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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무무무무엇엇엇엇이이이이 문문문문제제제제인인인인가가가가

1111.... 인인인인간간간간의의의의 얼얼얼얼굴굴굴굴을을을을 한한한한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 디지털 사회는 과연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는가?

- 디지털 사회가 지니는 문제점은 생활양식(way of life)과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의 변화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 주는 밝은 면만 생각하고 이면의 그림자는 외면

- 디지털화에 대한 반성적 접근은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이 유토피아만을 의

미하지는 않으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

□ 현재의 디지털 밑그림은 「인간 없는 디지털 세상」

- 수많은 디지털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핵심 주체인 「인간」은 빠지고 기술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상황

- 크래킹, Y2K 문제, 음란물 범람, 바이러스 피해 등과 같이 주로 기술적 문

제점들만 사회적으로 부각

- 정보격차, 인간소외, 가치관 혼돈, 윤리와 도덕 문제,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인간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외면

□ 디지털 혁명이 완성되었을 때의 사회모습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 필요

-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

서 디지털화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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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빛빛빛빛과과과과 그그그그림림림림자자자자를를를를 동동동동시시시시에에에에 지지지지닌닌닌닌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세세세세상상상상

□ 디지털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유

- 신경제시스템(new economy system)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은 다른 한편으

로 계층간 빈부격차 정보격차 심화라는 역기능을 동시에 지님

- 고도의 디지털 기술 발달은 보안 실패나 크래킹, 바이러스 문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내포

- 문화수요 폭발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급증은 음란물 범람, 익명성을 이용

한 사이버 테러와 같은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

인간소외와 가치관 혼돈의 문제

찰리 채플린은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산업사회의 자동화와 기계화가 주는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인간의 물질적 삶이 풍요하고 편리해진 21세기 디지

털 사회에서도 컴퓨터와 로봇에 둘러쌓인 인간의 소외 문제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는 가상공간은 인간의 소외를 가중시

키고 있고, 현실세계에서도 주식시장에 팽배해 있는 배금주의와 타인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는 제로섬 게임 사회를 통해 인간은 소외를 느낀다. 이러한 인

간의 소외를 만족시키는 수단은 돈이고 돈은 다시 인간을 지배한다. 결국 인간은 돈

을 숭배하게 되는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정문길, 2000)

□ 디지털 혁명은 현재형으로 진행중

-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디지털화의 진행은 독(divide)이

될 수도 약(opportunity)이 될 수도 있음

- 디지털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

목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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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의의의의 부부부부작작작작용용용용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대대대대비비비비

□ 디지털 혁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IMF 경제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도래한 디지털 혁명을 준비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

- IMF 위기는 중산층 붕괴에 의한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

·이는 계층간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켜 「20:80 사회」의 출현을 예고

·한편에서는 주식투자로 일확천금을 쥐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끼니를 걱정

해야 하는 신 빈곤층이 나타나는 상황

□ 지식기반사회나 디지털의 정확한 의미는 모른 채 선두만 따라가는 벤드웨곤

효과(band wagon effect)가 사회에 만연

- 사회 전체가 디지털, 벤처, 코스닥 등과 같은 이상 현상의 키워드에 매달려

수단과 목적을 혼동

·디지털, 벤처, 코스닥 열풍으로 아날로그, 제조업, 거래소의 중요성을 간과

- 「키워드 지향 사회」에서는 단기적인 유행과 열풍이 불기 쉽지만 열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공허감만 남게 됨

·코스닥 붐의 이면에는 주식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투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주식투자 성공자의 사례만 부각

□ 디지털 혁명에 따른 여러 부작용중 정보격차 문제의 해소가 시급

- IMF 위기후 중산층 붕괴에 따른 부의 양극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정보와 지

식에 접근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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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격차 문제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혁명에는 성공하더라도 사회통

합이 실패할 우려

-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계층간 부의 격차가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의 격차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

IMF 위기와 함께 온 디지털 혁명

<외환위기 이전> <현 상황>

IMF충격 디지털충격

부의 양극화 심화

벤처기업 주도
코스닥 열풍

중산층 건재

경제

사회

중산층 붕괴

신흥갑부 신빈곤층
공존

정보격차 심화

경제

사회

대기업 주도

ⅡⅡⅡⅡ....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의의의의 부부부부작작작작용용용용::::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ddddiiiiggggiiiittttaaaallll ddddiiiivvvviiiiddddeeee))))

1111....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의의의의 갈갈갈갈등등등등 초초초초래래래래

□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한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

- 신기술은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나 이에 못지않게 사회변동을 수반하며, 특

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구조를 급속히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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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시스템(new economy system)에서 정보는 자본이자 상품으로서 독

점화 경향이 강함

·승자독점경제(winner-takes-all economy)에 기반한 신기술의 속성은 혜택

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심화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는 기술의 변동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양식(way

of thinking)과 생활양식(way of life)의 변동을 의미

·인터넷에 익숙한 N세대의 세계관이나 시공의 의미는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

로 구분

□ 디지털 사회는 인적자본 투자 여부에 따른 계층간 경제적 격차를 가속화

- 지식이 부의 새로운 근거가 되면서 쓸모있는 지식의 소유 여부에 따른 「빈

익빈 부익부 현상」이 산업사회보다 더욱 심화

-디지털 사회의 인적자본 투자는 산업사회보다 더 큰 의미와 파급효과

·디지털 사회에서는 소득과 직업이 특정 지식과 기술의 소유 정도에 크게 영

향을 받으며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인적자본의 투자에 비례

·유형의 재산과 자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무형의 자산으로서 교

육이나 훈련 등으로 얻게 되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

□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사회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는 점

- 이는 인적자본의 전이(transmission of human capital)를 통해 경제적 지위

를 「대물림(inherit)」받는 경향 때문

- 고소득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사적

제도를 통해 인적자본을 여유있게 획득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사교육 부문에 투자할 여유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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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사회활동 참여시 더 좋은 직업과 소득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새로운 부의 재생산으로 나타남

2222.... 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접접접접근근근근 격격격격차차차차

□ 인적자본 획득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식과 정

보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음

-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사회화와 맞물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추세

- 정보접근의 문제는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으로부터 배제(exclusion)

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디지털 사회에서 부의 순환

부의 격차 인적자본 격차

디지털 격차 교육수준 격차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사사사사회회회회

지식과 기술
습득 격차

경제적 지위
세습

지식 정보
접근 격차

생존환경에서
배제

□ 미래학자들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적 격차가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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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으며 나누어 써도 줄지

않는 특성을 보유

-정보전달의 매체인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에 대한 접촉기회가 증가

□ 세계적으로 정보접촉의 양은 늘었으나 지역간, 국가간, 계층간에 심각한 정보

불균형

- 세계 인구중 80% 이상이 인터넷은 고사하고 전화벨 소리도 듣지 못하는 현

실 (UNDP, 1999)

-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88%가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한 선진국의 이용

자들로 구성

전세계 온라인 접속자 현황

아시아/태평양
(한국2%포함)
16.7%

아프리카
0.9%

중동
0.4%

미국/캐나다
55.9%

남아메리카
2.6%

유럽
23.5%

(한국 2%포함)

자료 : NUA(1999년 9월 기준), 한국 데이터는 삼성경제연구소(1999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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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의의의의 발발발발생생생생 배배배배경경경경

□ 디지털 격차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층별, 성별, 소득별로 불균형하

게 나타나는 정보격차 현상을 의미(동의어 digital apartheid)

- 지난 10여년간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지만 정보를 가진 자

(information-haves)와 못가진 자(information-havenots)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은 부자와 빈자간의 불평등과 배제(exclusion)

를 초래하는 새로운 기제로 등장

·학교와 사회에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됨

·가난한 학생들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기회가 드물며, 학교에서는 기회가 주

어지더라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한 학생들보다 뒤떨어짐 (Gladieux and

Swail, 1999)

□ 고도로 디지털화된 선진국의 경우 디지털 격차가 이미 일반화

- 미국은 인종별, 소득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깨

닫고 있음

·1999년말 정부, 기업, NGO 대표들이 모여 「Digital Divide Summit」를

개최하여 디지털 격차 문제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

-영국은 디지털 격차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으로 접근

·1997년 메이저 수상의 지시로 Cabinet Office내에 Social Exclusion Unit

을 설치하여 영국 내부의 사회통합에 전력

- 2000년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릴 G8(G7+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정보기

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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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는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디지털 격차 문제를 IMF 이후 붕괴현상을 보이는 중산층 복원 대책의 하나

로 인식하고 계층간 부의 격차가 악순환되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산층 몰락 → 사교육비 지출 감소 → 교육의 질 격차 → 디지털 격차

→ 중산층 복원의 장애물」

중산층 붕괴 사교육비 지출 감소

디지털 격차 정보화교육 격차 확대

IIIIMMMMFFFF 충충충충격격격격과과과과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전반적 가계
소비 감소

학교 외에서 인터넷
접근 배제

컴맹 넷맹률 증가

미래 중산층
복귀의 어려움

4444....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장장장장벽벽벽벽으으으으로로로로서서서서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

□ 디지털 격차는 정보의 보유 차이에 따른 「물리적 장벽」 이외에 「사회적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격차는 사회적 장벽으로 기능

·정보의 빈자들은 디지털화된 기기들을 삶과 접목시키려는 의지가 빈약하며

일상 언어 등에서도 정보를 가진 자와 유리

-사회의 디지털화는 삶의 양식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되어 감을 의미

-정보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의 빈자들은 「20:80의 사회」

에서 배척되는 80%로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로 삶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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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디지털 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tittytainment

「엄마 젖」이란 뜻의 titty와 오락이란 뜻의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세상에 좌절

한 사람들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아무 저항 없이 얌전하게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마르틴 외, 1997)

-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수단(information tools)의 중요성은 온라인으로 책

을 사거나 채팅하는 접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인의 경제적 성

공과 발전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격차 해소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조만간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 이들은 향후 20년내에 컴퓨터 가격이 지금의 전화기 수준만큼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계층이 정보화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논리를 편다.(Internetwee k,

1999.8.2). 하지만 디지털 격차의 본질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지느냐의 문제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즉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정보를 갖게 될 때까지 기

다려야 하는 계층들은 이후 그들이 선두를 따라잡았다 하더라도 선두 그룹은 그 만

큼 더 앞서 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Time, 1997.11.3)

□ 디지털 격차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계층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

- 기호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계급은

3가지로 분화될 것임을 주장 (월간조선, 2000.3)

·TV만 보고 조립되어진 영상만 받아들이려 하는 프로렉스(Prolex)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쁘띠 부르주아지(Petite

Bourgeoisie)

·기술에 친숙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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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접근에 유리한 전문직종인들은 상위계층으로 부상하고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하위계층으로 전락함을 의미

·상위계층을 디제라티(digerati: digital과 literati의 합성어) 또는 virtual

class라 부르고 이들의 사고와 이념을 「California Ideology」라 부름

- 디지털에 익숙한 계급은 디지털 사회의 부를 독점하게 되고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점차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변모

ⅢⅢⅢⅢ.... 선선선선진진진진국국국국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 :::: 미미미미국국국국,,,, 영영영영국국국국,,,,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경경경경험험험험

1111.... 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 현현현현황황황황

□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증가(NTIA, 1999)

- 미국 국민들이 인터넷과 컴퓨터에 접하는 기회는 모든 인종과 사회계층을

넘어 급속히 확산

·40% 이상의 미국 가정들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25% 정도의 가정들이

인터넷에 접속(1998년말 기준)

□ 영국의 정보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완만하면서도 꾸준히 상승

- 1998년 현재 영국인의 44%가 집에 컴퓨터 보유(1996년 34%), 26%가 직

장에서 컴퓨터 사용, 28%가 인터넷 이용(1996년 13%)

- 1996년 중 고교의 29% 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99년 현재 75%

로 급증

□ 일본은 1998년 11월 정부의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 기본방침」발표 이후

디지털 사회의 이행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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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

- 1998년 현재 15~69세 사이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1,700만명으로 전체 인

구의 18.1%,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11.0%(전년 대비 4.6%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0%의 보급률(전년 대비 11.8% 증가)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 현현현현황황황황

□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자와 빈자간 심각

한 정보 불평등 존재

- 정보 불평등 상황은 각 국가내에서 소득별, 인종별(미국), 지역별, 교육수준

별로 디지털 격차를 유발

미 국

□ 소득별, 지역별, 학력별 디지털 격차 존재 (NTIA, 1999)

- 소득수준이 7만 5,000달러 이상인 가정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가

정보다 인터넷 이용비율 20배 이상, 컴퓨터 보유비율 9배 이상 높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률이 저조

·최저소득계층에서도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률이 2배 이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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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점

-교육과 소득수준에 기인한 디지털 격차가 크게 증가

-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교육수준이 최고로 높은 계층과 최저로 낮은 계

층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25% 증가했고, 최고소득계층과 최저소득계층 사

이의 격차도 29% 증가

미국의 인터넷 이용률 비교(1998년)
(%)

미국 전체 농촌 도시 대도시

소

득

별

$5,000 이하

$5,000~$9,999

$10,000~$14,999

$15,000~$19,999

$20,000~$24,999

$25,000~$34,999

$35,000~$49,000

$50,000~$74,999

$75,000 이상

8.1

6.1

7.4

9.8

12.1

19.1

29.5

24.9

60.3

4.3

2.9

6

8.4

10

15.4

26.4

38.7

53.7

9.1

7.2

7.9

10.3

12.9

20.4

30.6

45.7

62

9.5

6.8

8.1

11

14.4

22.5

31.8

44

59.7

학

력

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이상

3.1

6.3

16.3

30.2

48.9

1.8

6.1

15.5

29.6

47

3.7

6.4

16.6

30.4

49.4

3.4

5.2

13.7

26.4

47.7

자료 : NTIA(1999), Falling Through the Net : Defining the Digital Divide

영 국

□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격차가 뚜렷

- 주 인터넷 이용자들은 15~24세 사이 소득상위층의 남자들로 나이와 계층별

로 격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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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로는 상위 2/6 분위 이상 계층(고급/중급 화이트 칼라 관리자)의 경우

43%, 하위 2/6 분위 이하 계층(미숙련 노동자와 연금수령자, 실업자 포함)의

경우 9%가 인터넷 이용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경우 20%가 컴퓨터 기술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 유

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15~24세 사이의 응답자들은 70%가 유용하다고 응답

(IT For All Report, 1999)

- 15~17세 사이 이용자의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한 반면 25~34세 사이는

1/3, 45~54세 사이의 이용자는 1/5만이 인터넷을 이용 (NOP Research

Group, 1999)

- 지역별로는 250인 이상 고용인을 둔 회사의 경우 런던 지역은 74%가 정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북아일랜드(43%), 웨일즈(48%)의 경

우에는 급격히 떨어짐 (NOP Research Group, 1999)

영국의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계층 구분 직 업 이용률

상위계층 고급/중급 이상 화이트 칼라 관리자 43%

중상위계층 중간 감독자 33%

중하위계층 숙련 노동자 17%

하위계층 미숙련 노동자, 연금수령자, 실업자 9%

자료 : NOP Research Group(1999)

일 본

□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로 격차 현상

□ 연령별 분류시 20~30대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78.4%), 40대

(14.2%)부터는 급속한 하락세 (MPT Jap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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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

성이 74.4%로 압도적 (MPT Japan, 1999)

□ 지역별로는 도쿄와 도쿄를 제외한 관동지방이 인터넷 이용자의 약 절반을 차

지하는데 비해 홋카이도나 큐슈 지방은 미미 (CJS, 1998)

□ 컴퓨터 보급률을 소득별로 분류하면 연소득 1,200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이

55.4%인 반면, 300만엔 이하의 저소득층은 8.7%에 불과 (日本經濟新聞

2000. 2. 6.)

미국과 일본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1998년 겨울)
(%)

15세
이하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세
이상

미 국 1.1 4.8 11.2 15.3 13.2 11.9 13.2 10.7 8.6 4.7 5.4

일 본 0.2 3.9 16.4 22.7 22.8 16.5 9.3 4.9 1.9 0.9 0.7

자료 : MPT Japan(1999)

3333.... 정정정정책책책책적적적적 대대대대응응응응

미 국

□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프로그램 가동

- 클린턴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디지털 기회」(digital

opportunity)로 간주하고 정책 지원

- 연방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가격에 정

보자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ive) 정책 실시

·1997년 「Access America」 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시민이 필요한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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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Rate 프로그램」의 경우 엘 고어 부통령이 총괄하여 정보화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와 도서관을 지원

- 주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역의 학교 및 도서관, Community Access Center

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Education Rate(E-Rate) 프로그램

E-Rate 프로그램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1997년 5월 전화접속료 체계를 개정하여

학교와 도서관, 농촌지역, 병원 등의 공공기관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장

거리전화회사의 접속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일정 부분을 E-

Rate 프로그램으로 모은 후, 이를 통해 학교와 도서관 등의 일반적인 전화서비스를

비롯해 인터넷 이용요금을 20~9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 기업은 제품 공급자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는 주체로 활동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 각 지역의 학교, 도서관, Community Access

Center 등에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일체를 기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한 사회 활동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로 봉사활동

의 초점을 정보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의 정보통신시설 접근을 극대화하는데 두

고 있다. 이 회사는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디지털화에 따

른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나누어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거

3년 동안 1조 7,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정보낙후지역의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소

외계층들로 하여금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Bill & Melinda Gates 재

단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전역의 700개가 넘는 도서관에 재정

적 지원을 하고 있다.(Microsof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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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나눔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사람들이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자사 제품에 익숙하게 하여 향후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하는 전략

시스코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1998년 시스코사(Cisco System Inc.)는 시스코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Cisco

Network Academy Program)을 개발했다. 이는 미국 전역에 걸쳐 1,000여개의 고

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 회사내의 정보통신인력 양성코스인 네트워크 인

증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시스템 전문가가 될 학생들로 하

여금 시스코사의 제품을 일찍이 접하게 하는 동시에 졸업후 곧바로 채용하려는 것

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격차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은 고급 컴퓨터 기

술을 무료로 습득할 수 있고, 시스코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다른 회사에 비해

초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전략이다.

(http://www.hubheaven.org/ddr/ddr.txt)

□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간 협력 프로그램

1999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언더우드 주지사와 함께 디지

털 격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들의 컴퓨터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신 고령자

기술훈련 프로그램(New Senior Technology Training Program)을 발표했다. 이 프

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웨스트버지니아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령자들에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12만 5,000달러 상당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학습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역 정보교육기관인 Marshall

Technology Institute와 함께 지휘, 감독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행 첫해 약 2,000

명의 고령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향후 어

린이들과 노년층이 함께 배우는 세대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농촌지역에서 발생

할 디지털 격차와 세대격차를 동시에 줄일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http://www.

microsoft.com/PressPass/press/1999/Jul99/WVp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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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을 먼저 고려하여 사회적 환경 개선에

초점

- 영국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으로

인식

·사회적 배제란 특정 계층과 지역들이 실업, 미숙련 기술, 저임금, 열악한 주

거환경, 범죄다발 환경, 빈곤 등 상호연결된 문제들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의미(Social Exclusion Unit, 2000)

- 1997년 수상 산하에 사회 배제청(Social Exclusion Unit)을 신설하여 「복

합적인 문제점들의 복합적 해결(joined up solutions to joined up

problems)」을 위해 노력

□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전략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

n)」에 초점을 맞춤

-정보화 과정의 낙오자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에서 출발

-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태도의 차

이(attitude gap)」라는 문화적 요소로부터 접근

·영국 국민들은 미국인들보다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음 (UK DT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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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Helne, 1999)

① The National Grid for Learning : 영국 정부가 10억 파운드를 들여 영국 전역의

학교들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깔아 상호 연결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같은 정

보통신기술을 익힌 뒤 졸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 현재 93%의 고등교육기

관, 62%의 초 중등 교육기관들이 상호연결되어 있다.

② City Learning Centres : 슬럼화된 대도시 내부의 학교들에 설치되고 최신 정보

통신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학습에도 활용된다.

③ ICT Learning Centres : 잉글랜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주민회관, 도서관 등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정보통신 관련 기술

을 전수한다. 1999년 10월 토니 블레어 수상이 영국 전역에 걸쳐 2000년 9월까지

6억 5,000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1,000개의 ICT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④ IT for All : 영국 통산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관장되며

초보적인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가르친다. 현재 3,000개의 센터가 공공도서관에 설

치되어 있고 센터 상호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⑤ Ufl Ltd :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일 본

□ 정보통신망의 평등한 접근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기본 인권(new basic

human right)」이라는 인식이 발전

-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가격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적 차별의 제거와 사용자들의 공평한 부담을 원

칙으로 고려 (MPT Jap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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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기초적 정보활용능력

배양과 교육 공공분야에서 첨단 정보화 환경 구축에 주력

-학교간 네트워크 구축과 인터넷 접속 환경 구축

·일본 정부는 2002년까지 일본 전역의 모든 공립 학교에 인터넷에 쉽게 접

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

·우정국 주도로 인터넷 접속에 관계되는 통신요금, 접속요금에 학교용 특별

요금을 적용

- 1998년 12월 총리 직할로 「바체르 Agency」를 발족하여 모든 교원들이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성통

신을 활용한 연수 실시

-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 1998년 12

월 우정성과 후생성이 공동으로 「정보장벽 해소 환경의 정비에 관한 연구

회」 설치

·정보 취약 계층인 주부층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 정보활용능력 향상 촉진

을 계획

□ 공공분야에서 지역 정보화 추진

-「멀티미디어 창출사업」과 「지역 인트라네트 기반 정비사업」같은 프로그

램을 통해 지방공공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보화를 촉진

- 1998년 11월 「특정 공공전기통신 시스템개발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을 시행하여 각 지역의 행정부처들이 공동으로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각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교육시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베

이스 정비 및 멀티미디어화를 통한 정보제공체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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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국국국국내내내내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

1111.... 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 현현현현황황황황

□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

및 이용률이 동시에 급속히 증가

- 컴퓨터 보급률은 99년도의 경우 51.8%로 2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컴퓨터

보유(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90년 11% → 94년 20.7% → 99년 51.8%

- 컴퓨터 이용률은 99년도의 경우 37.9%로 96년의 32.2%에 비해 소폭 증가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 인터넷 이용자수는 99년말 현재 1,000만명 돌파(리서치앤리서치, 2000)

- 1999년말 현재 전 국민(7세 이하 포함)의 인터넷 보급률은 조사기관마다 약

간의 편차는 있지만 12.9%(한국정보문화센터, 1999)에서 20%(리서치앤리

서치, 2000)사이

-인터넷 이용률은 96년 2.5%에서 99년 15.2%로 7배 이상 증가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 현현현현황황황황

□ 사회 전반의 폭발적인 정보화 추세와 별도로 디지털 격차가 더욱 확대

- 조사 대상자들을 소득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류할 경우 상당한 편차를 보이

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짐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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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별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 컴퓨터 이용률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24.1%인 반면 400만원 이상

의 집단에서는 68.3%로 세배 정도의 차이(98년 20.2% : 54.5%)

- 인터넷 이용 여부로 분류하면 8.3% : 34.1%로 4배 이상의 격차(98년 5.0%

: 15.2%)

□ 학력별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 컴퓨터 이용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2.3%인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 85.1%

로 40배 이상의 격차(98년 6.2% : 97.9%)

-인터넷 이용 여부로 분류하면 0.4% : 61.4%로 60배 이상의 격차

(98년 0.6% : 60.4%)

□ 연령별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 컴퓨터 이용률은 10대가 66.5%, 20대가 54.7%인 반면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이상에서는 7.1%로 급속한 하락세

-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도 10대가 24.4%, 20대가 26.8%인 반면 40대는 7%,

50대 이상에서는 1%로 급속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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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

컴퓨터 보유율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소

득

별

1백만원 미만

1백~2백만원 미만

2백~3백만원 미만

3백~4백만원 미만

4백만원 이상

35.3

49.0

64.7

80.0

87.8

18.8

45.4

63.5

82.0

75.8

20.2

43.0

57.4

76.0

54.5

24.1

35.6

48.2

66.7

68.3

5.0

10.7

22.4

24.0

15.2

8.3

13.3

20.9

37.8

34.1

학
력
별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20.4

64.4

31.8

79.5

4.3

65.1

2.3

85.1

0.6

23.5

0.4

61.4

연

령

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30.8

47.6

60.7

63.4

82.9

38.8

45.9

54.2

39.4

61.3

72.0

56.8

38.1

20.2

6.9

66.5

54.7

34.1

20.1

7.1

18.2

23.7

9.7

4.7

1.2

24.4

26.8

12.2

7.0

1.0

성

별

남자

여자

48.7

62.1

46.6

49.9

51.1

32.5

46.4

29.2

17.2

7.7

21.6

8.7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1999), 국민생활 정보화 의식 및 실태조사

3333.... 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대대대대응응응응

□ 1999년 정부는「CYBER KOREA 21」계획을 발표하여 전 국민이 정보화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에 따른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반인에 대한 정보

화 환경개선과 정보화 교육 추진

·인터넷 접속료를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료 인하 등

- 정부는 교육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녀와 전업주

부들의 정보화 지원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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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초 중등 정보통신기술 교육 필수화 계획」을 발표하여 2001년

부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

·중 고교에서는 정보소양인증제를 확대 도입하여 고교 및 대학 입시에 반

영함으로써 「생애기술(life skill)」로써의 컴퓨터를 익히도록 함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한 「CYBER KOREA 21」계획

「CYBER KOREA 21」계획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크게 세가지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보접근 확대 및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가정용

700만대, 업무용 745만대, 학교 교육용 47만대의 PC 보급, 공공장소에 PC 설치 및

무료 개방,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을 위한 공공 인터넷프라자 육성, 장애인, 주부,

군인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정보화를 통한 교육개선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보

화 선도교사 선정 및 특별교육으로 교원 능력 향상, 전국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정보

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제도개선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정보화 교육 활성

화를 위한 세제개선 등 지원방안 추진, 정보화 교육기관에 대한 통신요금의 단계적

인하, 장애인을 위한「정보통신접근성 보장지침」의 제정 공시 등이 포함된다.

□ 2000년 4월 정부는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 정보격차 없는 사회 구

현」이라는 주제 아래 세가지 실천계획을 발표

분 야 기본 방향 주요 내용

정보인프라
정보 접근기회

확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균형있는 구축

-정보접근 지역센터의 설치 확대

-PC 보급 확대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기 및 S/W 개발 추진

정보화교육
정보 이용능력

제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근로자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지속적인 정보화 능력 향상 여건 조성

정보취약층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

-농어업 분야의 콘텐츠 제공 확대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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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의의의의 극극극극복복복복

1111.... 우우우우리리리리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진진진진단단단단

1111 가가가가시시시시적적적적 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정정정정책책책책 위위위위주주주주,,,, 제제제제도도도도적적적적 지지지지원원원원책책책책 취취취취약약약약

□ 선진국의 정책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은 있으나 과시적 정책 위주

- 정보인프라 구축과 교육 정보화 사업의 경우 계획상으로는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지만 예산문제나 실행되는 내용 등에 있어서는 부실

□ 정부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IMF 경제위기 극복과 연계해 계층간의 빈부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중산층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

-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들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심성 과시적 효과를 기대

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

□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정보교육기관에 대한 통

신요금 인하와 같이 제도적 지원을 요하는 분야는 취약

- 제도적 지원의 경우 정부 부처간,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

제 시행까지 많은 시간 소요

2222 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철철철철학학학학 미미미미정정정정립립립립

□ 지금 정보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은 존재

- 정보화를 통해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사회에서 삶의 질이 어떻

게 변화할 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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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가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경제적 부의 격차만으로 인식하는 정도

- 디지털 부자와 빈자간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변동의 밑그림 부재

- 우리 사회가 원칙적으로 「20:80 사회」의 출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

면 최소화 또는 저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

는 원인으로 작용

3333 사사사사회회회회 문문문문화화화화적적적적 합합합합의의의의 과과과과정정정정 부부부부재재재재

□ 정보화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 문화적 합의(consensus) 도출 과정과 보편적

지지 확보 과정 생략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과정에서 정보의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

- 미국의 E-Rate 프로그램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장

거리 전화회사, 소비자 단체, 공화당, 민주당 등의 이해관계 대립에 의해 결

국 예산이 43% 삭감

4444 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역역역역할할할할 미미미미미미미미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pnsibility)을 인식하여 이윤의 일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경제의식」 미흡

- 선진국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의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봉사

프로그램이 부족

-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기업의 역할을 한정시키는 경향이 강하여 보편

적 서비스의 개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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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주도의 기부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가져올

미래의 장기적 이익(enlightned self-interests)을 간과

□ 디지털 격차의 확산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확보가 어

려움을 의미

-디지털 사회에서 고급 ICT 인력의 확보 여부는 기업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 기업이 내부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이익

5555 정정정정부부부부와와와와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의의의의 협협협협력력력력관관관관계계계계 부부부부재재재재

□ 정부는 정치적 관계가 고려된 정보화 정책에 주력하는 반면 기업은 이윤추구

에 치중하여 정보통신 제품 판매에 주목

□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는 양자간 상호협력이 어려움

6666 현현현현안안안안에에에에 맞맞맞맞는는는는 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부부부부족족족족

□ 선진국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그들이 처한 최대 현안과 관련되어

입안 시행

-미국의 경우「Race & Ethnicity(인종 민족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이며 디지털 격차 또한 인종간 민족간의 정보 격차에서 출발

□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간의 감정적

골이 깊다는 점을 인식

- 7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일부 계층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

은 타 계층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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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우리의 디지털 격차 대응책 비교

정정정정보보보보 인인인인프프프프라라라라 구구구구축축축축 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 교교교교육육육육 제제제제도도도도화화화화 지지지지원원원원

∧
정
부
∨

미미미미

국국국국

∧
기
업
∨

-정보화 낙후지역에

Community Technology

Center 건립과 지원

-미국 전역의 학교와 도서관

정보 인프라 구축

-Community Technology

Center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화 교육 지원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훈련 프

로그램 지원

-E-Rate 프로그램 실시

-민간기업의 정보화 지

원 사업에 세금 혜택

부여

-정보화 낙후 지역의 학교와

도서관에 컴퓨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증

-회사내에 학생들을 위한 정보

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주 정부와 공동으로 정

보화 교육훈련 프로그

램 운영

영영영영

국국국국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City Learning Centre 건

립과 지원

-영국 전역의 학교에 정보

인프라 구축(The National

Grid for Learning)

-3,000여개의 공공도서관에

IT for All 센터 건립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 교육

지원

-초보적 정보화 교육 지원

-수상 직속 사회 배제청

(Social Exclusion

Unit) 설치

-중소기업인을 위한 Ufl

Ltd 프로그램 실시

일일일일

본본본본

-일본 전역의 학교에 정보

인프라 구축

-지방공공단체간 지방행정부

처간 정보 인프라 구축

-각 지역의 도서관과 박물관

에 정보 인프라 구축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훈련 프

로그램 지원

-지역 도서관의 정보화 교육

지원

-고령자, 장애인, 주부층 대상

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터넷 접속요금 인하

한한한한

국국국국

-전국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

육환경 구축

-가정용, 업무용, 학교 교육

용 컴퓨터 보급

-공공장소에 컴퓨터 설치와

무료개방

-공공 인터넷프라자 건립

-초등학교 정보화 교육 의무화

-중 고교에 정보소양 인증제

확대 도입

-정보화 선도교사 선정 및 교

사들의 특별교육훈련 지원

-장애인, 주부, 군인 대상 정보

화 교육 지원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정보화 교육기관에 대

한 통신요금 인하

□ 21세기를 맞아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화가 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디지털 격차를 통해 부의 원천인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가 악화될 경우 심각

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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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경제위기로 더욱 벌어진 계층간의 위화감과 중산층의 몰락은 디지털 격

차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치유할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

2222.... 선선선선진진진진국국국국이이이이 주주주주는는는는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 정보화 차원에서 우리보다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격

차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될 경우 사회적으로 치루어야 할 비용이 너

무 큼

□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격차 정책은 우리의 미래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미국은 민간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간 협력체계

가 잘 구축

- 영국은 민간기업보다 정부의 주도가 두드러지나 정부 정책이 사회적 포용이

라는 기본철학에서 출발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격차 정책의 특징

국가 정책의 주요 특징

미국

- 가장 디지털화 한 나라인 만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함

- 민간부문, 특히 기업들이 나눔의 경제 실천에 적극적

-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협력체계 구축

(기업은 정보화 기기 기증, 정부는 교육장소 제공과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 장애자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에 관심

- 정치 지도자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확고한 인식

영국

- 디지털 격차를 인문학적으로 접근

- 정부 주도의 정책방향 설정

-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간주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인식

- 정치 지도자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확고한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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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디지털 격차 정책은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정책의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

- 표면에 나타난 선진국들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정보화 교육 방안에 과

도하게 집중하면 정책의 한계를 노출

-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격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

3333.... 격격격격차차차차 극극극극복복복복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통통통통합합합합((((ddddiiiiggggiiiittttaaaallll iiiinnnntttteeeeggggrrrraaaattttiiiioooonnnn))))

1111 나나나나눔눔눔눔의의의의 철철철철학학학학 정정정정립립립립

□ 디지털이 주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기본철학

으로부터 디지털 격차 정책을 시작

□ 선진국들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은 공공재로서 정보와 지

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승자독점경제(winner-takes-all economy)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보 지식 독점을 방지하는 수단

-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디지털 기회

(digital opportunity)」로 인식을 전환하는 출발점

·「디지털 기회(digital opportunity)」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통합(digital

integration)」을 견인해 내는 핵심 원동력

2222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포포포포용용용용정정정정책책책책 수수수수립립립립

□ 디지털 경제가 정보화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증가시킨

다는 인식에서 이들을 동참하게 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정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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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타깃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격

차가 디지털 사회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데 역점

□ 디지털 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장애자나 노령자의 정보화 소외와 같은 사

회 제반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씀

- 경제적, 신체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정보화로 인한 경제적 부를 나누어 가진

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 실현에 근접

3333 국국국국가가가가 차차차차원원원원의의의의 종종종종합합합합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 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가가가가동동동동

□ 단편적인 기술적 정보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종합적인 정보화 프로그램을 제시

-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 외에도 사회 문화적 기반 구축

이 필요

□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민 정보화 교육에 집중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국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미 갖추어진 기술적 기

반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활용되도록 시스템화

4444 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사사사사회회회회공공공공헌헌헌헌 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활활활활성성성성화화화화 촉촉촉촉진진진진

□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나눔의 경제」를 실천

- 기업 스스로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 지역의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훈련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윤 재분배를 실천

- 기업의 지역사회 디지털 격차에 대한 관심은 지역주민의 사회적 신뢰를 증

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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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의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필요

- 현재 우리 기업들은 나눔의 정신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5555 정정정정부부부부와와와와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 협협협협력력력력체체체체제제제제 구구구구축축축축

□ 디지털 계층분화에 따른 빈부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장의 일

방적 기능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

-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설 경우 재원 마련의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정책이 환원되는 결과 초래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속성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

□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측면에서 기업은 미래의 고객에 대한 장기적 전략적

투자의 측면에서 협력하여 접근

- 선진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적 양방향

정책을 21세기 정책방향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는 추세

6666 사사사사회회회회 오오오오피피피피니니니니언언언언 리리리리더더더더들들들들의의의의 적적적적극극극극 참참참참여여여여

□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여론에 호소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고어 부통령이나 영국의 블레어 수상, 빌 게이츠 등의

경우 디지털 격차가 불러 올 문제점의 심각성을 수시로 경고

- 사회 지도층의 이러한 발언은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불

러 일으켜 정책 시행시 국민적 합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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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합(digital integration)으로 가는 길

의식전환

– 기본철학 재정립

(나눔의 정신)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디지털 기회
(digital opportunity)

디지털 통합
(digital integration)

– 사회적 포용정책 실시

– 종합정보화 프로그램 가동

– 기업의 디지털 사회공헌

– 정부-기업 협력체제 구축

– 오피니언 리더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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