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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이우리의일상생활에가져온

획기적인변화는실로눈부실정도입니다. 지구반대편의사건

들을실시간으로안방에서생생하게볼수있게되었으며, 마

우스의클릭한번으로쇼핑, 뱅킹, 행정등각종생활업무를처

리할수있게된것은더이상낯선일들이아닙니다. 지금은유

비쿼터스로대변되는홈네트워크, 텔리메틱스등의신기술이

등장하고있고, 하루가다르게발전하는정보통신기술에놀라

움을금치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눈부신발전이면에는정보를가진자와그렇지못한자간의격차가발

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소득별인터넷이용격차는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등의취약계층은정보의혜택으로부터여전히분리되어져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게

임중독, 해킹, 음란물유포등정보의과도한이용으로인해발생되는각종역기능들이우리사

회의중요한해결과제로등장하 습니다. 이렇듯, 정보의접근과이용의격차뿐만아니라정

보의올바르지못한활용의격차문제는사회의결합을저해하는중요한요소로등장하 으며,

이는결국‘사회적불평등’을초래하여사회전반에크나큰악 향을미치게될것입니다. 

그간정부에서는각부처별로정보격차해소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에처음으로발간된정보격차해소백서는이러한현황과동향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정보격

차에관한방대한자료를한눈에볼수있도록하 습니다. 금년에두번째로발간되는「2004

정보격차해소백서」는각정부부처별로시행되고있는정보격차해소정책을보다면 하게

검토하여수록하 으며, 정보의접근과이용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과더불어각종콘텐츠

와지식정보자원, 인터넷중독및사이버범죄예방등을포함한정보의생산적인활용을위한

노력을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수록하 습니다. 

모쪼록본백서가국내외정보격차해소를위한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바라면서, 「2004

정보격차해소백서」가발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편찬위원님들과집필진여러분들

및관계자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 을드립니다. 

2004년 12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손 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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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지난10여년간정보화에국가적역량을집중한

결과, 초고속인터넷보급이 1,180만가구에이르고, 전국민의

68.2%가인터넷을이용하는등세계가인정하는 IT 강국이되

었습니다. 또한 IT 산업이 전체 수출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지능기

반사회로진입함에따라, 경제·사회생활전반에걸쳐정보화

에대한의존도는더욱증가하게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장애인, 저소득층, 노인과같은우리사회의취약계층들은정보화과정에잘적응하

지못하여정보화의혜택을충분히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중독, 사이버범죄

등각종정보화역기능의문제도정보의생산적활용을가로막는중대한사회적문제로대두

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우리사회의각계층간에발생하는다양한정보격차와역기능문제

는기존의사회경제적격차를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저해하고있습니다.

그동안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소외계층의정보화를위해노력해왔습니

다. 그결과, 장애인에게는장애와소외감을극복할수있게해주며, 실업자에게는취업의기회

를제공해주고, 노인에게는젊은세대와의교류의장을마련해주는등조금씩정보화를통한

삶의질개선효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이점이앞으로정부가취약계층의정보화를위해더

욱노력해야하는이유라고생각합니다. 이들취약계층을포함한모든국민이컴퓨터와인터

넷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여건을만들기위해더욱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발간되는「2004 정보격차해소백서」는정보격차

에대한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자료로써취약계층의정보격차해소뿐만아니라, 언제어디

서든모든국민이정보화의혜택을골고루누릴수있는지능기반형유비쿼터스사회의실현에

큰보탬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끝으로, 「2004 정보격차해소백서」의발간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그동안백서발간을위

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편찬위원및집필진여러분께감사의말 을드립니다.

| 추 천 사 |

2004년12월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1
새로운 정보격차 지표로 효과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 국내 실정에 맞는 사상 첫 정보격차 지수 조사 실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12월, 정보격차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보격차 지수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정보
접근·역량·양적활용·질적활용 등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 및 특성을
세부적으로 측정·분석하여 제시하 다. 

정보격차 지수는 인터넷 이용률과 같은 단일 차원의 지표로만 파악
되고 있는 정보격차 현상을 정보활용이라는 질적 측면까지 측정하기 위
하여 지난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와 공동으
로 정보 접근격차와 활용격차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기존의 인터넷 이용률 및 컴퓨터 보급률이 정보화의 넓이를 측정하는 단순 막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정보격차 지수 조사」를 통해 산출되는‘부문별 정보격차 지수’는 정보화의 농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격차 해소로「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
- u-Korea 전략 보고시 대통령의 약속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의 일
환으로 행해진‘IT 839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의
연설을 통해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
보격차 해소가 국가적인 당면 과제이자 해결해야 될 숙
원임을 직시하며, 정보격차 해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함을 지시하 다. 

노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전국민이 IT 세계에 편
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인간에, 그리고 국민생활
속에서, 세대간 경제적 차이로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에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 또한 기업의 역에서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 다. 또한 향후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여, “유비쿼터스라는 말 앞에 한마디를 추가하고 싶다. 「모두가 유비쿼터
스」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민이 IT 소비시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하
다. 

2004년정보격차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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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가속화
-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 ~ 2008) 수립
- 내년도 정보격차 해소 위해 3,047억원 투입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의결
을 통해‘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을 새
롭게 마련하 다. 본 계획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 증진을 통해 소득창출, 삶의 질 향상
등 IT를 통한 기회(Digital Opportunity) 실현을 도모하
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는 제4차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를 열어 2005년도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에서 총
3,047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 국회도 발벗고 나섰다.
-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창설

지난 7월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17대 국회 여야 의원
들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정책에 반 하기 위하여「정보격차해
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을 창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모임은 정보격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이
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안에 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의원 외교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자국어 정보의 대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과 법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3

4



5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우리가 먼저
- KADO-ITU, 국가간 정보격차 지수 개발 연구 착수
- 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MOU 체결 및 주요 협력 사업 박차

우리나라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개도국 등 국제
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표를 공동개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ITU가 지난 6월 체결한‘Digital Bridge
Initiative'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과 ITU가 국가간 정보격차 표준 지수를 공동개발 하기
로 하 다. 

그 동안 정보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았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툴(Tool)이 없어 국
가간 정보격차의 정확한 측정과 비교가 곤란했다. 이번에 새로운 정보격차 지수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개도국의 통신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및 IT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로벌 협력 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되었다. 한
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올해 30여개 개발도상국에 약 400여 명의 해외 인터넷봉사단을 파견하 으며, 필리
핀 무역훈련센터(PTTC), 불가리아 정보통신기술개발청(ICTDA) 등과 MOU를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정보
접근센터 시설을 구축·지원하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Steve Balmer,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00억원 지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정보격차 해소 공동 노력을 위한 MOU 체결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
난 7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정보통신부에서 열
린 이날 체결식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마이
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전국 주요 대학 및 복지관에 노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역정보교육센터(CTLC)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MS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3년 동안 약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 다.

2004년정보격차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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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이용시설도 이제는 생산적인 정보활용의 기능으로
-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해 다기능 정보이용센터(IT 플라자) 30개소 설치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역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비 리 기관을 대
상으로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30여 곳에 다
기능 정보이용센터(IT 플라자)를 설립하 다. 

IT 플라자는 정보화 상담실, 주민 e-학습방, 청소년
IT 교육장, 멀티미디어 제작 실습실, 디지털 자료실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이 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다 생
산적인 정보활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접근기

회 제공을 넘어 정보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 등 실질적인 정보화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게 되며 다
양성을 갖춘 복합 정보화 공간에 걸맞게 시설 이용 대상 역시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 노년층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IT 교육의 다양화
- 장애인도 IT 전문가! 비문해자도 컴맹 탈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기존에 기초 교
육 수준에 머물 던 장애인 대상 IT 교육과 차별화된 IT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하 다. 이번 교육은 그동
안 운 체계(OS), 인터넷, 워드프로세서 활용 등 1~3
개월에 걸쳐 실시된 기초 교육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과정당 4~6개월을 할애
해 교육 과정 이수 후 IT 관련 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있
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비문해자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하 다.지
난 2월부터 실시된 비문해자 대상 정보화교육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약 60여만명의 비문해자들의 정보이용능력을 강화하여,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일원
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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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사업 착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를 보
급하 다. 이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
움 때문에 보조기기 구입을 망설 던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
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보급된 기기 및 소프트웨어들은 컴퓨터와 정보 활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시각장애인용 음성
낭독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용
마우스 스틱, 발 마우스 등 특수 입력장치를 포함, 모두 8개 품목 23
개 제품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제는 세계로 간다!
-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WITSA)로부터 정보격차 해소 부문 공로상 수상

로벌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
원은 지난 5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계정보서비스산업
기구(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 WITSA)의 주최로 열린 세계 정보기술 올림
픽 ̀‘WCIT 2004’행사에서 정보격차 해소 부문상을
받았다. 세계 최대규모의 정보기술 기관 컨소시엄인
WITSA가 제정한 이 상은 가장 성공적인 IT기관 및 기
업에 수여하는 것으로 정보격차 해소ㆍ민간ㆍ공공부문
등 3종류가 있다.

KADO는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디지털 복지활동을 통해「̀e-Korea」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린 점이 인정되었기에 본 상을 수여하 다. 아테네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그리스 수상, 호세 피레게스 다보스포럼 공동의장,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교수 등이 참석하
고, 이 상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대만과 호주에서 열린‘WCIT 2000’, ‘WCIT 2002’에서 한차례

씩 수여됐으며 올해가 3번째다.

2004년정보격차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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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보는정보격차

광역시도별인터넷이용률및가구컴퓨터보급률현황 [단위 : %]

광역시도별 격차

인터넷
이용률

가구
컴퓨터
보급률

울산 78.3%

충남 54.8%

서울 87.0%

전남 56.2%

23.5%p

30.8%p

73.4 84.9

69.1

87.080.9

64.7

71.8

63.1 64.3

64.3 64.5
78.3

68.0

54.9

75.6 83.2

62.9 70.3

81.1

56.2

85.8

80.2
64.9 70.0

75.166.3

60.657.5

72.372.6

54.8

60.3경기

인천

충남

대전
충북

대구

경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서울

강원

개인 인터넷 이용률 : 68.2%

가구 컴퓨터 보급률 : 77.1%



지역규모별인터넷이용률및컴퓨터보급률격차현황 [단위 : %]

※ 자료 : <2004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6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2

개인 인터넷 이용률 가구 컴퓨터 보급률

46.2

71.4 69.6

83.4
75.9

53.4

선도및취약계층간인터넷이용률격차 [단위 : %]

장애유무 성별 연령

격차 (%p)

33.4

82.5
52.7

55.0

12.4
79.3

68.2

34.8

92.3

9.8

83.0

30.3

91.4

36.4

74.4

62.0

95.5

16.2

※ 자료 : <2004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6

장애인전체국민 여성남성 50대이상7~19세

학력 소득 직업

중졸이하대졸이상 100만원미만400만원이상 생산직사무직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 자료 : 미국 : <A Nation Online : Entering the Broadband Age> 상무부, 2004 
국 : <Oftel Residential Survey> Oftel, Consumers' Use of Internet, 2003. 5

<UK online annual report> Office of e-envoy, 2002. 11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2. 7

일본 : <정보통신이용 동향 조사> 총무성, 2003
한국 : <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6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2

주요국가별계층간인터넷이용률격차 [단위 : %]

장애유무

연령

소득

성별

국가간인터넷이용률격차

33.4

34.8

68.2

79.3

16.2

95.5

52.7

30.3

83.0

12.4
0.1 6.0

9.1
62.0

74.4

59.258.2 55.061.0 63.3
72.4

51.7

31.2

82.9

52.0

22.0

74.0 16.4
55.1

71.5

34.0

44.8

78.8 45.0

44.0

89.0

70.0

21.6

91.6

19.6
39.1

58.7 21.0 15.0

36.0

57.0

45.6

60.6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p)

고연령

저연령

격차 (%p)

최고소득

최저소득

격차 (%p)

남성

여성

격차 (%p)

한국 미국 국 일본

※ 주 : 1. 저연령 (한국 : 7~19세, 미국 : 14~17세, 국 : 16~24세, 일본 : 13~19세)       
2. 고연령 (한국, 미국 : 50세 이상, 국 : 55~64세, 일본 : 60세 이상)

※ 주 : 1. 최고소득 (한국 : 월 4백만원 이상, 미국 : 연 7만5천달러 이상, 국 : 연 3만파운드 이상, 일본 : 연 1천만엔 이상)       
2. 최저소득 (한국 : 월 1백만원 이하, 미국 : 연 1만5천달러 이하, 국 : 연 1만7천5백 파운드 이하, 일본 : 연 2백만엔 이하)



취약계층정보격차지수 [단위 : 점]

장애유무

소득

직업

학력

연령

27.6
58.0 60.472.4

100

59.3

40.7

100

57.8

42.2

100

50.1

49.9

100

44.2

55.8

100

89.7

10.3

100

89.2

10.8

100

82.1

12.3

100

93.3

6.7

100

93.4

6.6

100

94.6

5.4

100

88.0

12.0

100

89.5

10.5

100

90.7

9.3

100

79.6

20.4

100

77.8

22.2

100

82.1

17.9

100

42.0

100

39.6

100

58.6

41.1

100

※ 최고 득점집단의 지수 수준을 100으로 할때, 최저 득점집단의 지수 수준과 그 격차를 표시한 것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격차 (%p)

일반국민

장애인

접근지수 역량지수 양적활용지수 질적활용지수

격차 (%p)

월 3백만원 이상

월 백만원 미만

격차 (%p)

사무직

농어민

격차 (%p)

대졸이상

중졸이하

격차 (%p)

20대

50대 이상



X축 : 향후 인터넷 이용의향 여부, Y축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여부

이용용도 인지/이용의향 無 이용용도 인지/이용의향 有

이용용도 비인지/이용의향 無 이용용도 비인지/이용의향 有

정보화무관심집단

구성비율 3.4%

규모 37만명

구성비율 14.8%

규모 161만 4천명

정보화준비집단

▶

▶

정보화소외집단

구성비율 59.5%

규모 650만 5천명

구성비율 223%

규모 244만 2천명

정보화욕구집단

X축

취약계층별인터넷비이용층집단세분화 (장애인·장노년층·기초생활보장수급층)

인터넷비이용층세분화집단별규모

※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1,0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장애인

장·노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층정보화
준비집단

정보화
욕구집단

정보화
무관심집단

정보화
소외집단

116

181

36

636

1,364

2,082

309

5,337

134

179

25

532

[단위 : 천명]

Y축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개도국정보접근센터

불가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몰도바

폴란드

시리아

튀니지

레바논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부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아프카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모로코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스와질랜드

모리셔스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오만

몰디브

스리랑카

방 라데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마카오

팔라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

동티모르

중

타이

라오스

몽

오스트레일

카메룬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프랑스

요르단

이집트

모리타니

세네갈

가나

그루지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로벌정보격차해소사업추진현황



뉴기니

사모아

피지

통가

쿡제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베네주엘라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에콰도르
나우루

멕시코

벨리즈

파나마

코스타리카

미크로네시아

타이완

베트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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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환경의변화와정보격차해소의필요성

1. 정보환경의변화

지난 한해도 우리사회에서는 정보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계속되었다. 무

엇보다 정부는 지능형 로봇, 이동통신, Post PC 등 9대 IT신산업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육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2005년까지 일반가정의 84%에 20~50Mbps(VDSL)급 초고속인터넷을 보

급하기 위한 사업에 나섰으며,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을 통합하는 차세대통신망(BcN) 구축을

시작하 다. 또한 오랫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디지털 방송방식 선정도 종지부를 찍어 디지털 방송

전환의 발걸음이 빨라졌으며,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세계최초의 위성 DMB 상용화를 추진되는 등

디지털 컨버전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밖에 2007년까지 1,000만가구 보급을 목표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업이 착수되고 제주시에는 텔레매틱스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대형 정보

화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담한 응용사업들도 등장하 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11대 과제에 이어 참여정부가 선정한 31대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 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활용하는 수능과외를 도

입하 고,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합동연설회를 없애고 인터넷홍보로 대신토록 했다.

국민들의 디지털정보기술 사용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가구당 평균 1.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여 전체 가구의 77.1%가 사용가능한 컴퓨

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보유가구 중 91.0%(전체가구 대비 70.3%)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며, 인터넷 접속 가구의 95.6%가 초고속망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만 6세 이상 국민 중

68.2%(3,067만명)가 인터넷 이용자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1.5시간

이고, 인터넷 이용자 중 86.6%가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004년 8월말 현재 3,600만명을 넘어섰고, 디지털 카메라, MP3,

DVD 등과 같은 디지털 제품 판매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 으며, 이동전화 단말기는 종래의 음

성전화와 SMS 위주의 단순한 형태에서 카메라, MP3, 라디오, PDA 등의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형

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 경제, 국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기술이 도입되는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단계로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2. 정보격차의문제

그러나, 정보환경의 변화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정

보격차와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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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2004)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율이 여성의 경우 62.0%로, 남성에 비

해 12.4%가 낮으며, 생산관련직의 경우 36.4%로, 전문·관리직에 비해 58.0%, 중졸 일반인의 경

우 17.2%로, 대졸 이상 일반인에 비해 75.1%, 그리고 50대의 경우 27.6%로, 20대에 비해 68.4%나

낮은 실정이다. 국민 전체로 보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아직도 인터넷 이용을 못하고 있

거나 안하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디지털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위 디지털 배제

(digital exclusion)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디지털 배제는 두 가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첫째, 디지털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디지털로 진행되는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

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

선 2004년 4월에 시작된 인터넷위성방송 수능과외의 경우 그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케이블, 위

성방송 가입 가구가 아닌 경우,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가정인 경우 그 서비스를 받

을 수 없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고교생 10명 중 8명인 약 12만명이 수신장비 부족으

로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한다.

후보합동연설회를 인터넷홍보로 대신한 17대 총선에서는 50대 이상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후보

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터넷 이용율이 50대 27.6%, 60대이

상 7.3%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러한 불만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배제가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디지털 배제는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IT직업 종사자는

2002년 현재 약 47만명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7.8%에 해당된다. 그런데 IT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1년 현재 183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약 10% 정도가 높다.1) 디지털 배제

집단에 속한 국민은 직장의 전망도 좋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한 IT직종에 진입이 거의 불

가능하다.

둘째, 정보화 투자가 증가할수록 정보격차는 정보화 투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는 전자정부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

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행정서비스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누구도 행정서

비스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국가행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지불할 것

인가.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한다면 오프라인 서비스는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며, 행

정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유사한 실정에 놓여 있다. 고객들이 모두 인터넷 사용자라면 기업은 고객과의 커뮤니

케이션을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40%

의 고객이 인터넷 이용자가 아니라면 막대한 비용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해야만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사회의 정보화 투자가 증가할수록 디지털 배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

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도 기업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중비용을 부담해

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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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개념의정보격차해소의필요성

정보기술의 확산에 수반된 문화지체도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 각 부문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정보인프라 수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공공부문을 보면, 국민의 정부 때부터 전자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2월 UN의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아직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단순신청·서류발급에 한정되고 온라인 민원업무 비율은 10%선에 머무르고 있다.

WEF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인터넷 기반 행정처리’에서 평가 대상 82개국 중 26위에 불과

하다.2)

산업부문의 정보화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전체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보화 수준이 대단히 낮으며, 정보화 투자가 기업의 경

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3)

국민생활에 있어서도 게임, 채팅 등 소비적 이용은 대단히 활발한 반면, 학습, 경제활동, 사회참

여, 전자정부 등과 같은 생산적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4)

비단, 정보의 소비적 활용이 비판만 받을 현상은 아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오락적 활동은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며, IT산업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것만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정보화 지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사회는

정보화가 지닌 사회경제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허비하게 되고, 지식정보사회는 상당기

간 왜곡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사회는 디지털 배제를 극복하고, 문화

지체를 해소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잘 추진해온 정보접근의 확대 정책도 계속 시행해야 하겠지만 정보격차 해소의 개념을 넓

혀 정보의 생산적 활용이 전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도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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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정보격차의단계와유형

1. 정보격차발생의다층적메커니즘

정보격차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발원하고 재생산되며 심화한다.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정보격차를 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문제의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능력 자체가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려는 의욕을 담보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준

의 차이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 정보 보유 수준, 관련 직종, 정보화 마인드 등과 같은 요소들이 정

보격차 발생의 메커니즘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은 정보기기와 정보에의 접근 기회라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히 중요하다. 가치 있는 정보서비스는 대개 상품화되어 시장에

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 또한 중요하다. 사회적 지위, 근무 직종, 교육 수준, 연령 등의 요인

들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태도, 활용방식 등이 유의미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은 개별 행위자의 사회관계나 활동 역을 다기한 형태로 분화시켜 유

용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을 차등화시킨다.

셋째, 의식적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 고도 정보화 단계의 진입과 함께 정보의 변형이나 재구성,

가치의 부가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공된 형태의 정보와 지식의 비중이 날로 커지

고 있다. 또한 정보 그 자체가 다양한 해석과 수용이 가능한 상징물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사용자

의 의식 수준에 따라 그 활용 가치가 자유자재로 변한다. 

지금까지 정보격차는 단일한 내용으로 수렴되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

것이 구성하는 복합적 궤적과 다양한 차원은 연구과정에서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보격

차 현상은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매체 접근성), 정보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정보 동원력), 정보기기와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욕 및 수용태도(정보의식)와 같은 다양한 분

석적 차원과 내용적 복합성을 전제하고 있는 입체적 개념이다. 

매체 접근성: 지금까지 정보격차는 주로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지시하는 개념으

로 사용되어 왔다. 정보 미디어는 다른 상품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고 짧은 제품 주기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은 경제력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정보격차의 주요 차원을 형성한다.

정보 동원력: 이것은 정보기기 사용법, 프로그램 활용능력, 핵심 정보원 색출능력 등 정보자

료의 활용과 직결된 활동 일체를 의미한다. 정보매체를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사용할 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정보 활용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 정보매체에 접

근할 수 있고 정보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가치한 정보수집이나

활용으로 일관한다면‘정보 빈곤’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국내외에서 정보화의 지표로 널

리 이용되는 접속시간이라는 것도 이 같은 측면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많다. 게임이나 채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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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 반복적 행위에 소요되는 접속시간은 우량 정보자원을 활용해 획득할 수 있는 유효 정보나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보의식: 흔히‘정보 마인드’라는 용어로서 지칭되어온 정보의식은 정보 사용자가 정보의

본원적 가치나 유해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별해 낼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 것이다. 정보 동원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정보 활용방식이 기본적으로 정보 사용자의 습관과 관행의 문제라면, 정

보의식은 사용자의 주관적‘생활세계’(life-world) 혹은 그가 몸담고 있는‘하위 문화’

(subculture)의 특성에 조응하는 성찰력(reflective power)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그림

1-1-1> 참조).

2. 이론적논의

정보격차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하드웨어(hardware) 혹은 소프트웨어(software)

에 해당하는 매체 접근성이나 사용 능력상의 차이에만 관심을 집중했을 뿐, 휴먼웨어(humanware)

부문에 해당하는 정보의식이나 정보문화의 측면은 도외시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컴퓨터 보유

나 인터넷 사용의 격차보다 활용방식이나 정보의식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

로 파악되는 바, 정보격차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해결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분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사회가‘전면화’단계에 진입하면서 정보격차의 다차원적 성격과 단계 및 유형에 대한 이

론적 규명 작업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먼저, 정보격차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선도해

온 노리스(P.Norris)는 정보격차 문제의 다차원적 성격을 국가적 맥락, 제도적 맥락, 미시 맥락이

라는 세 가지 위계적 분석 수준에서 규명하고 있다. 첫째, 기술, 사회경제, 정치 환경과 같은 거시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적 맥락(macro-level)은 각국 내 인터넷 확산 정도, 즉 각 국가 내부의 인터

넷 접근 능력 및 사회적 배분을 결정한다. 둘째, 가상 정치체계라는 제도적 맥락(meso-level)은 정

부와 시민사회(정당, 의회, 정부부처, 이익단체, 신사회운동, 뉴미디어)에 의한 디지털 정보 및 커

뮤니케이션 기술들의 사용을 포함해 시민과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기회구조를 제공한다. 셋째, 자

원이나 동기부여와 같은 개인적 또는 미시 수준(micro-level)은 누가 가상 정치체계에 참여할 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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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정보격차발생의복합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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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별 정보격차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의 유형을 결정한다.5)

노리스의 정보격차 이론에서 주시할 대목은 기술 확산의 수준이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정치제도

들의 적응 정도에 향을 주며, 계속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

들은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 기회를 규정하는 체계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단계론적 가정이다. 이 때

어떤 시민들이 이러한 기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선택할 지는 그들이 가진 시간·돈·숙련도

와 같은 자원들과 더불어 관심·신뢰·효용과 같은 동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1-1-2> 참

조). 정보격차의 형성 과정에서 개인 동기의 수준이 갖는 역할을 각별히 부각시킨 점은 정보격차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몰나(S.Molnar)는 정보통신기술의 수용단계를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 도약기

(take-off), 포화기(saturation)로 구분한 다음 각 단계에 조응하는 정보격차의 유형을 적시함으로

써 정보격차의 다차원적 성격에 대한 접근을 더욱 구체화한다. 이에 따르면, 초기 도입기에는 접

근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접근격차(access divide), 도약기에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이용격차(usage divide), 그리고 포화기에는 이용자간 이용의 질 차이에 따른 격차가 가시화

한다.6)

셀윈(N.Selwyn) 또한 정보격차를 정보기기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기기 및 정보의 이용, 정

보기기와 콘텐츠에 대한 관여,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 또는 효과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개념을

제시한다. 이 때 정보 접근은 단순히 직장, 가정 또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기기를 제공하는 수준인

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기기와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환경이 구축되

어 있는 수준인지에 따라 공식적·이론적 접근과 효과적인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보이용은

목적과 형태와는 무관하게 얼마나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정보 이용량, 관여는 사회 각 역에서 삶

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도, 효과는 사용된 정보기술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인 향으로 정의된다.7)

이처럼 기존의 논의가 주로 정보 접근성 문제에 정보 활용 및 성과라는 새로운 차원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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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노리스의정보격차논의의세가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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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ppa Norris,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 the Internet in Democratic Societies」, Harvard University, 2000
6) S.Molnar,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Issue」, 「Information Society」, Vol, 4, 2002)
7) N.Selwyn, 「Defining the Digital Divide: Developing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equalities in the Information Age」, 「Occasional

Paper」49, Cardiff University School of Social Sciences, 2002;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월간
정보격차」2004년 3월호에서 재인용



으로써 정보격차 현상의 복잡성을 규명하고 있는데 비해 콜비(D. Colby)는‘최종 사용자들’이 점

점 더 네트워크 상에‘ 어 넣을’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격차 논의에‘언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덧붙일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사회의 전면

화에도 불구하고‘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power to produce speech)은 점점 더 물리적 네트

워크의 소유자이기도 한 대규모 콘텐츠 생산자들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물

리적 연결성 확보는‘정보 부자’와‘정보 빈자’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 말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힘, ‘의미화 능력’(power of signification), ‘실제의 사회적 구성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능력’없이는 어떤 최종 사용자도 말의 단순 소비자라는 한계를 넘

어서기 어렵다. 이에 대한 콜비의 해법은 명료하다.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단들을 분배하고자

노력하는 탈현대적‘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다.8)

정보격차의 유형 및 미래 전개 양상에 대한 최근의 다기한 논의를 종합하면, 정보격차의 단계

와 유형은 크게 정보접근, 정보활용, 정보수용, 정보생산의 차원으로 집약될 수 있다.9) 이 때 정보

접근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정보활용은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

를 획득·가공·처리할 수 있는 기술 사회적 조건, 정보수용은 정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

는 지적, 정서적 생활상, 마지막으로 정보생산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그리

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이 깊다.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의 일부는‘생활기회’

(life-chance)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보활용의 또다른 일부와 정보수용은‘생활양식’(life-

style)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생산은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의 토대가 되는 정보문화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조직 혹은 국가의 정보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예표가

될 수 있다(<그림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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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정보격차의주요유형및유형별목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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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친화적인 조직구조 창출

8) Dean Colby, 「Conceptualizing the Digital Divide : Closing the Cap’by Creating a Postmodern Network that Distributes the
Productive Power of Speech」, 「6COMM.L.&POL'Y」123, 2001)

9) 김문조·김종길,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제36집 4호, pp.123~155, 2002; 김종길, 「정보격차 추이와
전망」, 「2003 미래전략포럼」, IT전략연구원, 2003, pp.294~306) 



먼저, 정보격차가 가장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계기는 PC, 인터넷 도구, 모뎀, 전화선 등에 누구

나 쉽게 그리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정보접근의 역이다. 디지털 형태로 정보를

수집·처리·가공·유통하는 정보제공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보를 유료화하여 제

공하고자 하며, 수용자도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컴퓨터 단말기와 모뎀을 구입하고 통신비를 지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화가 제공하는 혜

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정보격차가 가시화되는 두 번째 지점은 활용 부문이다. 정보화의 혜택은 정보를 얻기 위해 비

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요컨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수혜자는 정보기기와

정보 활용 교육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 활용능력에 있어 비교 우

위를 갖게 된다. 제1유형이 지배하는 시기의 정보 부자를‘능숙한 조작자’라고 한다면, 제2유형이

지배하는 단계의 정보 부자는‘앎의 정도’뿐만 아니라‘앎의 넓이’에도 유념하는‘능란한 사용

자’(versatile user)의 모습을 띨 것이다. 

셋째,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의 관건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첨단 정보

기기와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삶의 이기로서 지

혜롭게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컨대, 똑같은 정보기술도 그 수용 방식에 따라‘정보적’

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철저히‘비 정보적’으로 방기될 수 있다(박승관, 2000). 수용격차

의 경우에는 정보의 보편적 소유나 활용이 아니라 주체적 향유가 가장 문제시된다. 여기서는 단순

한‘앎의 양’이나‘앎의 폭’을 넘어‘앎의 깊이’가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화자본의 향

력이 지대하다. 

넷째, 신문이나 방송처럼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는 일방향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쌍방향 미디어로 간주된다. 그런 만큼 지식정

보사회에서는 쌍방향 미디어의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내는 국가, 조직,

개인만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이버공간에는 상업정보가 공공정보를 압

도한다. 사이버공간의 냉혹한 시장 논리가 공유 정신에 입각한 풀뿌리 정보의 생산이나 공공정보

의 생산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상업정보의 질도 낮은 수준에 있으며, 개인정보

나 조직정보의 생산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10) 이에 따라 콘텐츠의 소비 차이뿐만 아니라 양질

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개인간, 조직간, 국가간 능력의 차이가 정보격차의 주요 차원으로 새

로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보격차의 유형 분화와 더불어 정보격차를 둘러싼 핵심 쟁점도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

의를 종합하면, 정보격차는 원초적으로 정보기기의 이용 및 접근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정보격차의 주요 쟁점이 누가 정보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누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

는지, 정보 자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옳게’혹은‘그르게’) 하는 문제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정보격차의 핵심 이슈가 보편적 접근의 차원에서 폭넓은 활용을 거쳐

주체적 향유와 생산의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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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 민(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184~185



3. 정보격차의단계와「격차 도」변화

접근기회의 격차인 제1유형이 지배적인 정보격차 단계에서는 단기적 물량 투입만으로도 격차

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격차 도’

(gap density)를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격차가 제2, 제3유형으로 진화되면 정

보격차의 절대 양이 감소하는 것에 비례하여 격차 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곧 동

일한 양의 정보격차라도 그 간극을 좁히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주체적 향

유가 문제시되는 수용격차나 생

산격차의 해소는 단순한 물량 확

대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소양교육·사회교

육·문화교육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까닭이다. 요컨대, 정보

화의 진전에 따라 양적 수준의 격

차는 경감되는 반면에 질적 차원

의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보격차 문제

나 그에 대한 담론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새로운 차원에서 확

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4. 정책적함의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의 전략도

IT의‘소유와 접근’에서‘정보화 능력’으로, ‘정보화 능력’에서‘정보 활용’으로, ‘단순 정보 활

용’에서‘생산적 정보 활용’으로, ‘생산적 정보 활용’에서‘정보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격차 개념 또한 기존의 IT 접근 중심의 불평등 현상을 강조했던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분법적 개념보다는 모든 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디지털 인클루젼

(Digital Inclusion)이나 IT의 생산적 활용과 정보 생산을 강조하는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라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 대상도 기존의 장

애인, 저소득층, 노령자, 농어촌 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생산적이고 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까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정보복지사

회’(information-based welfare society)의 구현이다. 그런데 정보화 전면화 시대에 개개인의 잠재

력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됨과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복리가 최대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

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 생활 친화적 정보활용, 주체적 정보 향유, 풍부한 정보생산이 담

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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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정보격차의유형및격차 도

제1유형
(기회격차)

제2유형
(활용격차)

제3유형
(수용격차)

제4유형
(생산격차)

격차 도

격차유형



제3절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정보격차전망

1. 개요

정보혁명이 가져다준 충격과 변화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인류에게 정보통신기술

은 또 다른 IT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사람과 컴퓨터, 그리고 사물이 하나가 되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물

체 안에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을 포함시켜 사물과 공간, 인간,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언제, 어

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정보교환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렇듯

유비쿼터스 혁명은 인류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다 풍요롭고, 보다 행복한 세상을 약속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메시지와 함께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의 세계가 그

저 유토피아적이기만 한 것일까?

유비쿼터스 혁명으로 인하여 저절로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 시대에 인터넷으

로 대표되는 정보혁명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유비쿼터스 시대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

서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지만 생활과 정신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다른 미지의 세계

로서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제기될 것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들은 유비

쿼터스화에 따른 유비쿼터스 정보격차 현상에 의해 새로운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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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유비쿼터스혁명과새로운정보화 역의탐색구도

정보혁명 이전

물리공간 시대 전자공간 시대 초공간/제3공간 시대

정보혁명 유비쿼터스 혁명

현실세계의
모든 상황

문자
음성
그림
동작

미디어
혁명

정보화 불가 정보화 가능

(전자-물리공간
상호작용)

장소/사물의 지능화
(센서, 칩, 태그)

시간/공간 변화에 따른
상황인식의 정보화

새로운
정보화

역

인
터
넷
혁
명

환경장
소

사
람

사
물

비 정보화 역
(사람이 직접 수행)

(고정성 정보)
(편집된 정보) 기존의

정보화 역

문헌, 문서, 
라디오, 화, 
신문, TV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인터넷
(DB, 웹, 포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서비스

유
비
쿼
터
스

시
스
템

※자료 : <유비쿼터스 IT 혁명과 제 3공간>, 하원규, 2003



2. 유비쿼터스공간격차

인류 역사는 공간혁명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간혁명의 각 발전단계에는 항상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했다. 농업혁명은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에게 보금자리로서의 정주 공간이라는 개

념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주공간으로 인해 농장을 소유한 지주와 그렇지 못한 소작농을 발생시켰

으며, 지주는 소작농을 소외시켰다. 

이어서 도시혁명은 생산기지로서의 농촌과 차별화하여 유통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을 창출하 다. 산업혁명은 물리적 거리와 공간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하원규 외, 2002). 산업혁명의 충격은 도시공간이 농촌을 소외시켰으며, 또한 도시공간 내에서도

공장을 소유했던 자본가가 노동자를 소외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간혁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혁명이다. 수천 년에 걸쳐서 축소

에 축소를 거듭하던 물리공간(physical space)은 급기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터넷과 같은 보이

지도 않는 전자공간(cyber space)을 탄생시키기에 이르 다. 정보혁명은 도시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거리와 시간까지 소멸된 컴퓨터 공간 속에 도시보다 더 큰 공간과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었다(하원규 외, 2002). 

유비쿼터스 혁명은 죽은 물리공간을 부활시키기 위한 공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통합을 위해 물리공간에 컴퓨터를 삽입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혁명은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 사람, 컴퓨터,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기능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살아 있는 공간(living space)으로 가는 마지막 공간혁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산

업사회에서 소유권이 강조되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접속권이 중시되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거주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부각될 것이다(김동환, 2003). 

따라서 유비쿼터스 혁명에 의해 창조되는 제3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한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정보가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제3공간에서 정보

격차(digital divide)는 곧 바로 공간격차(space divide)로 연결될 것이다(하원규 외, 2002). 공간격

차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초래될 가장 심각한 정보격차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제3공간 이외의

공간 공동화, 공간 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초래 등 사회적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상당히 높다.

정보사회의 정보격차가 개인 또는 계층차원 중심의 문제 다면, 유비쿼터스 사회의 공간격차

는 지역 또는 국가차원 중심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개인 또는 계층차원의 정보격차에 비

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유비쿼터스 혁명

으로 초래될 공간혁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격차는 한쪽

에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혜택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사회경제적 배제라

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도농격차가 농촌을 공동화시켰듯이, 유

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지능적이며 생산적인 공간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3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간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고급스러운 공간 서

비스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제3공간으로 몰려들 것이며, 제3공간 이외의 공간들은 공동화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전 국토의 제3공간 균형개발을 통해 공간격차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유비쿼터스 혜택의 수혜 평등을 통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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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공간내정보격차

유비쿼터스 혁명에 의해 창조되는 제3공간 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정보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

되는 것은 아니며, 유비쿼터스 혜택이‘일부’특권층에 의해 독점될 수도 있다. 제3공간에 거주한

다는 것은 단지 유비쿼터스 환경내에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공간 내 거주자 모두에

게 유비쿼터스 혜택이 평등하게 공유되는 이상적 공간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사회적 노

력이 필요하다. 

산업혁명은 도·농간의 경제격차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내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심각

한 경제격차를 초래했다. 또한 정보혁명도 인터넷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

평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개인 또는 사회계층 사이의 심각한 정보격차 문제를 초래했다.

유비쿼터스 혁명은 물리공간에 컴퓨터를 내재시킴으로써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통합을 통해

물리공간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에서 발생한 정보격차 문제가 동

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공간격차가 유비쿼터스 혁명에 의해 창조되는 제3공간

의 거주여부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격차 문제라면, 제3공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

보격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함으로써 인간생활 세계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유비쿼터스 혁명은 그 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 유비쿼터스의 혜택은 경제

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수의 공간 특권층만이 이 충격에 적응해 그 혜택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사회의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록 그 만큼 많은 경제적 지출이 불

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공간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비쿼터스 서비스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

약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초기 서비스 및 기기들은 고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지출이 요구될 것이다. 이것은 정보사회 초기 진입자가 지출해야만 했던

경제적 지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혜택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는 정보사

회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유비쿼터스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유비쿼터스 취약계층의 절대적 숫자가 정보취약계층보다 더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응한 특권층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혜택에 의해 다시 더 높은 사회

경제적 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러한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은 결국 정보사회보다 유비쿼터스 혜택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유비쿼터스 정보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수 특권층만이 유비쿼터스 혜

택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제3공간의 불균형 구조로 인한 유비쿼터스 사회 성장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공간 내 거주자 모두에게 유비쿼터스 혜택이 평

등하게 공유되는 이상적 공간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공간서비스 등 방대한 사회적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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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계층간정보격차

전통적인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정보사회와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남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들 취약계층

은 기존 정보사회에서의 소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유비쿼터스 소외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 빈자이자 사회경제적 빈자인 동시에 정보취약계층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유비쿼터스 취약계층으로 계승·전이된다면 사회 부적응을 넘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삶 자체를

위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유

비쿼터스 혜택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더 강한 선순환 구조뿐만 아니라 악순환 구조가 예상되기 때

문이다. 

장애인, 노인 등은 정보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저소득이라

는 이중적 격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컴퓨터가 수단인 정보사회보다는 컴퓨터가 환경이 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정보통신기기 접근성(accessibility)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근본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

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 자체로부터 근본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 및 생활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

인과 노인 등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출이 정보사회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와는 비교

도 되지 못할 정도의 유비쿼터스 기기를 갖춰야 하고,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지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이 전통적으로 저소득계층이라는 점

에서 이들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삶을 위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장애인, 노인 등이 정보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점도 큰 한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정보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유비쿼터스 사회의 불평등 구조로 그대로 계승될

가능성이 높아 취약계층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부적응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정보사회보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제3공간 내에 거주하지 못함으로써

공간격차로까지 정보격차 문제가 전이된다면 이중삼중의 악순환으로 인해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

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배제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삶 자체를 위하지 못하는 극단

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과 사물, 컴퓨터가 하나로 통합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유비쿼터스 기기와 서비스가 공공재화

및 보편적 서비스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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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기업간정보격차

유비쿼터스 혁명은 기업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며, 동시에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시장은 앞으로 20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시장을 창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혁명에 의해 변화되는 기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시장 퇴출이라는 극단적 처

방이 내려질 것이다.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전면적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변화의 주도세력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보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전통기업들은 유비쿼터스 혁명이

라는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유비쿼터스 환경의 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

기 때문에, 기업간 정보화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유비쿼터스 격차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유비

쿼터스 경제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보다도 시장 선점의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지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하원규 외, 2002). 결국 높은 정보화 수

준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정보격차는 정보사회보다

더 급격히 벌어질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어디서부터 전자공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물리공간인지를 구분하

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즉, 더 이상 물질과 정보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은 정보를 향하고 있으며, 정

보는 물질에 식재(息災)된다. 마치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유비쿼터스 혁명

은 물질과 정보가 혼연 일체되어‘살아 숨 쉬는 공간’을 창출해낼 것이다(하원규 외, 2002). 따라

서 모든 기업들은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에 걸쳐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모든 기업은 제3공간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제3공간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제3공간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는 여러 요인들이 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에 잘 적응된 기업이라야

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혁명이 고도화되는 정보혁명의 연장선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보혁명에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의 여부, 즉 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제3공간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간혁명의 혜택에는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간 유비쿼터스 정보격

차 문제는 다른 정보격차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향

을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 따라서 국내기업 전반이 유비쿼터스 기업환경에 대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실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간 고른 수준

의 유비쿼터스 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 유비쿼터스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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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격차해소를위한부처별노력

1.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 ~ 2005) 수립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2001)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를 범 부처별로 종합

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하 다. 이는 전 국민이 정보

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

장 잘 쓰는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완성,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 시설 설치,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화 심화교육 실시, 장애인·노인·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등의 4대 중점과제가 제시

되었다. 

정보통신부의 2004년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방향을 보면, 금년도는「정보격차해소종합

계획(2001~2005)」의 추진 일정상 4차년도에 해당되므로 동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

록,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중간 평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축

소·폐지하고, 추진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수혜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층별 수요를

반 한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기업이나 NGO 등 민간부분에서의 적극

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모하고,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제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데

주된 방향성을 잡고 있다. 

2. 부처별정보격차해소노력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을 토대로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각 부처별로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참여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추진된 각 부처의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1-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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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의 내용을 주요 부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는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5

만명을 대상으로 PC 및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 재원에 대한 확보의 애로와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본 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

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 다. 그간 추진되어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은 정보화 촉진기금 및 지방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나, 기

획예산처의 총괄편성 자율배분 방식의 예산 편성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화 촉진기금 일반계정의

폐지 등으로 기금 재원의 확보가 곤란해진 이유에서다. 

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보화 지원사업

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유인즉 현재 약 7만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본 사업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2004년 3월 기준 전체 저소득층 학생 수인 248,863명의 28% 수준에 불과 한 수치이다.(교육인적

자원부, 2004) 결국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고 예산이 전액 삭

감됨에 따라,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

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현 지원대상자인 7만명의 저소득층으로부터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

까지 수혜 대상을 약 1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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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표 1-2-1> 부처별주요정보격차해소사업추진내역

부 서 주요 정보격차 해소사업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보화직무연수실시
저소득층자녀컴퓨터리스료및인터넷통신비지원

외교통상부 개도국에대한연수생초청연수및봉사단파견

법무부 정보화교육장신설및자격증취득지원

국방부 원격교육시스템구축

행정자치부 지역주민및공무원교육강화

문화관광부 시각장애인용국가전자도서관홈페이지개발및전자국어사전개발

농림부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운 및원격 농상담시스템구축
농업인정보화교육강화및농가 PC 보급 추진

보건복지부 모자복지시설에대한 PC보급지원
장애인등의정보화교육강화및점자출력소프트웨어등시각장애인을위한기술개발추진

노동부 근로자및장애인의정보화훈련실시
장애인을위한고용정보시스템확대

여성부 여성 IT전문인력양성및여성단체 IT사업 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인정보화교육실시및어촌정보사랑방설치

기획예산처 공기업임직원정보화교육실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자상거래지원
중소기업 집지역정보화기반구축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의농어촌지역시설투자재원융자지원
우체국, 지자체읍·면사무소의무료인터넷이용시설확충및중고PC 보급사업확대
장애인, 노인, 여성 등정보소외계층에대한정보화교육강화
범국민인식제고운동추진등

※자료 :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재구성> 정보통신부, 2001~2004



나. 외교통상부

국가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

보격차 해소가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향력 있

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로서는 개도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개도국 정부 및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 정보화정책 및 법·제도 정비, IT 인력양성, 취약한 IT 인프라 구축, 현지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IT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에서는 IT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결정자, 기술인력, 일반국민 등을 대

상으로 한 IT 훈련센터 설치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국으로는 e-ASEAN 구축 및 아

시아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수행 노력을 고려하여 ASEAN 국가 등 아시아 지역을 중점 지원하

고 있으며, 기타 중남미, 시장경제체제 이행국, 아프리카 등에도 지역 특성과 국가별 여건에 맞는

IT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1991

년부터 IT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동 분야의 협력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연수생 초청, 컴

퓨터, 전자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도국 정부 전산망 구축 및 학교 전산원 지원 등의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연수생 1,762명 초청, 전문가 34명 파견, 봉사단 369

명 파견, 물자지원 23,351천불 지원, 프로젝트 43,708천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베

트남 다낭 IT 기술학교설립 사업(1,000만불)과 동아시아 IT 인턴쉽 연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IT 정책 관련자 및 기술자의 초청 연수, 개도국의 IT 훈련센터 구축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

서 IT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의 정부 및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과 인적자원의 개발에 일임

을 하고 있다. 

다.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보호소년, 재소자, 보호관찰대상자, 치료감호대상자 등에 대

한 정보접근 기회 부여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와 더불어 전 수용자의 정보화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취업연계 및 진학지도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장비 교체 및 첨단교육 시설 도입으로 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보호소년, 재소

자, 보호관찰대상자, 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1인 2자격증 이상 취득 추진, 전문교

육 및 전문자격취득 등으로 진학 및 취업과 연계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실현을 도모하

고, 보호소년 창업보육센터 설치·운 등을 통한 전문심화과정을 확대하고, 인터넷방송국 구축

을 통한 보호소년 사이버교육 및 콘텐츠 제작 등 방송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주민·장애인 정

보화교육 지원 등 사회봉사 활동으로 이들 계층의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법무부에서 추진되어온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상황은 <표 1-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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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어 왔다. 정보

화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농 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고 농·

어민, 자 업자, 전업주부, 노인 등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 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 다. 이를 위해 정보화에 대한 인프라시설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첫째 농어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미래형·선진국

형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둘째 인터넷 이용확산의 기반조성 차원을 넘어 소득창출 및 생산

성 제고 등 농어촌이 정보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장 증설 및 실생

활에 도움을 주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전

자정부를 조기에 실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3대 사업으로 분류되어 진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 이후 1차로 25개 정보화시범마을의 조성을 완료하고 2차

로 2003년 6월까지 78개 정보화마을을 추가 조성 사업을 완료 하 다. 참여정부 이후 2003년 7월

에는 3차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확정·시달하 으며, 도시형 4개, 읍면광역형 4개, 소규모형 28

개, 중규모형 41개로 77개 마을을 대상으로 3차 정보화마을을 확정하 다.1) 향후 정보화마을의 자

생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국가 주도적 추진에서 민간주도형 추진으로 점차적인 전환을 꾀

할 수 있도록 민관의 파트너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로, 연간 150만명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 지

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적은 233만명으로서 목표대비 155%를 달성하 다. 전국에 10인 이상 상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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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울창업보육원 신설 (웹디자인, 전자출판,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관리, PC정비)
2003년 서울창업보육원 내 상미디어학과 설치
2004년 서울창업보육원 내 인터넷방송국 설치

※자료 : <2004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교육과정 실 적 자격취득, 진학, 취업 비 고

초급과정 158,505
자격취득: 23,052
진학: 771
취업: 2,380

창업보육: 
62명

중급과정 22,574

고급과정 13,493

계 194,572

교육강사 양성

구 분 계 자체강사 외부강사 (교수, 학원강사 등) 비 고

교육강사 557 316 241 교정 인근시설 49개 대학과협조
(교수 70명 강의지원)

인프라구축

구 분 기관 수 교육장 수
PC보급

계 팬티엄 이하 팬티엄 이상

보호소년및재소자정보화교육 66 250 7,301 1,205 6,096

교육과정 및 실적

1) 또한, 그해 3월에는 시도자체적으로 11개 마을(소규모형 6개, 중규모형 5개)을 추가로 지정하 다. 



육장 1,397개소를 이미 확보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중에 있으며,  교육용 PC 또한 총 38,770

대를 확보하는 등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 2,521명의 내·

외부 교육 강사를 확보하여 지역민의 교육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로, 공무원들의 정보화 증진을 위해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4월에 공무

원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교육청을 통해 해당학교로 시달하 으며, 그해 11월에는

공무원의 인터넷활용 활성화방안을 각 기관에 통보하 고, 2002년에는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 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의 연도별 추진 실적은 <표 1-2-3>과 같다. 

마.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돋보기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의 원문 및 목차정보를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또한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웹사이트를 개설

하여 기 구축되어 있는 국가자료종합 목록DB 및 국가자료목차 DB를 음성이나 점자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목록정보와 목차 DB를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간 문화관광부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용 보조기

구를 비치·운 하고 공공도서관내 편의시설을 설치(충주시립도서관 등 2개관)하는 등 디지털자

료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이용 방법

안내 서비스를 개설하 으며, 점자음성정보기기, 독서확대기 오디오북 리더 등 공공도서관의 디

지털자료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뿐만아니라, 약 250만건의 목록과 97만책의 목

차정보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및 목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1,500만건의 공공도

서관 소장 자료, 680만건의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종합 목록서비스, 기타 1,430책, 521,121면의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를 음성 및 점자 서비스로 전화하 으며, 약 900책 30만 6000명의 시각

장애인용 원문정보 DB를 구축하 다. 

바. 농림부

농림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농업인들의 보편적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외지역에 디지털 사랑방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컴퓨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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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교육인적자원부의공무원정보화교육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별 목 표 실 적 비 율

2001년 500,000 455,415 91.1%

2002년 308,476 415,620 134.7%

2003년 222,217 434,351 195.5%

합계 1,030,693 1,305,386 126.7%

※자료 : <2004 정보격차 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하여 실제 농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토록 하여 정보화능력을 지닌 인력을 육성코자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 선진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자상

거래용 홈페이지 구축 확산과 통합쇼핑몰 확충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품목

별 종합정보 등 지식정보와 농촌복지·생활정보 등 인터넷을 통한 농업정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

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농림부에서는 그간, 정보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촌지역에서도 초고속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다. 중고 PC의 성능을 향상시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약

4천5백대의 PC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2003년도에는 농가의 PC 보급률을 33.6%로 향상시켰다.

한편, 이러한 농촌 PC 보내기 사업은 2005년부터 농협,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자율사업으로 전환

할 계획이다. 

또한, 5개 마을에 무료 정보이용시설인 디지털 사랑방을 설치 지원하 으며,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과 농업인간 직접 화상대화를 통한 농기술상담 시스템을 설치(60개소)하 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정보·기술정보·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전문 포털사이트 농림수산정보

망(www.affis.net)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의 이

용률도 증가 추세여서, 농림수산정보망을 중심으로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콘텐츠 제공에 중점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의 효과가 농정보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활용’측면을 위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 다(2003년 7만명). 

사. 정보통신부

정보격차 해소 추진 주관 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개정

(2001.1월, 2002.12월)하고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하 다. 

또한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접근환경 조성, 정보활용촉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법

제도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추진

현황은 <표 1-2-4>와 같다.

지금까지 농어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이용시설 설치, 중고 PC 보급, 정보화교육 등 다

양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아직 정보취약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이 정보선도집단에 비해 크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1000만명 정보화교육 및 2단계 정보화교육’(2천만명)을 통해 전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 으나,2) 범용SW 위주의 교육 운 으로 생업과 실생활에서의 활용,

개인 생산성 향상, 국민 삶의 질 제고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간 정

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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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12월 현재 국민 인터넷 이용률이 68.2%로 나타남. 



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정보접근 기회제공 및 정

보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노인생활의 복지를 증진하고, 급격한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소외감을 해

소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자아를 고취시키는 것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주요 정책방향

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관 등 각종 노인관련 교육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마다 노인을 대상

으로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노인 정보화교육을 추진 실적은

<표 1-2-5>와 같다. 

이러한 노인 정보화교육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의 지적·기능적 소외감에서 참여감과 소속감 성

취 및 자아실현을 통한 노후생활 만족감 향상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교육으로 편의성, 다양성,

연계성, 효과성을 증대시켰다는 평가가 이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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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주요정보격차해소사업추진현황

구분 사업내용 2003년 실적 2004년 계획

정보접근
환경조성

농어촌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지원 100가구 이상거주(323만 가구) 50가구 이상거주(330만가구)

정보이용시설설치지원 120개소
30개소
※정보화교육, 청소년공부방, 취업상담실등
기능의확대

중고PC 보급 18,601대 보급 20,000대 보급

정보활용촉진

장애인정보화교육 22,159명 교육 35,500명 교육

노인정보화교육 54,029명 교육 40,000명 교육

지역주민정보화교육 우체국정보교육센터등을통해 79,086명 교육 우체국정보교육센터등을통해
69,000명 교육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구성·운 2,153명의 강사지원단구성 273개 교육기관지원 2,000여명의강사지원단구성

250여개 교육기관지원

장애인·노인을위한
콘텐츠개발·보급지원 신규콘텐츠 30종 개발·보급 기존콘텐츠 16종 보완

신규콘텐츠 10종 개발·보급

정보이용·접근
편의성제고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
제정및이행상황점검 웹접근성제고를위한세부준수지침개발 홈페이지웹접근성제고를위한

실무가이드라인개발및홈페이지평가실시

국제협력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 4개 개도국에 IT자문단파견

IT정책·기술자문단파견및기술이전
(2개 개도국)

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42개 개도국에 345명 파견 32개 개도국에 300명 파견

세계은행정보격차해소
사업공동추진 개도국 IT정책분야인사 149명 정보화교육 개도국 IT정책분야인사 180명 정보화교육, 

개도국인사대상원격프로그램개발·운

해외 IT인력 초청연수 345명 연수 320명 연수추진

<표 1-2-5> 2003년보건복지부노인정보화교육사업목표및실적 (단위 : 명)

사업명 2003년도

노인정보화교육
목표 실적

35,400 321,685

※자료 : <2004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자료 : <2004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자. 노동부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기초훈련으로 다양한 정보습득기회제공을 통한 산업사회의 적응

력 향상에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장애인의 구인·구직 및 직업

재활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인터넷센터’

를 운 하여 정보이용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교육의 저변확대 유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사이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근접서비스 제공

등을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노동부에서 추진해 온 그간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근로자,

자 업자 등 267,000명(목표대비 84.0%)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실업자 29,649명, 근로자

237,681명)하 으며, 2003년 12월부터 공단 20개소, 156개 직업재활 수행기관 등 176개 기관에서

웹 환경의 장애인 고용정보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컴퓨터 기초, OA과정, 인터넷검색, 스터디그

룹 등을 교육과목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인터넷 센터는 2001년 3월에 2개소, 이듬해 2002년에 5개

소 등 총 7개소를 운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IT 전문자격, 사무자동, 인터넷 국가자격, 외국어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2년 5월부터 장애인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한

편, 전국 기능대학 및 전문학교에서는 장애인의 효율적인 사회 재활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및 훈

련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보화추진 환경의 저변을 확산해 가면서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기업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추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집지역 및 업종별 조합

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로 발굴하여 정보화 확산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27제1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별 노력

제
1
편

<표 1-2-6>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단위 : 개, 명, %)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명 기관수 교육인원

합계 93 3,546

서울정수기능대학등 87 2,443

일산직업전문학교등 6 1,103

교육실적

※자료 : <2004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구 분
합 계 공공·민간직훈 등 공단산하직업학교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합계 7,995 9,782 122.4 5,715 6,574 115.0 2,280 3,208 140.7

2001년 2,105 2,941 139.7 1,325 1,868 141.0 780 1,073 137.6

2002년 2,925 3,295 112.6 2,145 2,263 105.5 780 1,032 132.3

2003년 2,965 3,546 119.6 2,245 2,443 108.8 720 1,103 153.2



2003년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교육의 80% 이상을 지방에서 실시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 으며, 중소기업 집지역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

집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사내 LAN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 다. 

카. 여성부

여성부에서는 APEC 지역내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와 IT 교육훈련을 통한 APEC 지역 여성의 경

제활동을 촉진시켜 국제사회에서 여성이 IT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여성부에서는 여성 IT 전문인력 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

육 등의 여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여성디지털 콘텐츠 공모대전을 통해 여성의 정보문화

의식 고양을 꾀하 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APEC 회원국의 여성 IT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

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여성의 국제적 도약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촌 정보화를 선도할 정보화 어업인 25,000명의 육성과 찾아가는 어업인 평생

교육기반 구축을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정보화 교육은 산하 지방청 및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로 어업

인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실적은 <표 1-2-8>과 같다. 

또한, 원격교육이 가능한 어업인 신지식공유시스템 31개소를 구축하 으며, 서울, 인천, 제주,

울릉 등 전국 31개 연안해역을 단일 원격망으로 통합하여 실시간 원격교육 및 상담, 토론, 회의를

가능케 하 으며, 특히 울릉, 제주의 도서주민에게는 원격화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사 등에

따르는 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93개소의 어촌정보사랑방 개설·운 을 통해 어업인 정보이용 능력 향상과 정보

활용 및 운 능력을 극대화하 다. 또한 조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에게는 원격교육 및 상

담과 수산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어업인신지식공유시스템

(www.badaro21.net)을 확충하 다. 또한 어촌홈페이지 40개소를 구축하여 어촌계 12개, 주요특

산품, 관광안내, 주요 수산물 먹거리 장터, 수산물 상품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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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2003년APEC 회원국여성 IT 교육훈련과정개발현황

구분 세부내역

4개 테마 IT 기초전문교육, IT 응용실습교육, 여성관리자기능강화, 문화체험교육

9개 모듈 정보화동향및여성의역할,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전략계획, IT 현장 & 문화체험, 정보보호, e-Business, 
신기술 동향, 전자상거래이론및실습, 종합 워크숍

※자료 : <2004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3. 2005년도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의주요내용

2001년에 수립된「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과 2004년에 새롭게 마련된「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

획(2004~2008)」을 근간으로「2005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 13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부처별 주요 추진 계획을 정리해 보면 <표 1-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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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교육과정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집합
및현장
교육

어업인
기초교육 492 1,048 9,633 6,910 3,611 18,083
경 교육 - - 1,496 3,350 2,562 7,408

어촌지도사 교관교육 - - 181 - - 181
계 492 1,048 11,310 10,260 6,173 29,283

어업인·공무원
기술교육 - - 1,258 2,564 2,919 6,741
정보교육 - - 584 720 615 1,919

어업인·공무원 원격행정서비스 - - - 1,652 3,366 5,018
계 - - 1,842 4,936 6,900 13,678

합 계 492 1,048 13,152 15,196 13,073 42,961

※자료 : <2004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3

<표 1-2-9> 2005년도부처별정보격차해소주요추진계획 단위 : 명)

부처명 사업내용 소요예산(억원)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우수학생대상통신비지원(6만대)
저소득층자녀 3만명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신규지원 617

외교통상부 개도국정보격차해소지원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물자지원, 프로젝트등) 미정

법무부 재소자·보호소년정보화교육 (4만2천명) 33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조성 (60개 지역)
지역주민및공무원정보화교육 414

문화관광부 시각장애인용원문정보DB 구축 6

농림부
농업·농촌정보화및농산물전자상거래지원
농업인정보화교육 (39천명), 디지털사랑방 (20개소)
출하지원시스템및 농상담시스템확대운

77

정보통신부

농어촌지역초고속망구축
정보이용및접근편의성제고
정보이용시설설치지원 (16개소)
PC, 장애인보조기기및특수 SW 등 지원
장애인·노인을위한콘텐츠개발·보급
소외계층정보화교육 (16만명)
정보격차해소국제협력

823

보건복지부 노인정보화교육 (35,400명) 7

노동부 근로자 (25만명) 및 장애인정보화교육 (2.1만명)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인터넷센터등운 763

여성부 APEC 회원국여성 IT교육훈련 2

해양수산부 어업인정보화교육 (1만명), 정보사랑방 (100개소)
수산정보모바일서비스시스템구축 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재직자정보화교육 (6,900명)
조합의 e-Union화 사업 (50개 조합) 298

총계 3,047

※자료 : <2005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4



제2절정보격차해소추진성과및지표변화

1. 정보격차해소추진성과

2001년부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주요 각 부처에서 추진되어온 범 정부 차원의 정보격차 해

소 정책 추진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국민 인터넷 이

용률을 달성하는 등 주요 지표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에서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농어촌 지역의

93%(347만 가구)에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 으며, 2002년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무료 인터넷이용시설을 구축·운 하게 되어(8,263개소),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게

정보환경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 소득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는 중고 PC와 (41,000대) 정보화 보조기기(6,000대)등을 보급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구적인 지원을 강화하 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콘텐츠(30종)를 개발 보급하 다. 

또한「1,000만명 정보화교육 및 2단계 정보화교육」을 통해 약 2천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2004년 6월 현재 68.2%까지 끌어올리

게 됨으로써 전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0년부

터 2003년까지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실적은 139만명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PC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 격차

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경우 타 계층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

으로 드러났으며, 대도시와 군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도 여전히 상존하여 도농간의 정보격차

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

록 향후 국민 정보화 교육사업의 질적 제고와 다양한 연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 제2장 정보격차 해소 추진 성과

<표 1-2-10> 취약계층컴퓨터보급률및인터넷이용률격차

2000년 2004년
저소득및고소득가구간컴퓨터보급률격차 27.4%p 65.5%p

연령별인터넷이용률격차 68.4%p 79.3%p

※자료 : <2000, 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격차지표변화

가. 인터넷이용률격차변화

2,000만명 국민정보화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 집학 및 방문 정보화 교육,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상교육시스템을 통한 어업인 정보화교육, 중소기업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재직자 정보화교육 및 중소기업 집지역 및 제조업 조합 대상 정

보화 지원 등 범정부차원에서의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에 힘입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4년

6월 현재 68.2%를 기록하게 되었다. 

<표 1-2-11>에서도 나타나듯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 볼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0년 44.7%→2001년 56.6%→2002년 59.4%

→2003년 65.5%→2004년 68.2%). 

그러나 각 계층내에서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의

격차는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보다 2004년도에 인터넷 이용률 격

차가 줄어든 것은 직업별 격차 뿐이며, 성·연령·학력·소득·지역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심

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에 힘입어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선도계층의 인터

넷 이용률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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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1> 계층별인터넷이용률격차추이

구 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체국민인터넷이용률 (%) 44.7 56.6 59.4 65.5 68.2

계층별인터넷
이용률격차

(%p)

성별 12.3 12.8 11.6 12.5 12.4

연령별 68.4 80.3 82.1 81.8 79.3

학력별 64.7 76.7 74.9 81.6 82.5

소득별 - 47.6 50.5 48.2 52.7

직업별 57.7 58.0 49.7 57.4 55.0

지역규모별 14.2 16.6 16.5 22.9 25.2

※격차는 각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 차이임
- 성별(남 vs 여), 연령별(10대·20대 vs 50대 이상), 학력별(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지역별(대도시 vs 군단위)
소득별(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vs 100만원 미만), 직업별(사무직 vs 생산관련직)

※자료 : <2000∼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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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2> 계층별인터넷이용률격차해소추이 (세부현황)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인터넷
이용율
격차추이
(%p)

전체
이용률 56.6% 59.4% 65.5% 68.2%

이용자수 2,438만명 2,627만명 2,922만명 3,067만명

계층별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성별
남성 63.0 - 65.2 - 71.7 - 74.4 - -

여성 50.2 12.8 53.6 11.6 59.2 12.5 62.0 12.4 0.4

연령별

6∼19세 93.3 - 91.4 - 94.8 - 95.5 - -

20대 84.6 8.7 89.8 1.6 94.5 0.3 95.0 0.5 8.2

30대 61.6 31.7 69.4 22.0 80.7 14.1 86.4 9.1 22.6

40대 35.6 57.7 39.3 52.1 51.6 43.2 58.3 37.2 20.5

50대 이상 8.7 84.6 9.3 82.1 13.0 81.8 16.2 79.3 5.3

학력별

대졸이상 81.0 - 80.0 - 89.1 - 92.3 - -

고졸 41.2 39.8 46.2 33.8 59.6 29.5 67.6 24.7 15.1

중졸 이하 4.3 76.7 5.1 74.9 7.5 81.6 9.8 82.5 5.8

소득별

400만원 이상 71.9 - 73.4 - 79.9 - 83.0 - -

300∼400만원 72.0 -0.1 72.5 0.9 78.9 1.0 78.4 4.6 4.7

200∼300만원 66.1 5.8 67.2 6.2 74.9 5.0 77.9 5.1 0.7

100∼200만원 54.2 17.7 58.0 15.4 66.2 13.7 67.3 15.7 2.0

100만원 미만 24.3 47.6 22.9 50.5 31.7 48.2 30.3 52.7 5.1?

지역별

규
모
별

대도시 59.3 - 61.6 - 68.3 - 71.4 - -

중소도시 57.3 2.0 60.6 1.0 67.1 1.2 69.6 1.8 0.2

군단위 42.7 16.6 45.1 16.5 45.4 22.9 46.2 25.2 8.6

지
자
체
별

서울 63.4 - 66.0 - 69.1 - 72.3 - -

인천 61.2 2.2 61.6 4.4 69.9 -0.8 72.6 -0.3 2.5

경기 64.5 -1.1 66.9 -0.9 69.6 -0.5 73.4 -1.1 -

부산 52.0 11.4 55.3 10.7 64.0 5.1 68.0 4.3 7.1

경남 46.1 17.3 52.2 13.8 62.1 7.0 63.4 8.9 8.4

울산 63.9 -0.5 67.8 -1.8 74.6 -5.5 78.3 -6.0 5.5

대구 50.0 13.4 54.5 11.5 63.6 5.5 66.3 6.0 7.4

경북 48.8 14.6 51.8 14.2 60.0 9.1 57.5 14.8 0.2

광주 56.6 6.8 57.1 8.9 71.1 -2.0 75.6 -3.3 10.1

전북 51.8 11.6 54.0 12.0 59.5 9.6 63.1 9.2 2.4

전남 43.0 20.4 48.6 17.4 53.3 15.8 54.9 17.4 3.0

대전 61.8 1.6 59.1 6.9 71.8 -2.7 71.8 0.5 1.1

충북 48.6 14.8 53.6 12.4 61.5 7.6 64.9 7.4 7.4

충남 45.2 18.2 45.5 20.5 56.0 13.1 54.8 17.5 0.7

강원 51.0 12.4 52.6 13.4 55.7 13.4 60.3 12.0 0.4

제주 56.1 7.3 61.8 4.2 59.6 9.5 62.9 9.4 2.1

직업별

학생 95.0 - 95.5 - 97.0 - 96.6 - -

전문/관리 83.9 11.1 81.4 14.1 88.0 9.0 94.4 2.2 8.9

사무 83.3 11.7 79.7 15.8 92.0 5.0 91.4 5.2 6.5

서비스/판매 36.3 58.7 40.4 55.1 51.6 45.4 63.2 33.4 25.3

생산관련 25.3 69.7 30.0 65.5 34.6 62.4 36.4 60.2 9.5

주부 33.0 62.0 37.2 58.3 50.3 46.7 51.9 44.7 17.3

무직/기타 30.1 64.9 33.7 61.8 38.9 58.1 46.0 50.6 14.3

※격차는 각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남성, 10대, 대졸이상, 400만원이상, 대도시, 학생)과 타 집단간 차이를 의미함
※지자체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의 경우, 서울과 타 지역과의 이용률 차이를 의미함
※정보격차 해소추이는 2004년도 인터넷 이용률 격차와 2001년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간 차이를 의미함
※자료 : <2001∼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맞물려 인터넷 이용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보급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되어 지고 있는 각종 정보통신 기

기 보급사업 등으로 인해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은 2004년 6월 현재 77.1%를 기록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동안 군지역 거주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

급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나, 군지역 거주층과 대도시 거주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및

고소득과 저소득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역시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인터넷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거주층 및 고소득층 등과 같은 정보 선도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증가 속도가 취약계층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증가 속도보다 더욱 빠르기 때문에 선도계층

과 취약계층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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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4> 계층별가구컴퓨터보급률격차추이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체 76.9 78.6 77.9 77.1

지역규모
(%)

대도시 81.3 83.0 83.5 83.4

군단위 63.0 63.0 51.7 53.4

격차 (%p) 18.3 20.0 31.8 30.0

월평균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33.4 33.3 34.3

400만원 이상 - 95.4 97.6 99.8

격차 (%p) - 62.0 64.3 65.5

※자료 : <2001∼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 1-2-13> 선도및취약계층간인터넷이용률격차

※주 : 대도시는 광역시 이상 기준임
※자료 : <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6 / <200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11

구 분 장애유무 성 별 연 령 학 력 소 득 직 업 지 역

비교집단 전체국민 남성 7~19세 대졸이상 400만원 이상 사무직 대도시

이용률(%) 68.2 74.4 95.5 92.3 83.0 91.4 71.4

취약집단 장애인 여성 50대 이상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생산직 군지역

이용률(%) 27.6 62.0 16.2 9.8 30.3 36.4 46.2

격차(%p) 37.9 12.4 79.3 82.5 52.7 6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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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한국형정보격차해소비전

1. 「모든국민이함께하는디지털세상」구현

정부는 지난 2001년 9월「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당시‘디지털 복지사회’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초고속망 서

비스 제공,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국민 정보화교육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활용의 질적인 격차 해소로의 개념 확대와 취약계층의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요구사항 증대로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

6월 정보통신부는 대통령과 IT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u-Korea 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모

든 국민이 함께하는 디지털세상 구현’이라는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디지털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IT 839전략 중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주택·자동차·물류 등 국민생활과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이 공

동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004년 1,300가구에 홈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까지 1000만 가구에 여러 등급의 홈네트워크를 보급하고, 2004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텔레매틱

스 시범도시를 구축, 2007년까지 여러 가지의 서비스모델을 개발, 이용자 1000만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5년 동안 정보화가 미흡한 100만 중소기업의 경 정보화를 촉진하고, 경

효율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 동안에 정보화 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일반국민과 동등한 정보화 중심계층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총 3,400억원을 투입, 장노년층 285만명을 비롯해 총

50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2005년까지 약 14만가구에 유선 초고속망 보급을 완료하고

기타 산간·오지 지역 약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위성 인터넷망을 2007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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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소외계층정보화5개년계획

장애인등정보소외계층에취업관련교육등
정보화교육실시

일반국민과동등한정보화중심계층으로이동

2008년까지 500만명교육 (3,400억원소요)

소외계층의소득창출기반강화및사회참여확대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장애인

285

103 72 40 총500만명

100만중소기업정보화5개년계획

정보화가미흡한중소기업의경 정보화촉진
재무, 인사, 구매, 재고관리등경 효율화및
경쟁력제고

●빌려쓰는 IT 렌탈방식추진으로최소비용으로
최대성과지향

●대상중소기업수 : 16만개 (2003)→100만개확대 (2008)
●중소기업의업종규모별로적합한

맞춤형솔루션보급
●세제지원, 세무조사유예등

관계부처협의추진

2008년까지SW등 IT신규수요 1조5천억원추가창출

초고속망미보급지역완전해소

안방민원서비스, 수능방송시청등사회문화격차해소

<그림 1-3-1> 「함께하는디지털세상구현」의주요목표와전략

추진전략
추진전략

●유선초고속망구축가능지역
14가구보급완료 (2005)

●기타산간오지지역10만가구는
위성망활용보급 (2007)

※보편적서비스제도도입또는
정보격차해소차원에서추진

2007년까지초고속망이보급되지않은지역에
초고속망구축

(단위 :만명)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제2절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

1. 정보격차해소를위한중장기계획

2004년 9월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 해소위원회 의결을 통해「정보격차 해소 중장기계획

(2004~2008)」을 새롭게 마련하 다.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활용 기회

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 증진을 통해 소득창출, 삶의 질 향상 등 IT를 통한 기회

(Digital Opportunity)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5

년간 취약계층 인터넷 비사용자 중 인터넷 이용의사가 있는 50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은 정보문화 운동, 정보화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활용을 집중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장애인 가구 PC 보급률(57%, 2003년

말)을 2008년까지 전체 가구 수준(80%)으로 제고하고, 2007년까지 초고속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

은 농어촌지역(24만가구)에 초고속망(14만가구) 및 위성 인터넷망(10만가구)을 확충하고 저소득

층 집지역에 정보이용시설(IT PLAZA)을 구축하여 e-Learning, 취업정보실, 정보화교육 등에 활

용할 예정이다. 기초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장애인·저소득 청소년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도 IT전

문교육과 생계지원형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취약계층500만명정보화교육실시

2003년말 현재 19.7%인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오는 2008년까지 55%대로 끌어 올리기 위

해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취약계층 500만명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여 이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장

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정보화 교육기관에 기자

재, 전문강사 지원 및 노인의 생활요구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자립기반이 취약

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위주의 IT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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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층 및 차상위 계층 기준임
※농어민 규모는 농어업종사자층 기준임
※자료 :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2003 / <인구센서스> 통계청, 2000 / <농어업 통계> 농림부, 2002

<2003 장애인·저소득층·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 <2003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3

대상 계층 전체 인원 2003년 현황
(인터넷 이용률)

5년간(2004-2008)
교육 목표

2008년 목표
(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145만명 27.6% 46.4만명 59.6%
저소득층 308만명 31.7% 81.2만명 57.9%
장노년층 678만명 14.0% 247.3만명 50.5%
농어민 267만명 16.2% 125.1만명 63.0%

총계(평균) 1,398만명 19.7% 500만명 55.5%

<표 1-3-1> 취약계층정보화교육목표



3. 취약계층을위한정보통신기기보급

오는 2008년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구의 PC 보급률을 2003년 현재의 전체가구 PC 보급률

수준(78%) 이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소득수준이 낮아 PC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층 가구와 PC 수요가 많은 장애인 가구에 모두 47만대의 PC(중고)등 정보통신기기를 중점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불용 중고 PC를 수집하여 전국적으로 운 중인 중고PC 정비

센터(22개소)를 통해 정비한 후 보급할 계획이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등의 캠페인을 통해

민간의 PC기증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별로 정보 활용에 필요한 정보화 보조기기도 함께 보급(매년 5천대 규모)할 예정으로 있으며, 화

면확대표시기, 골도전화기, 한손자용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음성·언어치료 SW 등이 대

상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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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부처별정보화교육계획 (단위 : 천명)

교육대상 소관부처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장애인

정통부 36 50 70 90 110 356

노동부 21 21 22 22 22 108

소계 57 71 92 112 132 464

저소득층

정통부 35 60 80 110 130 415

노동부 35 35 35 35 35 175

법무부 42 42 45 46 47 222

소계 112 137 160 191 212 812

장노년층

정통부 51 80 100 130 160 521

행자부 200 300 350 400 450 1,700

복지부 36 36 50 60 70 252

소계 287 416 500 590 680 2,473

농어민

정통부 15 20 20 30 30 115

행자부 150 160 160 160 160 790

농림부 56 60 60 60 60 296

해수부 10 10 10 10 10 50

소계 231 250 250 260 260 1,251

계 687 874 1,002 1,153 1,284 5,000

<표 1-3-3> 취약계층PC보급계획

대상계층 가구수
2003년 PC보급 현황 2008년 PC보급 목표

(중고)PC 보급 목표
보급률 가구수 보급률 가구수

장애인 113만가구 58% 66만가구 80% 90만가구 24만대

저소득층 70만가구 47% 33만가구 80% 56만가구 23만대

총계(평균) 183만가구 54% 99만가구 80% 146만가구 47만대

※자료 :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 정보통신부, 2004

※자료 :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 정보통신부, 2004



4. 정보화취약지역에정보이용인프라확충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는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24만가구)에 초고속망 등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2003년말 현재 93% 수준인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을 2005년까지

97% 이상으로 확대(약 14만가구)하기 위해 초고속망 구축 대상 지역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속망 구축이 어려운 일부 도서·산간지역(전체 농어촌

의 3%, 약 10만가구)은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또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2007년까지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집지역 등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온라인학습, 지역주민 정보활용교육 등

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정보활용센터(IT 플라자)도 구축·운 할 예정이다. 2005년 중 16개

광역시도별로 1개소를 구축·운 한 후, 운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

다. 이러한 지역거점의 IT 플라자와 연계하여 e-Learning, e-Health, e-Work, e-Safety 등 지역기반

e-life 시범 프로젝트도 지자체 등과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 취약계층소득창출지원프로그램운

장애인·저소득청소년 대상의 IT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2008년까지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소득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소년 SW 교육 이수자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IT 분야 민간기업의 인턴사원 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문교육장, 대학 등과 연계 교육(광역지자체별 2~3개소)을 통해 자 업 종사

자, 재택근무자 등 e-Biz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e-Biz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

히 이들 교육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e-Biz 창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프트웨

어진흥원, 대학 등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및‘장애인 e-Biz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 지원할 예정이며, 정

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를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며, 공공

DB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DB 구축기간 중에 IT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후, 취

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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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 초고속인터넷이용가능가구확대목표

구 분
2003년 현황 2007년 목표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총가구(만가구) 1,533 1,186 347 1,533 1,186 347

이용가능가구(만가구) 1,509 1,186 323 1,533 1,186 347

비율(%) 98.4 100 93.1 100 100 100

※자료 :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 정보통신부, 2004



6. 장애인·노인의정보통신이용편의성제고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조기기(HW, SW) 개발업체의 기

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인과 음성전화가 불가능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통신중

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구축·운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5년도에

통신중계시스템을 개발하고, 2006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수요와 사업성과를 반 하여 단

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

인과 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에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개선작업을 지원하고, 접근성 준수를 위한 매뉴얼과 평가 SW를 제

작·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업(은행, 포털 등)에도 웹 접근성 평가를 추진하

여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림 1-3-2>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TRS) 기본서비스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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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생산적정보활용및정보기회증진을위한과제

1. 정보격차개념의확대와정책방향전환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이 약 80%에 달하고 만 7세 이상 전 국민의 68.2%가 인

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 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단계로 진입하

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전략도 컴퓨터와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IT에

대한 소유와 접근 차원에서 활용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격차

의 개념도 IT에 대한 소유 또는 접근 중심의 불평등 현상을 강조했던 기존의‘digital divide’라는

이분법적 개념보다는 모든 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를 강조하는‘digital Inclusion’이나 IT의 생

산적 활용 촉진을 통한 정보 잠재력의 발현을 강조하는‘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라는 개념

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정보접근격차 해소에서 정보활용격차 해소

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 대상 또한 기존의 장애

인, 저소득층, 노령자, 농어촌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까지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목표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정보접근의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생산적 정

보소비자와 비생산적 정보소비자 사이의 정보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정보화의 투자성과를 높

이고 개인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단이나 정책과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IT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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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정보격차해소의진화방향

격차의 유형

정책목표

정책수단

2003년도
현황

정책과제

·접근과비접근에따른격차

·자유로운접근보장
(Free Access to IT)

·접근시설구축
- 초고속통신망구축
- PC, 단말기보급
- 정보이용시설설치

·가구당 PC 보급율 78.6%
·기초지자체당접근센터구축율 99.7%

·도서산간지역초고속망확충
·기술, 콘텐츠보급
·취약계층 PC 보급
·요금감면

·이용자와비이용자간의격차

·정보이용능력제고
(Proficient in IT skills)

·이용 활성화
- 국민 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기반확충
(교재, 강사, 콘텐츠)

·인터넷이용인구 2,922만명

·취약계층교육확대
·IT 전문교육실시
·정보화교육기반강화

IT Accessibility
정보접근격차해소

IT Literacy
정보이용능력격차해소

IT Productivity
정보활용격차해소

·활용패턴에서의질적격차
(생산적활용 VS 소비적활용)

·정보활용생산성제고
(e-life with IT)

·건전하고생산적인정보화증진
- 합리적경제생활촉진
- 고용 및소득증대기회마련
- 정보화역기능예방

·소비적이용이생산적활용의 2배 이상
(청소년층은 8.1배)

·e-Biz, e-Work확충
·e-Learning, e-복지, 사회참여확대
·정보화역기능방지
·정보문화확립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 생산적정보활용및정보기회증진을위한정책과제

가. 디지털참여기회의확충

생산적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 국민들이 IT를 활용하여 정치, 행

정, 사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우리나라는 정치활동이나 선거 등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국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e-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

이버 정치참여 공간은 30대 이하의 젊은층과 화이트칼라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고령자층이

나 저학력자 등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전체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진정한 e-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취약계층들도 사이버 정치공간에 활발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고도화에 상응하여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게 온

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11월부터 인터넷민원서비스

(G4C)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전자민원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전자

정부 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의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포럼의 운 , 정책제안 및

조사 등 온라인 참여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투자 효과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특히 50대 이상의 장노년층과 주부, 농어민 등에 대한 서비스 활용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시민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사이버 커뮤니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

원봉사 종합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 , 환경·복지·의료·문화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장노년층의 인생 경험을 청소년 세대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실버 봉사단 또는 디지털 멘토사업 같

은 활동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단위 차원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IT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이 운 될 수 있도록 정보기회 촉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IT를활용한소득창출

일반국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IT를 활용한 e-비지니스를 통해 경제적인 부를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부, 자 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이 IT분야에

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IT 전문교육과 함께 창업 및 취업을 지

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IT 분야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SOHO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전문교육,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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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 청년 실업자, 고학력 주부 및 장애인,

40~50대 실업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SOHO 및 e-Biz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

다. 이를 위해 IT 분야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들이 요망된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는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IT 분야의 민간기업에 인

턴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IT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자 업자 등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

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지원,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풍부하고 정확한 고용관련 정보가 지역 단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 정보시스

템을 확충하고 장애인, 주부 등 출퇴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경제활동을 위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공평한정보접근기회의보장

현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및 도서 산간지역(약 24만가구)에 초

고속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서비스 음 지역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초고속망

구축 대상 지역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고속망 구축이 어려운 일

부 도서, 산간지역(약 10만가구)에는 위성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현재 이들 지역의 수용률이 50% 미만임을 감

안할 때 농어촌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초고속망 이용요금을 일정부분 인하해 주는 방안이 다각

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가구 PC 보급률이 50% 내외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PC 보급률(78%)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에 중저가의 PC 또는 중고PC를 지

속적으로 보급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 보

조기기나 SW의 보급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IT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

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라. 생산적정보활용능력의극대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장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약 20% 정

도 수준으로 일반국민 전체와 45%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약 1,400만명

규모)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식정보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취약계층 중 정보화교육 의지가 있는 사람(약 420만명 규모)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여 향후 5년 내에 이들 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5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습중심의

생활 착형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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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 발급, 전자금융 이용의 확대, 전자민원 이용 증진

등 생산적 정보활용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KADO)을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화교육 과정 및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정보화교육 강사인력이 부족한 곳

에 대한 전문 강사 인력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보급해 나가는 등‘언제, 어디서나, 누구

나’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평생정보화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마. 정보기회확대를위한디지털콘텐츠의확충

생산적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이다. 향후 디지털

콘텐츠의 수준이 지식정보사회 진전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적 정보활용 기반이 되는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에 지식정보

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2003년까지 과학기술, 교육학술 등의 분야에서 1억 9,500만여건의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정보DB 2단계 기본계획(2005~2009)의 수립 추진을 통해

공공분야의 DB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검색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일반 국민의 DB 이용

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2002년부터 장애인, 노인을 위한 콘텐츠 30종을 개발, 서비스 중인데 앞으로도 매

년 10종 이상의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모바일 콘텐츠도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콘텐츠 제공 사이트인 도움

나라(www.itall.or.kr)를 취약계층 관련 종합정보서비스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바. 건전한정보문화정착및법제도개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그 역기능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최근 5년간

500배 이상 증가1)했고, 청소년의 24%가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도 세계에

서 두 번째로 많고 자살 사이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가 증가하는 등 인터넷 오남용이 심각한 사

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범 사회적인 차원에서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캠

페인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스팸메일,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종합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역기능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서비스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기관의 확대, 전문상담사

의 양성,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전 국민 대상의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제도와 관행, 정보화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이 생산적 정보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관행적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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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범죄 건수는 1997년 121건에서 2002년 60,06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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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격차지수와정보격차

1. 지수개발배경및필요성

현재 정보격차 현상의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보급률·인터넷 이용률과 같은 단일

차원의 지표는 정보기술(IT)의 확산단계(도입기-도약기-포화기)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dynamic) 개념의 정보격차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1)

정보기술(IT) 확산 단계상 도입기에서 포화기로 넘어가면서 정보기기의 접근·이용여부와 연

관된 정보 접근격차와 더불어,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 활용격차가

나타난다. 컴퓨터·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IT 확산단계는

후기 도약기 및 포화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2)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 접근격차와 활용격차 모두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지수 산출과 시계열적 분석은 효과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해 필수적

이다. 따라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은 2003년에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과 특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정보격차 지수를 개발하 으며, 2004년 상

반기 동안 전체 국민 대상 전국 단위의 서베이를 통해서 정보격차 지수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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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정보격차설명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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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질에 따른 격차
(Divide stemm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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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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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자간

격차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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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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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확산의
S-곡선

※자료 :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재구성> Szilard Molnar, 2002

1)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등의 단일 차원의 지표는 본서의 앞장에 있는‘통계로 보는 정보격차’및 제1편의‘정보격차 해소 추진성과 및 지표
변화’를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정보격차 지수에 따른 보다 종합적인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2004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77.1%이며,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68.2%이다.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 지수개발방향및정책적활용성

전체 국민의 정보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하여, 생산

적 정보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수 개

발의 방향이 맞춰졌다.

향후 계층별 생산적 정보활용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

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규범적 당위성에 기반하여 활용지수의 산출체계를 개발하 다. 즉,

‘컴퓨터·인터넷을 잘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개념과 개인의 일상생활내 실제적

가치 창출·생산성 향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학업, 개인용무·가사, 사회

활동 용도에 비중을 두고 컴퓨터·인터넷의 활용수준을 측정하 다.

정보격차 지수가 가지는 정책적 활용성은 연간 단위의 정보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 산출을 통해, 전체 국민 및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과 특성의 변화추이

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수구성체계및측정개념

정보격차 지수는 부분별로 정보접근·역량·활용 지수로 구성된다. 접근지수(Personal Access

Index)는 컴퓨터·인터넷 이용 필요시 접근가능성, 컴퓨터 기종·인터넷 접속속도, 다양한 정보

통신기기 보유정도의 함수로, 역량지수(Personal Capacity Index)는 컴퓨터 사용능력과 인터넷 사

용능력의 함수로, 활용지수(Personal Utilization Index)는 컴퓨터·인터넷의 양적 및 질적 활용도

의 함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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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지수별측정개념

<그림2-1-2> 정보격차지수산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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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지수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 -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 PC 기종, 인터넷 접속속도, 필요시 접근여부 및 소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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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활용지수 컴퓨터·인터넷의 양적 사용 정도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시간 등

질적 활용지수 컴퓨터·인터넷 사용의 질로서 생산적 정보활용 수준
- 업무·학업·개인용무·가사·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에의 도움정도, 계층별 권장 컴퓨터·인터넷 용도의 이용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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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부문별정보격차현황

1. 접근부문정보격차현황

가. 정보접근지수(Personal Access Index : PAI) 

접근 부문의 정보격차는 계층간 접근지수의 차이로 정의하며, 전체 국민의 접근지수를 100으

로 할 때 각 계층의 접근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한다.

접근지수는‘컴퓨터·인터넷 이용 필요시 접근가능성’, ‘컴퓨터 기종 및 인터넷 접속속도’,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등의 측정 항목을 가중 계산하여 산출한다.

컴퓨터·인터넷 이용 필요시 접근 가능성은 개인이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가능시 이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가능 여부와 소요시간

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된다.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는 가구내 데스크탑 PC 보유여부, 가구내 인터넷 접속가능 여부,

집 이외 장소에서의 본인 전용 데스크탑 PC 보유여부, 본인 전용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접속가능 노

트북 보유여부, 본인 전용 PDA 보유여부로 측정되며, 보유정도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된다.

나. 취약계층의정보접근수준

전체 국민(컴퓨터 이용층+비이용층) 기준, 장애인,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농어민,

중졸 이하 저학력층, 50대 이상 장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평균적 정보 접근수준은 전체 국민의

약 58.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수준은 전체 국민의 46.9%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농

어민의 접근수준은 전체 국민의 50.6%로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다.

컴퓨터 이용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장애인,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농어민, 중

졸 이하 저학력층, 50대 이상 장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전체 컴퓨터 이용층과 거

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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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의접근지수 (PC 이용층+비이용층기준) (단위 :점)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72.4 46.9 50.6 58.7 65.1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접근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취약계층별 접근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반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사무직 종사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 20대 연령층 등

선도계층은 전체 국민의 정보접근 수준보다 약 17.5% 높은 수준이다.

2. 역량부문정보격차현황

가. 정보역량지수(Personal Capacity Index : PCI)

역량 부문의 정보격차는 계층간 역량지수의 차이로 정의하며, 전체 국민의 역량지수를 100으

로 할 때 각 계층의 역량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한다.

역량지수는‘컴퓨터 사용능력’및‘인터넷 사용능력’측정 항목을 가중 계산하여 산출한다. 컴

퓨터·인터넷 사용능력은 기본 및 활용단계별 세부 측정항목으로 구분되며, 세부 항목은 4점 척

도(전혀 이용 못함, 초급, 중급, 고급)로 측정된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용도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본 및 활용단계별로

사용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을 선택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점수를 산출

한다.

나. 취약계층의정보역량수준

전체 국민(컴퓨터 이용층+비이용층) 기준, 장애인,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농어민,

중졸 이하 저학력층, 50대 이상 연령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적 정보 역량수준(컴퓨터·인터넷 사용

능력 수준)은 전체 국민의 약 2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의 컴퓨터·인터넷 활용능력은 전체 국민의 9.5% 수준으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으며,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전체 국민의 17.4%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51제2절 부문별 정보격차 현황

제
2
편

<표 2-1-3> 전체PC 이용층대비취약계층의접근지수 (PC 이용층기준) (단위 :점)

<표 2-1-4> 전체국민대비선도계층의접근지수 (단위 :점)

전체 PC 이용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96.7 95.9 97.3 97.5 99.9

※ 수치는 전체 PC 이용층의 접근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PC 이용 취약계층별 접근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전체 국민 고소득층 사무직 고학력층 20대

100 115.7 119.8 117.5 116.8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접근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선도계층별 접근지수 수준을 의미
※ 고소득층은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고학력층은 대졸 이상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컴퓨터 이용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연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평균적 정보 역량수준은 전체 컴퓨터 이용층의 약 66.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사무직 종사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 20대 연령층 등

의 선도계층은 전체 국민의 정보 역량수준보다 약 49.0% 높은 수준이다.

3. 양적활용부문정보격차현황

가. 양적정보활용지수(Personal Quantity Utilization Index)

양적 활용 부문의 정보격차는 계층간 양적 정보 활용지수의 차이로 정의하며, 전체 국민의 양

적 활용지수를 100으로 할 때 각 계층의 양적 활용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한다.

양적 활용지수는‘하루 평균 컴퓨터·인터넷 사용시간’및‘가입하여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 수’등의 측정 항목을 가중 계산하여 산출한다.

나. 취약계층의양적정보활용수준

전체 국민(컴퓨터 이용층+비이용층) 기준, 장애인,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농어민,

중졸 이하 저학력층, 50대 이상 연령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적 양적 정보활용 수준은 전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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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전체PC 이용층대비취약계층의역량지수 (PC 이용층기준) (단위 :점)

전체 PC 이용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76.6 82.1 64.7 51.5 58.8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역량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취약계층별 역량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표 2-1-5>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의역량지수 (PC 이용층+비이용층기준) (단위 :점)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42.0 26.3 18.8 9.5 17.4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역량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취약계층별 역량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표 2-1-7> 전체국민대비선도계층의역량지수 (단위 :점)

※수치는 전체 국민의 역량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선도계층별 역량지수 수준을 의미
※고소득층은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고학력층은 대졸 이상 학력층임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0

전체 국민 고소득층 사무직 고학력층 20대

100 128.9 156.5 142.8 167.9



약 2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은 전체 국민의 10%에

도 못 미치며, 농어민과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전체 국민의 20% 미만 수준에 불과하 다.

컴퓨터 이용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연령층 등

의 취약계층의 평균적 양적 정보 활용수준은 전체 컴퓨터 이용층의 약 67.4%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사무직 종사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 20대 연령층 등

의 선도계층은 전체 국민의 양적 정보 활용수준보다 약 54.6% 높은 수준이다.

4. 질적활용부문정보격차현황

가. 질적정보활용지수(Personal Quality Utilization Index)

질적 활용 부문의 정보격차는 계층간 질적 정보 활용지수의 차이로 정의하며, 전체 국민의 질

적 활용지수를 100으로 할 때 각 계층의 질적 활용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한다.

질적 활용지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사용의 질과 연관된 생산적 정보활용도에 초점을 둔 지수

이며, ‘컴퓨터·인터넷 사용의 일상생활 도움정도’, ‘계층별 권장 소프트웨어·콘텐츠 이용정도’

및‘전체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학업)용·가사(개인용무)용·사회활동용·여가용 비중’등의

측정 항목을 가중 계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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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의양적활용지수 (PC 이용층+비이용층기준) (단위 :점)

<표 2-1-9> 전체PC 이용층대비취약계층의양적활용지수 (PC 이용층기준) (단위 :점)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39.6 29.1 17.9 9.9 18.2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양적 활용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취약계층별 양적 활용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수치는 전체 PC 이용층의 양적 활용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PC 이용 취약계층별 양적 활용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전체 PC 이용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76.9 97.3 69.7 58.2 65.0

<표 2-1-10> 전체국민대비선도계층의양적활용지수 (단위 :점)

※수치는 전체 국민의 양적 활용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선도계층별 양적 활용지수 수준을 의미
※고소득층은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고학력층은 대졸 이상 학력층임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0

전체 국민 고소득층 사무직 고학력층 20대

100 131.3 170.0 149.2 167.7



‘컴퓨터·인터넷 사용의 일상생활 도움정도’는‘업무·학업’, ‘가사·개인용무’및‘사회활동’

부문별 도움정도를 측정하며, ‘계층별 권장 소프트웨어·콘텐츠 이용정도’는 초·중·고생, 대학

생·대학원생, 화이트칼라, 기타 직업층(화이트칼라·학생 이외의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나. 취약계층의질적정보활용수준

전체 국민(컴퓨터 이용층+비이용층) 기준, 장애인,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농어민,

중졸 이하 저학력층, 50대 이상 연령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적 질적 정보활용 수준은 전체 국민의

약 2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의 질적 정보 활용수준은 양적 정보 활용수준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의 10%미만 수

준이며 저소득층, 농어민, 50대 이상 장노년층 모두 전체 국민의 20% 미만 수준에 불과하 다.

컴퓨터 이용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중졸 이하 저학력층, 50대 이

상 연령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적 질적 정보 활용수준은 전체 컴퓨터 이용층의 약 69.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사무직 종사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 20대 연령층 등

의 선도계층은 전체 국민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보다 약 70.2%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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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의질적활용지수 (PC 이용층+비이용층기준) (단위 :점)

<표 2-1-13> 전체PC 이용층대비취약계층의질적활용지수 (PC 이용층기준) (단위 :점)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41.4 24.3 19.3 9.3 20.3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질적 활용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취약계층별 질적 활용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수치는 전체 PC 이용층의 질적 활용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PC 이용 취약계층별 질적 활용지수 수준을 의미
※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전체 PC 이용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100 80.5 72.6 75.4 55.2 65.0

<표 2-1-11> 계층별권장컴퓨터·인터넷이용용도 (소프트웨어및콘텐츠)

초·중·고생 : 학업관련 정보검색, 학업관련 문서나 자료의 작성·편집, 온라인 강의 수강

대학생·대학원생 : 학업관련 정보검색, 학업관련 문서나 자료의 작성·편집, 온라인 강의 수강, 각종 거래처리, 사회참여 활동

화이트칼라 : 업무관련 정보검색, 업무관련 문서나 자료의 작성·편집, 업무처리, 각종 거래처리, 사회참여 활동

기타 직업층(학생·화이트칼라 이외의 직업군) : 각종 거래처리, 사회참여 활동



5. 종합분석

전체 국민의 정보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지수를 100으로 하고 장애인, 50대 이상 장노년층, 농

어민, 중졸 이하 저학력층,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전체 국민 대비 부문

별 지수 수준을 산출했을 때, 이들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지수는 전체 국민의 60% 미만 수준이며 정

보역량 및 활용지수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컴퓨터 이용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장

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저학력층, 저소득층의 역량·양적·질적 활용지수는 전체 컴퓨터 이용층의

7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똑같이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전체 컴퓨터 이용층에

비해이들계층의‘컴퓨터·인터넷사용능력·사용량·사용의질’모두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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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 전체국민대비선도계층의질적활용지수 (단위 :점)

※수치는 전체 국민의 질적 활용지수를 100점으로 할 때의 선도계층별 질적 활용지수 수준을 의미
※고소득층은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고학력층은 대졸 이상 학력층임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0

전체 국민 고소득층 사무직 고학력층 20대

100 136.2 207.9 172.3 164.5



제3절계층별정보격차현황

1. 선도집단과취약집단간정보격차현황

정보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정보격차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5

개 계층별(장애유무·학력·연령·직업·소득) 지수가 가장 높은 정보선도집단의 지수를 100으

로 하고 각 계층내 선도집단과 취약집단간 4개 부문 지수의 평균 격차를 산출했을 때, 각 계층내

선도집단과 취약집단간 접근지수의 평균 격차는 47.8점, 역량지수의 평균 격차는 81.7점, 양적 활

용지수의 평균 격차는 82.1점, 질적 활용지수의 평균 격차는 82.7점으로 접근 부문 보다 역량·활

용 부문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유무별정보격차현황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 계층의 접근지수는 72.4%, 역량지수는 42.0%, 양적 활용지수는 60.4%,

질적 활용지수는 4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계층의 접근지수는 일반 국민의 70% 수준이나, 역량 및 활용지수는 일반 국민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보접근 격차에 비해 정보활용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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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선도및취약집단간지수별정보격차수준 (단위 :점)

<표 2-1-16> 장애유무별접근·역량·활용지수격차 (PC 이용층+ 비이용층기준) (단위 :점)

구 분 접근 지수격차 역량 지수격차 양적활용 지수격차 질적활용 지수격차

장애유무간(일반국민 vs 장애인) 27.6 58.0 60.4 58.6

학력간(대졸이상 vs 중졸이하) 50.1 93.3 93.4 94.6

연령간(20대 vs 50대이상) 44.2 89.7 89.2 87.7

직업간(사무직 vs 농어민) 57.8 88.0 89.5 90.7

소득간(3백만원이상 vs 백만원미만) 59.3 79.6 77.8 82.1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의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최고와 최저 집단간 지수 차이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0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2

※ 수치는 일반 국민의 부문별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장애인 계층의 부문별 지수 수준을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0 /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2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일반 국민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 72.4 42.0 39.6 41.1

격차 27.6 58.0 60.4 58.9



3. 성별정보격차현황

남성 대비 여성의 접근지수는 91.7%, 역량지수는 68.4%, 양적 활용지수는 68.8%, 질적 활용지

수는 74.8%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연령별정보격차현황

10대 및 20대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40대를 기점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정보화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은 20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역

량 및 활용 수준은 20대의 10% 수준에 불과하 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접근지수는 20대의 절

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역량 및 활용 지수는 20대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

령간 정보활용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직업별정보격차현황

접근 및 질적 활용 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문/사무직이며, 역량 및 양적 활용 수준이 가

장 높은 직업군은 대학/대학원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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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8> 연령별접근·역량·활용지수격차 (전체국민기준) (단위 :점)

※ 왼쪽 수치는 각 지수별 전체 국민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의 각 집단별 환산지수이며, 오른쪽 수치는 남성의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여성의 지수
수준을 나타냄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각 지수별 차이를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2

※ 왼쪽 수치는 각 지수별 전체 국민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의 각 집단별 환산지수이며, 오른쪽 수치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20대)을 100으로 할
때 타 집단의 지수 수준을 나타냄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각 지수별 차이를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남성 104.4 100.0 119.0 100.0 118.7 100.0 114.6 100.0

여성 95.7 91.7 81.4 68.4 81.6 68.8 85.7 74.8

격차 - 8.3 - 31.6 - 31.2 - 25.2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7-19세 116.5 99.7 167.1 99.5 156.6 93.4 136.0 82.7

20대 116.8 100.0 167.9 100.0 167.7 100.0 164.5 100.0

30대 112.5 96.3 119.8 71.3 126.0 75.1 132.9 80.8

40대 106.4 91.2 70.0 41.7 72.7 43.4 86.0 52.3

50대 이상 65.1 55.8 17.4 10.3 18.2 10.8 20.3 12.3

격차 - 44.2 - 89.7 - 89.2 - 87.7



농어민의 경우, 접근·역량·활용지수 모두가 직업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생산직 및

주부의 접근지수는 전문/사무직의 70% 이상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주부 및 생산직 종사층의 경

우,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지수가 전문/사무직의 20∼30% 수준에 불과하 다.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지수의 경우,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군과 가장 낮은 직업군간 격차

가 90점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 직업간 정보활용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학력별정보격차현황

저학력층일수록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수준은 낮아지며, 중졸 이하 저학

력층에서 부문별 정보화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학력층의 접근지수는 대졸 이상 학력층의 49.9%, 역량지수는 6.7%, 양적 활용지수

는 6.6%, 질적 활용지수는 5.7% 수준으로, 고학력층 대비 저학력층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취약하

다.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접근지수는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

역량 및 활용 지수는 고학력층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간 정보격차 역시 정보접

근 부문에서 보다 정보활용 부문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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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9> 직업별접근·역량·활용지수격차 (전체국민기준) (단위 :점)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농어민 50.6 42.2 18.8 10.6 17.9 10.0 19.3 9.3

서비스/판매직 104.2 87.0 91.0 51.4 92.2 51.7 94.0 45.2

생산직 93.7 78.2 65.7 37.1 65.9 36.9 55.5 26.7

전문/사무직 119.8 100.0 156.5 88.4 170.0 95.3 207.9 100.0

주부 88.7 74.0 46.0 26.0 45.2 25.3 48.2 23.2

초/중/고생 116.4 97.2 166.1 93.8 154.6 86.5 135.8 65.3

대학/대학원생 119.4 99.7 177.1 100.0 178.5 100.0 170.7 82.1

무직/기타 82.3 68.7 66.3 37.4 71.9 40.3 58.1 27.9

격차 - 57.2 - 89.4 - 90.0 - 90.7

※ 왼쪽 수치는 각 지수별 전체 국민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의 각 집단별 환산지수이며, 오른쪽 수치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타
집단의 지수 수준을 나타냄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각 지수별 차이를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왼쪽 수치는 각 지수별 전체 국민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의 각 집단별 환산지수이며, 오른쪽 수치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대졸 이상)을 100으로
할 때 타 집단의 지수 수준을 나타냄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각 지수별 차이를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표 2-1-20> 학력별접근·역량·활용지수격차 (전체국민기준) (단위 :점)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중졸 이하 58.7 49.9 9.5 6.7 9.9 6.6 9.3 5.4

고졸 105.9 90.1 86.7 60.7 88.2 59.1 86.6 50.3

대졸 이상 117.5 100.0 142.8 100.0 149.2 100.0 172.3 100.0

격차 - 50.1 - 93.3 - 93.4 - 94.6



7. 가구소득별정보격차현황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수준은 낮아지며,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부문별 정보화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접근지수는 300만원 이상층의 40.6%, 역량지수는 20.4%,

양적 활용지수는 22.2%, 질적 활용지수는 24.3% 수준으로, 정보화 수준은 매우 취약하 다.

8. 지역규모별정보격차현황

도시지역 거주층에 비해 군지역 거주층의 정보화 수준이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군지역 거주층의 접근지수는 도시지역 거주층의 68.9%, 역량지수는

56.4%, 양적 활용지수는 59.2%, 질적 활용지수는 63.5% 수준으로, 도시지역 거주층의 50∼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애유무·성·연령·직업·학력·소득 등 각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을 종합 분석해 볼 때 각 계층내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하여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 격차를 비교시 접근지수의 격차보다 역량 및 활용지수의 격차가 평균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보접근 격차보다 정보 사용능력·사용량·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욱 심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 정책과 연계된 정보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통한 양적·질적 부문의 종합적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1-21> 가구소득별접근·역량·활용지수격차 (전체국민기준) (단위 :점)

<표 2-1-22> 지역규모별접근·역량·활용지수격차 (전체국민기준) (단위 :점)

※ 왼쪽 수치는 각 지수별 전체 국민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의 각 집단별 환산지수이며, 오른쪽 수치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300만원 이상)을
100으로 할 때 타 집단의 지수 수준을 나타냄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각 지수별 차이를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 왼쪽 수치는 각 지수별 전체 국민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의 각 집단별 환산지수이며, 오른쪽 수치는 도시지역 거주층의 지수를 100으로 할 때
군지역 거주층의 지수 수준을 나타냄

※ 격차는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각 지수별 차이를 나타냄
※ 자료 :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100만원 미만 46.9 40.6 26.3 20.4 29.1 22.2 24.3 17.9
100-199만원 96.3 83.3 85.7 66.5 87.3 66.5 80.8 59.3
200-299만원 108.3 96.3 108.9 84.5 104.9 79.9 109.6 80.4
300만원 이상 115.7 100.0 128.9 100.0 131.3 100.0 136.2 100.0

격차 - 59.3 - 79.6 - 77.8 - 82.1

구 분 접근 지수 역량 지수 양적 활용지수 질적 활용지수
도시지역 거주층 104.5 100.0 106.4 100.0 106.0 100.0 105.3 100.0
군지역 거주층 72.0 68.9 60.0 56.4 62.7 59.2 66.8 63.5

격차 - 31.1 - 43.6 - 40.8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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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지역경제의정보격차

1. 지역간경제력격차현황

가. 경제력격차분석방법

지역경제력은 일정한 범위의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

는 정도의 크기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의 잠재력(potentiality), 생산력(productivity)

및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쟁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부문과 이들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념과 상응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각 부문이나 요소들의 측정단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

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상기의 개념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를 중

심으로 지역별 경제력 지수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 나라나 한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것이 1인당 소득지표이다. 즉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혹은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을 사용하며, 지역의 경우

는 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 혹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관련 통계의 미비로 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을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

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지역소재 사업체의 생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업체가 위치해있는 지

역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다른 경우 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을 정확히 반 하

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이것은 생산활동은 서울에서 하지만 실제 소득은 경기도에 속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이외에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의 소득수준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도 지역경제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성장성, 연령구조, 경제

활동 참가정도 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지역의 인력상황은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인력기반

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 하지만 지역의 성장잠재력이나 생산성 및 구매력과도 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의 인력상황과 소득수준만으로는 지역경제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이들

은 주로 지역의 현재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정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력에 대

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장래의 발전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동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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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보다 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경제의 동태적

발전요인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혁신역량을 들 수 있는데, 산업의 생산구조가 성장가능성이

크고 지식집약적인 산업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지역의 혁신자원, 혁신투자 및 지식의 활용, 혁

신성과가 크면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지역경제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표 2-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지표를

크게 인력상황, 소득수준, 산업발전정도, 혁신역량의 4부문으로 구분하 으며, 각 부문의 발전이나

변화수준을반 할수 있는 2~3개의 개별지표들을 선정하여이들을종합하는 방식을취하 다.

한편, 각 부문내의 세부 지표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상이한 개별지표들의 척도를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위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개별지표의 각 지역의 값과 전국평균과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화된 지표 값은 전국 평균보다 상위인 경우에는 양수, 전국 평균보다 하위인 지역

은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지표를 종합할 경우 양수와 음수가 서로 상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이에 모든 지표 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 표준화된 값에 6을 더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 다. 또한 개별지표 중 노령화 지수와 같이 값이 클수록 지역경제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음(-)의 값, 즉 -1을 곱하여 합산하 다. 

한편, 지역경제력을 나타내는 12개의 개별지표들이 지역경제력에 미치는 향력과 중요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지표들을 부문단위로 종합하거나 전체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에 대해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지표들은 각각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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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지역경제력측정지표및자료원

부문 세부 부문 지 표 자료원

인력상황 인구성장 및
경제활동 수준

- 최근 3개년 인구성장률 평균
- 경제활동참가율
- 노령화지수

- 시도별 추계인구(통계청)
-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
- 시·도 통계연보(통계청)

소득수준 지역내 생산과
소비수준

- 주민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주민 일인당 소비지출액

- 지역내 총생산(통계청)
- 시도별 추계인구(통계청)

산업발전
산업집적도 - 경제활동면적 비중 대비 제조업 생산비중 - 지적통계연보(행정자치부)

- 지역내 총생산(통계청)

지식기반산업
발전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중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통계청)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통계청)

혁신역량

혁신 자원 - 경제활동인구 대비 대졸인구 비중
- 총취업자 대비 고급기술인력 비중 -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

혁신 투자·활용 -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2001년)
- 컴퓨터활용 인구수 비중(2002년)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과기부)
- 시·도 통계연보(통계청)

혁신 성과 - 인구 1000명당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건수(2001년) - 산업재산권통계(특허청)

※ 주 : 1. 2003년도 수치가 없는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또는 전년대비 증가율의 최근 3개년 평균을 사용
2.경제활동면적은 민유지 면적 중 대지, 도로, 철도의 합으로 정의

Z =
Si

Xi X
X, 단 S는표준편차, 는표본평균



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구성지표들간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의성을

갖기가 쉽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지표들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지표값을 산술합산하

여 부문별 지표값을 산정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산된 지표값 중 최고지역의 값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지표값을 백분율(%)로 변환하 다. 이처럼 변환된 각 지역의 부문별 최종지수는 동일

부문 국내 최고지역의 백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지표값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 가능하

게 한다. 

나. 경제력격차현황

2003년 16개 시·도에 대한 지역경제력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력 종합지수에서는 경

기가 90.35로 1위로 나타났고, 2위는 서울, 3위는 울산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력의 하위지역으로

는 강원이 65.87로 14위, 전북이 60.96으로 15위, 전남이 60.96으로 최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성장성, 연령구조,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평가한 지역인력 수준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전북이 34.85로서 최하위를 기록하 다. 인력수준의 지역간 격차는 최고지역과

최저지역간의 지수값이 매우 커 다른 부문보다 지역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내 생산과 소비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소득수준에서는 산업생산기반이 잘 갖추어진 울산,

서울, 경기가 상위에 올랐고, 1차 산업 중심지역인 강원과 전북, 전남이 하위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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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2003년시도별지역경제력지수현황

지역경제력 종합지수 지역인력 소득수준 산업발전 혁신역량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86.33 2 62.25 9 98.66 2 84.43 6 100.00 1 

부산 67.05 13 40.93 13 77.63 5 69.83 14 79.82 8 

대구 71.75 10 62.43 8 74.46 11 69.82 15 80.26 6 

인천 79.26 5 82.77 3 76.94 6 77.15 9 80.17 7 

광주 76.25 8 68.85 6 75.63 10 73.59 11 86.95 4 

대전 81.89 4 81.02 5 76.59 7 80.73 7 89.20 2 

울산 84.80 3 82.59 4 100.00 1 77.82 8 78.78 9 

경기 90.35 1 100.00 1 81.13 3 92.45 3 87.81 3 

강원 65.87 14 40.19 14 70.71 14 71.94 12 80.64 5 

충북 70.96 12 51.82 12 71.24 13 89.26 4 71.53 12 

충남 71.74 11 56.44 10 76.46 8 86.90 5 67.15 15 

전북 62.47 15 34.85 16 68.98 15 76.30 10 69.76 13 

전남 60.96 16 39.46 15 68.66 16 71.86 13 63.87 16 

경북 75.40 9 53.71 11 78.80 4 100.00 1 69.09 14 

경남 76.93 7 64.12 7 75.92 9 94.62 2 73.07 11 

제주 77.26 6 95.57 2 71.76 12 65.27 16 76.45 10 

※자료 :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2004



산업발전부문에서는 경북, 경남, 경기가 상위지역으로 나타났고, 부산, 대구, 제주는 산업집적

도와 산업구조면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는 서울, 대전, 경기가 혁신

자원, 투자, 성과의 모든 면에서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경북, 충남, 전남은 취약지역으

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와 혁신역량간의 관계를 상호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림 2-2-1>에서와 같

이 산업발전수준이 전국평균 이상이고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으로 나타났고,

산업발전은 일정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

북, 경남, 충북, 충남을 들 수 있다. 강원과 호남의 광역시들은 대부분 산업발전은 뒤떨어져 있

으나 혁신역량면에서는 전국 수준을 근소하게나마 상회하고 있으나, 전북, 전남, 제주는 산업발전

수준과 혁신역량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분석이란 지역간 경제력 격차 또는 지역불균형의 측정은 평균(지역균형 발

전상태)으로부터의 퍼져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계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산포도

(disperse)이다. 산포도를 나타내는 기술통계의 지표로는 범위(range),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편차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C.V.),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편차계수를 지표로 사용하는데, 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경제력을 구성하는 4가지의 부문 중 인력상황의 가중 편차계수(weighted

C.V.)가 1.233으로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혁신역량의 가중 편차계수가 1.102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간 산업발전의 격차는 다른 부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저발전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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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지역의산업발전수준과혁신역량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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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2004



2. 정보산업의지역간격차

가. 정보산업의정의및분류

정보산업은 정보통신산업, 정보처리산업, 정보기기산업으로 구성되는 전자계 정보산업 분야와

우편, 신문, 인쇄, 출판, 광고, 상, 화, 교육 등을 포괄하는 비전자계 정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계 정보산업을 협의의 정보산업이라 하고, 전자계와 비전자계를 총칭하여 광

의의 정보산업이라 한다. 광의의 정보산업은 온갖 종류의 정보서비스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산업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과 관련하여 규정하면, 정보의 생산, 가공,

축척, 유통, 판매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전자공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산업과 그에 필요

한 여러 가지 장치를 생산, 제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의

에 비추어 보면 정보산업은 협의의 정보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정보산업을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구분하고 세부업종별로 분류하도록 한다. 즉,

정보산업을 크게 정보관련 장비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지식정보서비스업으로 분

류한다. 

세부적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은 컴퓨터, 반도체, 첨단전자부품, 통신기기산업으로 구성되고,

지식정보서비스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로 구성된다. 

나. 정보산업의지역별분포현황

우리나라의 전자정보기기산업내 종사자수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6%의 증가세를

보 다. 이에 힘입어 전자정보기기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기준으로

1995년의 5.1%에서 2002년에는 9.6%로 성장하 다. 전자정보기기산업내에서는 2002년 현재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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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지역경제력부문별발전격차지수(편차계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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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2004



단전자부품에 약 9만여명의 종사자가 속해있어 전자정보기기산업 전체의 34.1%를 차지하고 있으

며, 통신기기가 26.8%, 반도체는 26.2%, 컴퓨터는 15.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1993∼2002년 기

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통신기기로서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에 달한다. 

지식정보서비스업의 발전속도도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5~2002년간 지식정보서비스

업 전체의 성장속도는 14.6%에 달하는데, 전자상거래의 연평균 성장률이 동기간 중 5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가 20.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 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전체에서 지식정보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의 1.1%에서 2002

년에는 2.4%로 성장하 다. 지식정보서비스업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종사자수가 절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는 31.9%, 전자상거래는 13.4%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전체의 47.8%가 집중되어

있고, 경상북도에 14.7%, 서울에 10.0%가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전자정보기기산업은 수도권과

구미산업단지가 있는 경북지역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외의 지역으로는 충남과 충북의

입지비중이 비교적 높아 두 지역을 합하면 10.9%에 달하고 있다. 충청권의 생산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집적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수도권 입지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3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북, 충남, 경기도의 입지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경남의 입지비중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와 경북의 입지비중이 계속 상승하

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잘 이루어져 있고, 산업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음으로써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의 비중하락은 도심지역의 생

산공장이 지속적으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지식정보서비스업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전자정보기기산업에 비해 훨씬 더 심하다. 2002년 현

재 전체 지식정보서비스업의 65.6%가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에의 입지비중도 8.9%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 이외에는 부산의 입지비중이 5.6%, 대전 3.0%, 대구 2.8%로 거의 대부분 광역대

도시에 입지해 있다. 이들 5개 시·도에의 입지비중은 무려 85.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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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전자정보기기산업의업종별발전추이(종사자수기준) 단위 : 천명(%)

1993 1997 2000 2002 1993∼2002
연평균성장률

컴퓨터 18.4 (12.3) 45.3 (20.8) 43.5 (16.4) 33.6 (12.9) 6.9 

반도체 51.6 (34.5) 79.2 (36.3) 81.6 (30.8) 68.1 (26.2) 3.1 

첨단전자부품 49.2 (32.9) 54.0 (24.8) 79.9 (30.1) 88.9 (34.1) 6.8

통신기기 30.5 (20.4) 39.6 (19.2) 60.0 (22.6) 69.8 (26.8) 9.6 

전자정보기기 합계 49.7 (100.0) 218.1 (100.0) 265.1 (100.0) 260.3 (100.0) 6.3 

제조업전체 대비비중 5.1 8.0 9.9 9.6

※자료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지식정보서비스업의 지역별 비중추이를 보면 대도시의 집중 가속현상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지식정보서비스업의 입지비중은 1995년 51.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65.6%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의 입지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정보서비스업은 전

국에 걸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는 형태 지만, 이것이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부터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과 양호한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일부 소수의 지역(수도권)

에 급속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세부 업종별로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2-2-5>와 같다. 먼저 컴퓨터는 경

기도, 경상북도, 서울의 입지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 3개 지역의 입지비중이 90.1%에 달한다. 반도

체는 경기도와 충북의 비중이 높고, 충남, 서울, 경북 등의 입지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첨단

전자부품의 경우는 경기도외에 경북의 입지비중이 19.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울산과 충

남도 각각 약 8%대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산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관련 제품

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의 비중도 7.0%로 높은 편이다. 통신기기는 경기, 경북,

서울에의 입지비중이 높다. 이외에 인천시로의 입지비중도 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식정보서비스업의 시도별 분포현황을 보면 <표 2-2-6>과 같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는 서울시에 38.0%, 경기도에 14.1%, 부산에 8.9%가 입지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소프트웨

어나 전자상거래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서울시에의 입지집중이 무려 81.1%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

이외에 경기도, 부산, 대전에 약간의 종사자들이 입지하고 있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

거래 역시 서울시에의 입지비중이 매우 높다. 2002년 현재 서울의 종사자수 비중은 67.9%이고 경

기도 7.7%, 부산 7.5%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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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정보산업의시도별전국대비비중추이(종사자수기준)  단위 : %

※자료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전자정보기기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1993 1997 2000 2002 1995 2000 2001 2002

서울특별시 17.2 8.8 9.1 10.0 51.3 65.6 65.0 65.6 

부산광역시 1.2 0.9 2.0 1.1 6.4 4.7 5.2 5.6 

대구광역시 0.5 0.4 0.4 0.6 3.8 3.1 3.0 2.8 

인천광역시 4.8 5.2 5.3 4.6 3.0 1.9 1.6 1.9 

광주광역시 0.1 1.0 1.0 1.0 3.2 2.1 1.9 2.2 

대전광역시 0.5 0.6 0.7 0.9 2.9 3.1 2.9 3.0 

울산광역시 - 0.0 0.0 2.7 0.0 0.8 0.6 0.6 

경 기 도 39.6 48.8 48.3 47.8 7.1 8.0 9.4 8.9 

강 원 도 1.0 0.7 0.3 0.1 2.0 1.4 1.6 1.4 

충청북도 7.6 7.4 5.8 5.2 2.3 1.3 1.1 0.9 

충청남도 3.9 3.8 5.0 5.7 2.2 0.9 0.9 0.9 

전라북도 2.0 2.1 1.8 1.6 3.3 1.6 1.5 1.5 

전라남도 0.2 0.1 0.1 0.0 3.3 1.4 1.4 1.1 

경상북도 13.7 14.5 14.0 14.7 4.0 1.7 1.7 1.6 

경상남도 7.9 5.7 6.1 4.1 4.0 2.0 1.8 1.7 

제주도 0.0 0.0 0.0 0.0 1.2 0.3 0.4 0.4 

전국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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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전자정보기기산업의시도별분포현황 (2002년종사자수기준) 단위 : 천명(%)

※주 : ( )안은 전국 대비 비중임.
※자료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3

컴퓨터 반도체 첨단전자부품 통신기기

서울특별시 5.1 (15.1) 4.6 (6.7) 5.2 (5.9) 11.1 (15.9) 

부산광역시 0.1 (0.2) 0.1 (0.2) 1.6 (1.8) 1.0 (1.5)

대구광역시 0.3 (0.5) 0.1 (0.1) 0.8 (0.9) 0.5 (0.7) 

인천광역시 1.4 (3.8) 3.0 (4.5) 2.8 (3.2) 4.8 (6.8) 

광주광역시 0.0 (0.0) 2.2 (3.3) 0.0 (0.0) 0.2 (0.3) 

대전광역시 0.2 (0.7) 1.0 (1.4) 0.4 (0.5) 0.6 (0.9) 

울산광역시 0.0 (0.0) 0.0 (0.0) 7.1 (8.0) 0.0 (0.0) 

경 기 도 22.5 (64.1) 37.3 (54.8) 36.1 (40.7) 29.5 (42.3) 

강 원 도 0.0 (0.0) 0.0 (0.0) 0.2 (0.3) 0.0 (0.0) 

충청북도 0.5 (1.5) 6.9 (10.2) 2.5 (2.9) 3.5 (5.1) 

충청남도 0.4 (1.1) 4.8 (7.0) 7.2 (8.1) 2.4 (3.5) 

전라북도 0.2 (0.5) 2.5 (3.7) 1.3 (1.5) 0.1 (0.2) 

전라남도 0.0 (0.0) 0.0 (0.0) 0.0 (0.0) 0.0 (0.0) 

경상북도 3.7 (10.9) 3.8 (5.6) 17.2 (19.4) 13.6 (19.5) 

경상남도 0.5 (1.4) 1.7 (2.5) 6.2 (7.0) 2.3 (3.3) 

제주도 0.0 (0.0) 0.0 (0.0) 0.0 (0.0) 0.0 (0.0)

전국 합계 33.6 (100.0) 68.1 (100.0) 88.9 (100.0) 69.8 (100.0) 

<표 2-2-6> 지식정보서비스업의시도별분포현황 (2002년종사자수기준)  단위 : 천명(%)

※주 : ( )안은 전국 대비 비중임
※자료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3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서울특별시 32.6 (38.0) 119.2 (81.1) 24.5 (67.9) 

부산광역시 7.6 (8.9) 4.7 (3.2) 2.7 (7.5) 

대구광역시 4.0 (4.7) 2.7 (1.8) 0.8 (2.3) 

인천광역시 2.2 (2.6) 1.2 (0.8) 1.5 (4.3) 

광주광역시 3.6 (4.2) 1.6 (1.1) 0.7 (1.8) 

대전광역시 3.3 (3.8) 3.5 (2.4) 1.4 (3.9) 

울산광역시 1.2 (1.4) 0.4 (0.3) 0.1 (0.2) 

경 기 도 12.1 (14.1) 9.0 (6.1) 2.8 (7.7) 

강 원 도 3.0 (3.5) 0.6 (0.4) 0.2 (0.6) 

충청북도 1.6 (1.9) 0.5 (0.4) 0.1 (0.3) 

충청남도 1.9 (2.2) 0.2 (0.1) 0.2 (0.6) 

전라북도 3.4 (4.0) 0.4 (0.3) 0.3 (1.0) 

전라남도 2.4 (2.8) 0.4 (0.3) 0.1 (0.3) 

경상북도 3.0 (3.5) 1.0 (0.7) 0.4 (1.0) 

경상남도 3.0 (3.5) 1.3 (0.9) 0.2 (0.5) 

제주도 0.7 (0.8) 0.2 (0.2) 0.1 (0.1) 

전국 합계 85.8 (100.0) 146.9 (100.0) 36.1 (100.0)



제2절지방자치단체의정보격차

1.개요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정보화 추진방향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

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은 정보화 추진의 핵심주체인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 수준 측정의 목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

도 제고 및 정보화 추진에 있어 선의의 경쟁 유도, 자치단체 정보화 추진방향의 제시, 그리고 중앙

에서의 자치단체 정보화지원 정책의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초자치단

체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증명서발급, 인허가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의 핵심 추진주체가 됨으로써 지역내 부문간 및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은 특히, 지방화시대,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수준

가. 지표체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첫해에는 6개 부문 58개

지표를 대상으로 측정하 고, 1999년에는 전년도 지표 중 정보화 효과부문을 제외하 으며 지표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중복성을 배제하여 5개 부문 19개 지표로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

체계를 정비하 다. 2001년은 지표체계의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정보화의 환경변화를 반 하

여 일부지표의 추가 및 삭제를 거쳐 지표로 활용하 다.

2002년도 지표체계는 기존의 지표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2001년도 지표, 광역자치단체 평가지

표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작업과 환경변화를 반 하여 일부 지표의 삭제 및 새로운 지표의 추

가로 5개 부문(정보화지원, 정보화투자, 정보인프라, 정보화조직·인력, 정보화활용) 19개 지표를

선정하 다. 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자체정보화투자예산’, 인터

넷 대민서비스의 성실성 및 실질성을 반 하기 위해‘전자민원처리 인터넷공개수준’, 홈페이지의

활용성 측면에서‘홈페이지 활용수준’등 3개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서버보유수준’, ‘전자게시

판 활용수준’등 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거나 변별력이 낮아진 2개 지표를 삭제하고, ‘전자

민원처리수준’을‘무인민원처리수준’으로 수정하 다.

지표체계를 요약하면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활성화를 측정하

기 위한‘정보화지원부문’, 둘째, 정보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정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화투자부문’, 셋째, 정보의 생산·유통·처리·저장을 위한 기본적 설비 및 최근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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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정비 등의‘정보인프라부문’, 넷째, 정보화추진의 선

도적 주체인 정보화인력의 양적규모와 이들의 질적수준을 측정하기 위한‘정보화조직·인력부

문’, 다섯째,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실제 업무수행에 활용되고 있는 수준과 대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정보화활용부문’등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측정방법

수준측정을 위한 각각의 지표로는 정보화 수준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각 지표의 결합된 값,

즉 단일수치로 표현되어야 해석이 가능하다. 선정된 지표는 측정척도나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상

호비교 및 통합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수준측정에서는 관찰치의 산술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관찰치가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화점수 즉, Z-

Score로 변환된 값을 사용하 다.

지표를 종합화하는 과정에서 측정지표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지표 및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종합지수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수준측정에서는 지

71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제
2
편

<표 2-2-7> 2002년기초자치단체정보화수준측정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측정항목 산식

정보화지원 정보화지원기반
정보화관련협의회 개최건수 정보화관련협의회 개최건수

정보화사업계획 시행수준 정보화담당부서 사업예산/정보화담당 부서인력

정보화투자 정보화재원
정보화예산비율 정보화예산/일반회계 총예산×100

자체투자예산비율 자체정보화투자예산/(지방자주재원+보통교부세액)×100

정보인프라

하드웨어 PC보급수준 최근 4년간 PC보급대수/소속 공무원수×100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보유수준 업무지원용 정품소프트웨어 user수 / 소속공무원수

정보보호기반

정보보호교육수준 (정보보호교육횟수×시간×인원)/소속공무원수

정보보호시스템 구비수준

·도입유무 기재 정보보호시스템 제품군의 경우
- 보유종수 / 총 종수×100

·User수 기재 정보보호시스템 제품군의 경우
- 보유수량 / 소속공무원수

·VPN의 경우
- VPN 보유수량 / 읍면동수

정보화
조직/인력 정보화인력

정보화인력비율 정보화인력수/소속 공무원수×100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보유현황
{Σ(A급 자격증 보유자수)×50% +
Σ(B급 자격증 보유자수)×30% +
Σ(C급 자격증 보유자수)×20% } /소속공무원수

전문 정보교육수준 전문정보교육시간(연)/ 정보화인력수

일반 정보교육수준 일반정보교육시간(연)/소속 공무원수

정보화활용

내부활용

업무정보화수준(응용SW) 전산화활용업무수/총업무수×100

전자결재수준(3개월평균) 최근 3개월간 전자결재문서/최근 3개월간 총 결재문서 건수� 0 0

DB운 실적(LAIB) LAIB 데이터 구축 종수/ 관리대상 정보종수×100

외부활용

무인민원처리수준(3개월평균) ·무인민원발급건수/총주민수
·무인민원발급건수/무인민원발급기수

전자민원처리 인터넷공개수준 조건별 공개건수/전체공개건수×100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참여주민수×교육당 교육시간) /총주민수

홈페이지 활용수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결과 활용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표간 상대적 중요성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방법의 일종인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 다.

계층적 분석은 공무원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80부씩 총 160부를 설문조사하 고

취합된 의견을 동일하게 반 하여 지표의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하 다. AHP기법에 의한 가중치

산정결과, 공무원은 정보화조직·인력에, 전문가는 정보화활용에 가중치를 높게 주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활용(0.24), 정보화투자(0.24), 정보인프라(0.22), 정보화조

직·인력(0.22), 정보화지원(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별 가중치의 연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정보화투자와 정보화활용부문이 2001년에 비

해 가중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활용부문의 가중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정보

화인프라와 정보화조직·인력부문의 가중치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정보화수준분석

먼저 업무정보와 수준 분석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600여개 정도로 추산되는 자치

단체의 업무를 12개 분야 295개 단위업무로 중분류하고, 이들 업무의 시스템구축 정도를 처리방

식에 따라 전산처리, 전산·수기 병행처리, 수기처리의 3가지로 구분하여 종합정보화수준에 반

하고 있다.

.

2002년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전산화 정도(전산, 전산 및 수기병행 포함)를 보면 1999년 17.2%,

2000년 39.5%, 2001년 50.8%에 비해 6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각 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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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지방자치단체정보화수준의부문별가중치변화

<표 2-2-9> 지방자치단체의업무정보화

부문
가 중 치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정보화지원 0.1570 0.1555 0.0703 0.0802
정보화투자 0.1939 0.2980 0.2212 0.2393
정보인프라 0.2117 0.1304 0.2547 0.2210

정보화조직·인력 0.1953 0.2656 0.2591 0.2192

정보화활용 0.2421 0.1507 0.1915 0.2403

업무 역
(12개분야)

업무
(295개) 업 무 내 용

지역개발·도시관리 14개 지역개발관리, 도시계획사업 등
문화·체 육 16개 문화재관리 , 문화예술 등
농림수산 60개 농지관리, 양곡관리 등

보건·복지 37개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생활보호 등

주민·민원 20개 민원안내, 주민등록관리 등

민방위·재난 9개 지역민방위관리, 재난/재해관리 등

업무 역
(12개분야)

업무
(295개) 업 무 내 용

행정관리 16개 총무/감사, 시정관리 등
재무행정 19개 재정관리, 지방세 등
건설행정 35개 건축물대장관리, 건축물 관리 등

환경 22개 환경보전/환경오염방지 사업,
청소행정 등

도로·교통 26개 도로, 주정차 관리 등

지역경제 21개 지역경제동향분석, 상공업 관리 등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12개 분야별로 보면 업무분야간에 최고(보건복지분야) 85.1%에서 최저(지역개발·도시관리)

20.4%까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문간의 편차는 전반적으로 줄

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문화·체육(286.5%), 농림수산(137.8%) 등 2

개 분야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음에 비해 행정관리, 재무행정, 건설행정, 환경행정 부문의 증가

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종합정보화수준은 5개 부문 19지표의 자료를 표준화한 후 100점에서 60점 사이로 환산한 다음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최고 88.6에서 최저 76.75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

고, 70점대가 115개 단체, 80점대가 117개 단체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 평균은 80.2, 표준편차

1.9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평균을 살펴보면, 근소한 차이로 시, 구, 군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편차를 보면 시

지역이 가장 적으며, 군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구별 종합점수 상위 5개 단체의 현황을 보면 시지역은 제주 제주시, 경기 안양시, 경기 군

포시, 충북 청주시, 전남 광양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지역은 충남 금산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

산군, 제주 남제주군,  그리고 구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광주 동구·광산구, 울산 남구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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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지방자치단체의업무정보화율 (단위 : %)

업무 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증가율(%p)

전체 17.2 39.5 50.8 65.8 29.5

행정관리 38.2 43.8 56.7 60.7 7.1

재무행정 45.9 57.6 68.9 70.1 1.7

건설행정 17.5 37.8 51.3 61.0 18.9

환경 18.3 68.6 76.7 80.2 4.6

도로/교통 24.6 46.1 58.0 67.6 16.6

지역경제 12.7 51.9 58.7 64.6 10.1

업무 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증가율(%p)

지역개발/도시관리 2.2 5.5 12.0 20.4 70.0

문화/체육 4.5 8.5 17.0 65.7 286.5

농림수산 6.0 19.3 24.1 57.3 137.8

보건/복지 14.3 52.3 78.2 85.1 8.8

주민/민원 26.8 55.8 63.3 74.3 17.4

민방위/재난 14.9 29.1 45.2 77.1 70.6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표 2-2-11> 시군구별정보화종합순위 (상위5개기관)

구분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

최우수 제주 제주시 충남 금산군 서울 강남구

우수

경기 안양시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제주 남제주군

서울 중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종합

5개기관 평균 84.6 5개기관 평균 84.9 5개기관 평균 85.2 

5개기관 표준편차 1.97 5개기관 표준편차 1.57 5개기관 표준편차 2.17 

시지역 평균 80.4 군지역 평균 79.9 구지역 평균 80.36 

시지역 표준편차 1.85 군지역 표준편차 1.97 구지역 표준편차 1.90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시도별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1년 수준측정 결과와 동일하게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 울산, 충북, 경기, 서울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대구, 인

천, 충남, 전북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시지역이 80.38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구지역으로 80.36이 으며, 군지역은 79.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규모별로 보면 10만 미만의 자치단체가 79.97로 가장 낮으며, 50만 이상의 자치단체가

80.9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로 볼 경우 정보화 수준은 인구규모와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2001년의 측정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이 특기

할 만하다.

3. 자치단체정보화수준격차분석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분산분석(ANOVA)을 통한 격차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시도별로는 4개정

도의 그룹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 인구규모별로는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화 지원부문과 정보화 투자부문의 경우는 시도별, 시군구별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시군구별로는 시·군과 구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인프라 부문의 경우

를 보면 그동안의 전국적인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정보화기반이 상당정도 갖추어져 있어

자치단체간에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화조직·인력부문 경우에도 시도별 차이외

에는 이렇다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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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광역시도별자치단체정보화수준

<표 2-2-13> 시군구및인구규모별자치단체정보화수준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시도 정보화 수준 시도 정보화 수준
서울 80.58 강원 80.14
부산 80.13 충북 81.83
대구 79.24 충남 79.22
인천 79.14 전북 78.96
광주 82.22 전남 79.95
대전 79.62 경북 79.40
울산 81.77 경남 80.36
경기 80.70 제주 83.97

※주: 시도별 정보화수준은 산하 시군구 정보화수준의 평균점수임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시군구별 인구규모별
시군구 점수 인구규모 점수

시 80.68 10만 미만 79.97
10∼30만 80.29

군 79.92
30∼50만 80.21

구 80.36 50만 이상 80.96



반면에 정보화활용부문은 시도별, 시군구별, 인구규모별로 모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기구축된 정보화기반의 이용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개별 자치단체간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기초자치단

체 정보화 불평등 계수와 정보화 수준 불평등 곡선을 도출한 결과를 보면, 2002년 종합정보화수준

불평 등계수는 0.095정도로 나타나, 2000년 0.136, 2001년 0.128에 비해 불평등의 정도가 지속적

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개별 자치단체간 정보화 수준의 불평등 정도

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도 정보화투자부문의 경우 2001년도에 급격히 심화된 불평등 정도가 다소 시정되었으

며, 정보인프라부문의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 정보화활용부문의 경우 불평등 지수가 0.155에

서 0.092로 불평등 정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지원부문의 경우에는 2001년 0.262에서 2002년에는 0.282로 상승하 으며, 정보화조

직·인력의 경우도 불평등 지수가 0.219에서 0.267로 상승하여 불평등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

으로 심화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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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표 2-2-14> 정보화수준격차분석 (ANOVA 분석결과)

구분 시도 시군구 인구규모 구분 시도 시군구 인구규모

종합점수 ○ - - 정보인프라 - - -

정보화지원 ○ ○ - 정보화조직·인력 ○ - -

정보화투자 ○ ○ - 정보화활용 ○ ○ ○

<그림 2-2-3>  종합정보화수준불평등곡선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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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단체장의 정보화 추진의지, 자치단체의 재

정력, 정보화인재 등 지역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나 특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보화 추진에 따라 지역간, 자치단체간 새로운 정보격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에 격차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화수준측정과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각 부문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

요하다. 현재 운 중인 자치단체 정보화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

점이 노출되고 있음에 비해 이를 보완할 법제도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촉진협

의회의 형식적 운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정보화계획체계 및 추진체계의 다기화로 인한 난맥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정보화투자부문은 새로운 재원조달 환경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화 기반

구축 단계를 지나면서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둔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보화분야 재원조달체계의 변화 등은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새로운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행정 및 서비스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

책마련과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적 재원의 편차에 대응하여 중

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등 정보화투자의 격차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충과 아울러 행정부문에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과 같은 정보

환경의 변화는 정보화조직·인력부문의 양적·질적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 기능직 공무원의 정보화인력으로의 활용이나 부서간 정원 조정 등

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정보화 관련 일반·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

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시도별, 시군구별, 인구규모별로 정보격차가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활용

부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처별, 부문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통한 행정능률

의 향상과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절차 혁신을 위한 업무 BPR 등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

으며, 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보화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자치단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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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정보화수준불평등계수

구 분
정보화 수준 불평등 계수

2000년 2001년 2002년

정보화수준(종합) 0.136 0.128 0.096

정보화지원부문 0.406 0.262 0.283

정보화투자부문 0.275 0.381 0.309

정보인프라부문 0.115 0.114 0.106

정보화조직/인력부문 0.133 0.220 0.267

정보화활용부문 0.275 0.155 0.092

※자료 : <2002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행정자치부,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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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규모별·업종별기업간정보격차

1. 개요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산업과 기업에도 막대한 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정보화란 정보화 인프라 기반 위에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조직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정보화는 이제 업무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

감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업무 혁신 등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기업정보화는 1990년대 초부터 선도기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

어서며 중소기업까지 정보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보화 과정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산업이나 업종 간에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격차는 자금과 인력 등의 자원 수준이나 경쟁력 차

이와 더불어 정보화 인프라, 마인드, 정보화 응용 및 활용 등 정보화 측면에서도 수준 차이가 현저

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과 전통산업의 IT화

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균형 있는 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정보화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

이 중요하다. 

이에 기업정보화지원센터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정보통신부 주최로 체계적인 정보화 수준평

가 방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객관적인 정보화 수준을 진단, 평가하는‘기업정보화 수준평가’를 수

행해 오고 있다. 2003년에는 업종 및 종업원 수를 이용한 층화추출을 통해 국내 600여개 기업에

대해 정보화 수준평가를 시행하 으며, 또한 정보화 실태나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2004년 4월 2,000여개 소기업과 500여개 중·대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수

준평가를 수행하 다. 본 절에서는 수준평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화를 진단하는 주요지표별로

기업 규모별 정보격차를 비교해 보고, 구체적으로 종업원 규모, 매출 규모, 업종별 정보화 수준의

격차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보화주요지표별격차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기업정보화 수

준을 비교하기 위해 PC 도입률과 PC 업무활용률 등의 기초적인 정보화 지표를 중심으로 정보화

격차를 비교해 보았다.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은 PC 및 인터넷 도입률과 PC 업무활용률이 거의 100%로 기초적인

정보화 도입은 완료되어 있으나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PC나 인터넷 등의 기초적인 인프라

는 대부분 도입되었으나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며, 특히 종업원 5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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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우는 PC 및 인터넷 도입률이 40% 수준에 업무활용률도 20% 정도로 기초적인 정보

화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정보화 주요지표는 정보화 인프라 및 응용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본 격차로 실제

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보화 전략, 마인드, 활용도 등 질적

요소에 의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기업정보화 수준평가’는 기업 정보화의 양적, 질적 지표를 각각 6대 13대 역으로 체계

화하고 업종, 규모별 특성과 정보화 환경 변화를 반 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정보화 점수

를 산정하고 있다. 

‘2003년 기업정보화 수준평가’조사결과 2003년 국내 기업의 전체적 정보화 수준은 100점 만

점에 51.20점으로 전년도 50.92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1997년 조사한 이래 지속적인 상승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16.89점에서 16.63점으로 소폭 감소하 고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규모별 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간에도 종업원

1,000명 이상 또는 매출 5천억 이상의 우량기업과 나머지 기업간의 정보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보

화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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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주요지표별기업간격차현황 단위:%

※주 : 업종에 따라 대, 중, 소기업으로 나누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종업원 수에 따라 분류하 음
※자료 : <정보화 수준현황 조사결과보고서>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 5

구분 기초 정보화 지표

규모 종업원 수 PC 도입률 PC 업무활용률 인터넷 사용률

대기업 300명 이상 99.7 100.0 100.0

중기업 50-299명 99.5 98.7 99.5

소기업 5-49명 88.9 67.1 88.9

소상공인 1-4명 44.7 21.2 40.4

<그림 2-3-1> 연도별기업정보화수준평가결과

※자료 : <2003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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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별정보화수준격차

가. 종업원수규모에따른정보화수준격차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8개 집단으로 나누어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인 기업들의 평균은 65.41점, 10명 미만의 기업들은 32.61점으로 나타나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정

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 수준과 직원 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

과에서도 35.8%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정보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보화 점수가 57.15점, 50명에서 300인 미만 중기

업은 44.26점으로 대기업과 중기업간 13.91점의 점수차가 나고 있으며, 50명 미만의 소기업의 정

보화 점수는 37.93점으로 중기업과 6.33점의 점수차가 나고 있다. 즉 중기업과 소기업간의 정보격

차보다 대기업과 중기업간의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 대기업과 중기업간의 정보화 수준의 질적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매출액규모에따른정보화수준격차

매출액을 기준으로 7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높을수록 정보화 수준은 상

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기업에서는 정보화 수준이 70점 내외로 매우 높

은 반면 5백억~5천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50~60점 내외, 1백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40점 내외의 낮

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매출액과 정보화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7.3%의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 매출액이 클수록 정보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우량기업과 그 이하의 일반기업간의 평균 정보화 점수 격차를 비

교해보면, 2002년 18.24점에서 2003년에는 25.79점으로 정보화 격차가 7.5점이나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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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종업원수규모에따른기업정보화수준

종업원 수
2002년 2003년

평균(점수) 기업수(비율,%) 평균(점수) 기업수(비율,%)

1000명 이상 60.94 70(13.7) 65.41 71(11.8)

500-999명 55.99 74(14.5) 57.04 29(4.8)

300-499명 54.55 55(10.8) 48.17 65(10.8)

평균 57.33 199(39.0) 57.15 165(27.4)

100-299명 44.29 89(17.4) 46.85 127(21.0)

50-99명 42.41 77(15.1) 40.98 100(16.6)

평균 43.42 166(32.5) 44.26 227(37.6)

20-49명 43.11 63(12.4) 40.81 93(15.4)

10-19명 41.03 60(11.5) 37.91 69(11.4)

5-9명 34.89 22(4.3) 32.61 50(8.3)

평균 41.00 145(28.2) 37.93 212(35.1)

※자료 : <2003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 2



그리고 각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평균 6.61점이 상승한 반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대부분은 정보화 수준이

정체 또는 소폭 개선에 머물 고,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오히려 2.41점이 떨어져 소기업의 정보

화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우량기업과 다수의 기업간의 정보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부문의 양극화 현상

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업종별정보화수준격차

가. 4대업종별기업정보화수준

업종별로는 금융업(56.98점), 유통·서비스업(51.50점), 제조업(48.67점), 건설업(44.46점) 순

으로 나타나 금융업과 유통·서비스업의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002년 대

비 4대 업종 중 제조업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 내수 비중이 높은 유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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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03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 2

<표 2-3-3> 매출액규모에따른기업정보화수준

<그림2-3-2> 매출액에따른기업정보화수준변화 (2002~2003년)

매출액
2002년 2003년

평균(점수) 기업수(비율,%) 평균(점수) 기업수(비율,%)

5조원 이상 68.89 9(1.8) 78.39 11(1.9)

1조원 이상 66.64 15(2.9) 69.51 23(4.1)

5천억원 이상 58.04 22(4.3) 62.96 16(2.8)

1천억원 이상 53.53 93(18.2) 54.70 90(15.7)

5백억원 이상 48.34 59(11.6) 49.96 47(8.3)

1백억원 이상 45.25 146(28.6) 46.00 121(21.3)

1백억원 미만 40.85 166(32.6) 38.44 259(45.7)

※자료 : <2003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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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경 환경 악화로 정보화 의지도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수준이 소폭 하락하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보화 격차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통/서비스업이 18.3점으로 가

장 크며, 건설업이 11.49점으로 가장 작게 조사되었다. 또한 2002년과 비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격차는 제조업에서 0.63점이 감소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 폭이 가장 컸으며 금융업은

0.45점이 증가해 오히려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12대업종별기업정보화수준

12대 세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은행/증권업이 그 다음을 차

지하 다. 정보통신업이나 은행/증권업은 정보화를 통한 소비자와의 직접적 대면이 활성화 되면

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는 건설업이 50.64점으로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았고 중소기업에서는 도소

매업이 37.5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 위주의 거래 관행과 기업간 정보

화 부재로 인해 정보화 추진이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격차는 도소매 업종에서 27.07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할인점, 홈쇼핑 등 대규모 신유통 업체와 전통적인 중소규모 도소매 업체로 이

루어진 이중적 산업 구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 중에 가장 정보화 수준이 높은 정보통

신 업종의 경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21.19점으로 매우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정보화 수준도 낮아 타 업종에 비해 정보격차가 낮게 나타났다.

‘기업정보화 수준평가’에 나타난 정보화 격차의 주요한 결과는 전반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는 좁혀지고는 있으나 종업원 수나 매출 등의 규모가 매우 큰 우량기업군과 이와 반대

로 종업원 50인 미만의 매출 규모가 작은 소기업간의 정보화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정보화의 양극

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자금이나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도 양적 측면의

정보화 인프라는 대부분 도입되어 있어 정보화 활용을 높이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기본적 정보화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정확한 정보화

수준 진단에 따른 맞춤형의 효과적인 지원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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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12대업종별기업정보화수준 (단위:점)

구분
제조 건설 금융 유통/서비스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석유/
화학

목재/
비금속

섬유/
식음료 건설 은행/

증권
보험/
기타 도소매 운수 정보

통신
기타
서비스

대기업 56.59 54.42 57.71 55.05 56.91 50.64 66.47 59.14 64.64 57.50 67.37 55.70

중소기업 44.49 43.38 43.08 38.63 39.49 39.15 44.85 45.61 37.57 39.12 46.18 43.91

정보화 격차(A-B) 12.10 11.04 14.63 16.42 17.42 11.49 21.62 13.53 27.07 18.38 21.19 11.79

※자료 : <2003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 2



제2절중소기업의정보화수준

1. 개요

전체 사업체수의 99.8%, 총 고용의 86.7%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발전 및 경쟁력 창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원부자재 및 유가의 급등 등으로 경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가장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정보화’

이다. 정보화는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기업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

으로써, 기업성장의 새로운 추진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태생적 한계( 세성, 열악한 근무환

경, 불투명한 기업 비전 등)와 함께 좀처럼 도약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성공전략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게 있어 도전의 기회이자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는 정보화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및 현실태는 여전히 취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중소기업정보화경 원(www.kimi.or.kr)에서는 매년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정보화를 통한 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

가적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올해‘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

업의 정보화 수준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올해부터 새로이 추가된 4개 산업(건설, 도·소

매, 운수 및 정보통신)과 중소기업 외의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의 정보화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고찰과 분야별 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중소기업

의 바람직한 정보화 추진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2004 중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의주요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정보화 수준은 47.91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의 6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평가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정보화 전략수립’은 43.61점, ‘정보화 추진환경’은

30.70점, ‘정보화 구축현황’은 51.83점 및‘정보화 활용효과’는 55.43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기업은 운수업(73.67점)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고 제조업(67.91점)이 가장 낮은 반면, 중소기

업은 정보통신(49.84점)이 가장 높고 운수업(42.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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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단계를 <그림 2-3-3>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정보

화 수준은 평균 47.91점으로 업무효율화 단계, 그 중에서도 성숙기 후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대기업(70.23점)의 경우 이미 지식정보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한 외국계

기업(52.89점)은 중소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조직전략화 도입기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업무효율화 단계에 속해 있으나 일부 정보화 선도기업의 경

우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지식정보화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조직전략화 성숙단계 또는 지식정보화 단계에 도달해 있어 빠른 발전모습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기업과도 상당한 정보화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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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2004 기업정보화수준평가결과 (단위:점)

<그림 2-3-3> 중소기업의정보화추진단계

<그림2-3-4> 기업정보화추진단계별분포 (단위 : %)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정보통신 계

대 기 업 67.91 72.30 69.52 73.67 73.06 70.23

외국계기업 53.03 46.25 52.86 53.49 55.18 52.89

중소기업 48.72 44.67 45.38 42.79 49.84 47.91

기반구축 업무효율화 조직전략화 지식정보화

도입 성숙 도입 성숙

0점 30점 50점 70점 100점

정보화수준

60

40

20

10

기반구축

0.6

22.9

37.6
32.7

26.3

45.2

4.2

11.4
14.4

41.1

1.2 2.9

54.7

4.8
0 0 0 0

업무효율화
-도입-

업무효율화
-성숙-

조직전략화
-도입-

조직전략화
-성숙-

지식정보화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대기업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3. 주요부문별정보화격차실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여전히 가장 취약한‘추진환경’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할 부문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정보화 격차가 가장 큰 반면, 제조업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정보통신업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기업

의 경우는 운수업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운수업

이, 외국계기업은 건설업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과의 격차에서 제조업이 가장 우수한 반면 운수업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71.8% 수준으로 가장 격차가 작은 반면,

운수업(대기업의 58.1%)과 건설업(대기업의 61.8%)은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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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중소기업의정보화수준비교 (단위 : 점, %)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현황 활용효과 정보화수준

중소기업
(외국계대비)
(대기업대비)

43.61
(96.7)
(72.3)

30.70
(86.9)
(45.1)

51.83
(85.7)
(71.9)

55.43
(93.3)
(75.0)

47.91
(90.6)
(68.2)

외국계기업
(대기업대비)

45.11
(74.8)

35.31
(51.9)

60.49
(83.9)

59.39
(80.4)

52.89
(75.3)

대기업 60.30 68.04 72.07 73.91 70.23

<그림 2-3-5> 규모별·산업별기업정보화수준비교 (단위 : 점)

67.91

53.03

48.72

44.67
45.38

42.79

49.84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46.25

52.86 53.49
55.18

72.30
69.52

73.67 73.06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각 부문별로 살펴보자면, ‘전략수립’부문1)의 경우 제조업이 대기업과 격차가 가장 작고, 운수

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추진환경’부문2)에서는 운수업의 수준이 가장 취약하고 제조

업의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3-6, 2-3-7> 참조).

‘구축현황’부문3)에서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작은 반면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활용효과’4) 부문에서는 정보통신업의 경우 대기업과

의 정보화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3-8, 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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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기업별·산업별정보화전략수립부문비교 (단위 : 점)

58.53

45.86

43.98

40.88

40.50

45.05

43.41

39.06

42.27

48.05

44.00

62.11

58.50

65.68

61.41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1) 정보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여부, 정보화 투자타당성 분석 유무, 최고경 자 및 임직원의 정보화 지원의지와 관심도 등을 포함
2) 정보화 추진을 위한 담당(또는 전담)조직 및 인력 편성률, 정보화 투자규모 및 수준, 정보화 교육수준 등을 포함
3) HW 보급 및 유지수준, 네트워크 구축 및 운 수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수준,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
4) 정보시스템의 업무활용효과 수준, IT기능의 활용효과 정도, IT도입 효과 등을 포함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그림 2-3-7> 기업별·산업별정보화추진환경부문비교 (단위 : 점)

64.40

35.84

32.47

24.05
28.64 15.21

34.21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7.08 29.55

42.50
36.48

69.73 68.83 68.41
75.91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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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기업별·산업별정보화구축현황부문비교 (단위 : 점)

67.63

59.41

52.28

46.70 47.83
51.34

56.63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55.06

63.27 62.52
65.60

73.23
75.35 75.00

78.32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그림 2-3-9> 기업별·산업별정보화활용효과부문비교 (단위 : 점)

74.15

60.13

56.25

51.07
52.69

49.98

54.40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56.04
60.24 58.96 58.97

77.00

69.01

78.38

71.76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그림 2-3-10> 중소제조업의정보화수준연도별추이 (단위 : 점)

중소제조업 정보화수준

대기업대비

외국계대비

2002년 2003년 2004년

48.60

49.22

48.72

91.9%

84.2%

73.6%

69.9%
71.8%

※자료 :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4



2004년 중소제조업의 정보화 수준(48.72점)은 지난해 49.22점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 대비 지난해 69.9% 수준에서 올해는 71.8%로, 외국계기업에 비해서는

지난해 84.2%에서 91.9%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대기업 역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의

향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아진데 기인하며, 또한 중소제조업 중심의 정부의 지원 노력과 다양한 정

책의 개발과 지원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가 가시화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4. 주요시사점및결과요약

가. 규모에따른산업별정보격차뚜렷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산업별 평균 정보격차는 22.32점으로, 운수업(30.88점)에서 가장 크고, 제

조업(19.19점)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규모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정보화 격차가 지난해 21.15점에 비해 1.9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

로 실시·주도해온 중소제조업 중심의 다양한 정보화 지원책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나. 양적성장은주춤, 질적수준은개선

중소제조업의 경우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대내외 경제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전체 정보화 수준

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정보화 추진을 위한‘추진환경’부문은 지난해 29.06점에서 올해 32.47점

으로 3.41점 향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전략수립’부문의 하락폭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의 향으로 5.86점(49.83점~43.98점)으로 크게 나타나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하락을 주

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구축현황’및‘활용효과’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국 2004년 중소제조업의 정보화 수준 결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보화 추진의지 및 인식,

정보화 투자규모,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의 양적 지표는 다소 둔화 또는 감소한 반면, 정보화 조직

및 인력 편성률, 정보시스템 활용수준, 정보화 효과 및 성과 제고, 정보시스템 사업연계 등의 정보

화 추진과 활용상의 질적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 정보시스템활용수준질적향상뚜렷

올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수준은 단위업무 및 개인업무 중심의 정보화 활용을 넘어 기업내

통합과 기업간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질적으로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결

과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 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고 기업들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보화가 중소기업경 과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용·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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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는 대내외 경 여건이 계속해서 침체와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이

미 도입·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운 ·관리와 이의 활용에 집중함으로써 정보화의 질적 수준을 향

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라. 중·대규모기업, 경기대응력수준취약

규모별 정보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종사자 수 50

∼299인의 중규모 기업과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하락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정보화 수준이 약간 향상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경 자원의 제약과 한계 등으로 대내외 경기변동에 크게 향을

받을 만큼의 경 여건이 여유롭지 못한 반면, 한창 양적·질적으로 발전과 성장일로에 놓여있는

중규모 및 대규모 기업의 경우 다소 여유가 있는 경 여건이 대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 「성과에대한불확실」이가장큰정보화저해요인

71.8%의 중소기업이 정보화 추가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가

운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성과에 대한 불확실’(56.2%)과‘비용 부담’(45.9%)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반면‘업무처리 효율성 향상’(68.8%) 및‘생산성 향상’(52.9%)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은 정

보화를 추가로 도입하고 정보화 투자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그동안 가장 취약했었던‘정보

화 추진환경’수준의 비약적인 도약에 있다 하겠다. 아울러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중소

기업의 정보화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질적 성장으로 그 추진방

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비록 경기침체로 인한 소극적·어부지리격으로 정보화 격차가 다소 감

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즉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수준 향상이 드라이브됨으

로써 정보화 격차 해소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태생적 한계의

극복과 함께 더욱 공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여전히 인력난과

자금부족, 정보화에 대한 불확신 등의 난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유일무이한 방

법이 될 수도 있다. 

지식정보화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우수한 자들이 열등한 자들을 뒤로 하고 앞서가는 우

열의 법칙이 아니라, 최고와 1등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이다. 결국 안팎

으로 여건이 불리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으로서는 최고와 1등이 되기 위한 도전과

과제를 남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는 노력과 투자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격차의 문제는

향후 내가 남보다 앞서느냐 뒤쳐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문제이기 때

문에 그 절실함은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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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통신기반격차현황

1. 국가간정보격차지표

국가간 정보격차는 2000년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세계정보화에 관한 오

키나와선언’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UN, World Bank,

ITU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정보통신 선진국들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많

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WSIS 2003’을 개최하여 정보격차

해소라는 단일주제로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 정보화에 있어 걸림돌인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 다. 먼저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살펴

보면 정보격차의 개념자체를 정보 인프라의 접근 유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가능성, 인터넷 접근을 위한 비용수준, 인터넷 활용수준 및 인터넷 접근을 위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네가지 요소로 접근을 하고 있다(OECD, 2001: 12∼23). Global Forum에서1) 역시 정보통

신 기술의 효과적 사용정도의 격차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World Bank(2001)의 경우 이를 바탕으

로 하여 기술투자 자본의 효과적 운용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2) APEC3)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정보기술 격차로 접근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Choi(2001)는4) 이러한 국

가간 정보격차를‘정보기기(information device)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접근을 하고 있다.

2. 대륙간정보통신기반격차현황

이러한 국가간 정보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PC, 유선전화회선, 모바일 전화 등

의 정보화기반 격차에서 볼 수 있다(<표 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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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UNDP, OECD, World Bank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2000년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Exploiting the Digital Opportunity for
Poverty Reduction: http://www.oecd.org/dac/digitalforum/) 

2) 자세한 내용은 (http://www.worldbank.org/html/prmge/digitaldivide/digitaldividelinks.html) 참조.(This index covering specialized topics
such as social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education, and population projections. In addition, it provides the full contents of
the WDI book, and some quick reference tables on GNI per capita, country classification etc.) 

3) APEC의 경우‘Digital Divide’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Digital Disparity’혹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Digital
Dividend(정보혜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 이 자료는 2001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개최된‘2001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Conference’발표문이다.

<표 2-4-1> 대륙별정보통신기반격차현황 (단위 : 명)

지역 이동전화 보급 현황 PC 보급률 유선전화 보급률
아프리카 6.16 1.38 3.01
아메리카 33.80 28.95 34.12
아시아 15.03 4.45 13.64
유럽 55.40 21.44 41.00
오세아니아 54.45 42.40 40.76
세계전체 21.91 9.91 18.76

※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이 표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는 정보통신의 모든 분야에서 모두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대륙의 경우에도 정보화의 편익에 있어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륙별 100명당 이동전화 보급 현황<그림 2-4-1>에서 나타나듯이 이동전화 이용률에 있어서는

유럽이 전체 평균 21.91%를 훨씬 웃도는 55.4%로 나타나고 있어 대륙별 이동통신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국가군별 정보통신기반 편재 현황<표 2-4-2>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특정 국가들이 이동전화 활용에 있어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륙별 100명당 PC 보급 현황에서도 이러한 편재현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와 아

시아의 경우 PC 보급률이 세계 전체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반면에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의 경

우 상당히 높은 PC 보급률로 세계 PC 보급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군별 정보통신기반 편재 현황<표 2-4-2>에서 알 수 있듯이 DAI 상위군 국가가 전체 PC 보급

의 7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편재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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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대륙별 100명당이동전화보급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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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대륙별 100명당PC 보급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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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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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 현황<그림 2-4-3>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선전화의 경우 유럽과 오

세아니아의 높은 보급률과 대비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 그 열악함이 심한 것을 알 수 있

다. 정보통신기기에서 유선전화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이용 및 통신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큰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반의 경우도 특정 국가군들과 특정 대륙들에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세계 전체 이용자 1,341백만명 중 아메리카와 유럽의 사용자 비율이 54.4%를

나타내고 있고 PC의 경우는 전체 589백만대 중 이들이 69.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3년 ITU 자료 기준). 

2003년도 ITU에 의해 발표된 DAI(Digital Access Index)는 각국의 정보기기 보급 현황, 이용환

경, 활용환경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DAI를 점수화 하여 그룹화 하 다. 이중 25개국을 DAI 상위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들 국가들이 전체 이동전화와 PC 보급수, 유선전화 가입자 수 중 차지

하는 비율이 <표 2-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6%, 74%, 45.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정보화에 있어 일부 정보선진국들만이 정보화의 편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국가간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보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통신기반 인프라가 특정지역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국가간정보통신기반상의심각한격차현상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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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대륙별 100명당유선전화보급현황 (단위 : 명)

<표 2-4-2> 특정국가군별정보통신기반편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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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DAI 상위군 국가 :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홍콩, 핀란드, 타이완, 캐나다, 미국, 국,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룩셈부르크,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바니아, 이스라엘(국가 순서는 DAI 순위별임)

※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지역 이동전화 이용자
(2003)

PC 보급
(2003)

유선전화 가입자
(2003)

세계 전체 보급수(백만) 1,341 589 1,147

보급률
(%)

아메리카와 유럽 54.4 69.2 53.7

DAI 상위군(25개국) 46.3 7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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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정보통신이용격차

1. 정보통신이용의격차

정보통신기반 격차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국가간 정보격차의 중요한 단면인 정보통신 이용 격

차는 단순한 기기의 보급이 아닌 정보사회의 편익향유와 정보통신을 활용한 경제 활동상의 격차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김성태 2003). 

이러한 정보통신이용 및 활용상의 현황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인터넷 이용자 수와 2003년에 발

표된 DAI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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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자료 :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ITU

<표 2-4-3> 세계인터넷이용자분포현황

<그림2-4-4> 인터넷이용자의대륙별분포 (단위 : %)

지역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현황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천명) 대륙별 인터넷 이용자수 비율 (%)

아프리카 1.48 12,123 1.9

아메리카 25.93 219,328 32.9

아시아 6.74 234,406 34.9

유럽 23.73 188,997 28.4

오세아니아 37.63 11,825 1.9

유럽, 아메리카 - 408,325 60.5

DAI 상위국가군 - 448,774 66.5

세계전체 11.07 675,678 100

34.9

1.9 1.9

32.9
28.4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2. 대륙별인터넷이용편차

2003년 기준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는 675,678천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003, ITU), 인터넷 이

용자의 대륙별 분포도<그림 2-4-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륙별 인구 수에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의 격차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대륙별 인구 수를 감안한 인터넷 이용률을 보아야

하는데, 대륙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그림 2-4-5>에서 볼 수 있듯이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대륙,

유럽의 인터넷 이용률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그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세계 인터넷 이용자 분포 현황<표 2-4-3>에서 볼 수 있듯이 DAI 상위국가군들의 세계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 차지비율이 66.5%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국가들이 세계 전체 인터넷 이용

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상의 국가간 격차는 국가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표 2-4-4>에서 볼 수 있듯

이 그 불평등 지수가 2003년 기준 0.61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GINI)계수를 활용한 국가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평등관계

를 뜻하는 45。대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연도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3년 기준 0.618은 아직도 인터넷 이용에 있어 국가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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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국가별인터넷이용률지니계수

1999년 2001년 2003년

인터넷이용률 격차지수 0.728 0.663 0.618

<그림 2-4-5> 대륙별인터넷이용률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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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2003년 각 국가들의 개인들이 ICT의 이용과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I(Digital Access Index)를 개발하여 178개국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화 최상위군(high), 상위군(upper), 중진군(medium), 하위군(low)으로 서열화해 했다.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활용한 격차지수는 0.287로 나타났으며 지니계수를 이용한 DAI 격차

도 <그림 2-4-7>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간 정보격차의 현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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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지니계수를이용한국가간인터넷이용률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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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보편적서비스제도운 및확대

1. 보편적서비스제도의개요및의의

가. 개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

한(affordable)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1)‘모든

국민’이라 함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의 고저, 장애의 유무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언제, 어디서나’는 도서, 산간지역 등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

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적정한 요금’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며(또는 동일하며),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요금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내음성전화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 하여 왔다. 과거 독점시대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법·제도 없이 독점사업자에

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의 시외전화, 국제전화와 같은 타 서비스

의 흑자로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상호보조체계를 통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를 운 하 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내와 시외 및 국제 부문이 분

리되고, 각 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서비스간 상호

보조를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경쟁이 도입된 시외와 국제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

비스의 손실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내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쟁력은 시외 또는 국제전화만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비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내전화

부문에서도 신규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손실에 대한 분담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신규사업

자는 고수익·저비용 지역에만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 스키밍(cream-skimming)현상

이 발생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게 된다. 사업자간 보편적 서비스 분담체계가 공정하게 정립되지

못한다면, 시내와 시외 및 국제전화 부문 모두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게 될 것이

며, 이는 다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990년대 이

후 각국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

이며 경쟁중립적인 손실보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쟁체제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정립

하기 위해 명시적 보편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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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는「The Universal Service Directive」(2002)에서 보편적 서비스를‘the provision of a defined minimum set of services to all end
user at an affordable price’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은‘the provision of basic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to all end-users
in the UK, Oftel's Consultation, 2003. 3)로, 미국은‘to make available to all the people of the USA a rapid, efficient nationwide and
worldwide wire and radio communications services with adequate facilities at reasonable charges’(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의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해당 서비스의 보급률 증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기본적 통신권

보장, 외부에 따른 시장실패 보정,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운 목적의 하나는‘모든 국민의 기본적 통신권 보장’이라는 사

회적 형평성 달성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역적으로 통신서비스 제공비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

적으로 동일한 시내전화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지역간 균일한 요금체계는 저

비용 지역의 이용자가 고비용 지역을 보조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서 망외부

성(network externality)이란 통신망에 새로운 이용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이용자들이

더 많은 통신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편익이 더욱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화외부성(call

externality)이란 착신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통화를 함으로써 편익이 증대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도출된 서비스 이용규모는 사

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저렴한 시내전화서비

스 요금을 부과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산간·벽지·도서와 같은 고비용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유사한 요금

(또는 동일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2. 통신환경변화와보편적서비스제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보, 수요변화, 사회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다.2) 정보통신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동전화서비스와 인터

넷을 통한 데이터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여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체재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유선의

음성전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9년에 이

동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추월하 으며, 2000년에 데이터 트래픽이 음성 트래픽

을 추월하 다. 

또한 오늘날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인터넷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

한 공평하고도 손쉬운 접근의 보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문제를 시장기능 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같

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affordable) 가격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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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유럽 등의 통신선진국에서는 일정기간마다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내의보편적서비스제도및현황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199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보편적 서

비스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 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범위

및 사업자에 대한 의무 등의 내용이 구체적, 명시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시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의무를 부여하 으며,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제공사업자 지정, 손실보전 및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

업법시행령에 위임하 다. 이후 1999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제공사업자의 지정방법 및 손실보전의 원칙 등을 규정하 다. 

사업법 개정 이후 시행령이 제도적으로 구비되면서 1999년 12월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을 거쳐서「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및「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고시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에는 해당고시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내전화 손실금 상한규정의 폐지, 손실보전률 조정

을 통해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금 보전률 조정, 공중전화 서비스에서 자급제 공중전화

를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분담에서 제외하 다. 또한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개정을 통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

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손실금 분담액을 가중하여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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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보편적서비스의운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제공범위
(보조범위)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무인제), 선박무선, 도서통신, 긴급통신(112, 119 등), 복지통신(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할인)

제공사업자 선정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KT 지정
·긴급통신, 복지통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지정

제공방식
·특정 계층에 국한하여 제공하는 방식(targeted subsidy): 복지통신
·고비용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방식(high-cost area subsidy):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무인제), 선박무선, 도서통신, 긴급통신

손실금 산정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비용/수입 비율이 110% 이상인 지역의 소요비용 중 무형의 편익을
일정비율 반 (시내전화 10%, 공중전화 30%)하여 차감한 금액을 최종 손실금으로 산정하고,
손실금의 일정비율(50%)만 보전

·선박무선: 경 효율화 목표치를 반 하여 손실금 산정
·도서통신: 무선구간의 비용만을 소요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실금 산정
·긴급통신·복지통신:의무만 부여하고 비용보전은 없음(pay or play 원칙 적용)

재원조달 ·가상기금(virtual fund) 방식: 정부 통제 하에 사업자간 정산

손실금 분담사업자의
범위 및 분담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
-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중 가능

면제기준 ·직접제공사업자, 정책적지원의필요성이있는사업자, 매출액이일정규모이하인사업자는분담의무면제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4.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보편화

전술한 바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수요변화에 따라 변화하

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적용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동통신 및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급증에 따라 기본적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음성전화 이상으로 확

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질을 결정하는 중

요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해소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기능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등과 같

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 초고속인터넷보편화관련정책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다각도에서 진행 중이다. 1994년「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통

신망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3단계 계획이 끝나는 2005년에는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의 초

고속 인터넷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의 개정에 따라

KT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5년간 초고속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전국에 하향 1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KT에 부과

하 다. 이외에도「Cyber Korea 21」의 정책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의 학교, 우체국에 위성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000만명 정보

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주부, 군인 등의 인터넷 교육 지원, 우체국, 사회복지관, 장애

인·노인관련단체 및 기관, 지역도서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아동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양한 법적근거에 따라 특정계층 및 기관에 대해 초고속 인터

넷 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계층을 지향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나. 초고속인터넷보편화해외사례

2002년 7월 미국의‘연방·주 합동위원회(Joint Board)’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신

규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포함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 으나 통신법의 보편적 서비스 선별기

준상 현 시점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화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access)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자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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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통신법은 보편적 서비스의 판단기준으로 (i) Essential to education, public health or public safety, (ii) Subscribed to by a substantial
majority of residential consumers, (iii) Being deployed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in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iv)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를 두고 있다.



스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FCC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는 중이다.4)

2003년 3월 국의 Oftel은 EU 통신제도의 변화를 반 하여5) 저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

비스에 포함하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자문서를 발간하 다. Ofcom은

2004년 중에 구체적인 속도, 비용 등의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기준속도는 2.4kbps,

24kbps, 28.8kbps, 33.6kbps, 56kbps 등이 고려되고 있다.6) 이에 대해 BT는 의무 속도가

28.8kbps로 결정되는 경우 현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3%의 이용자를 위해 비용보전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세금감면, 재정지원, 저리융자 등과 같은 각종 지원 정책

을 펴고 있는 국가는 많이 있지만 가구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편화를 위해 명시적 제도를 도입

한 국가는 없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성장기이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보

급 확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포화기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보편화를위한검토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하여 다양

한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시행 중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제도 시행을 위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이 검토되어야 한다. 

법적 측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제3항의 고려사항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정도, 전기통

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증진, 정보화촉진에 대한 검토이다. 정보통신기

술은 일정수준의 품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전국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보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가 필수적·기본적 서비스라고 판단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급이 이루어져 있고, 공익·사회복지·국가정보화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해당서

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은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제

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편적 역무 지정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미칠 향 등에 대한 검토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왜곡의 가능성을 주로 판단하는 것이다.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는 보편화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규정 및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 제공사업자의

선정, 의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의 합리적 산정방안, 효율적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경

쟁중립적 분담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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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은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학교, 도서관, 시골 의료기관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e-rate’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의 일환이나 이는 모든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보편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위한
보편화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5) 2002년 EU는 통신제도와 관련하여‘Framework Directive’를 포함하여 5개의 지침(Directive)을 발표하 다. 새로운「Universal Service
Directive」(2002/22/EC)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통신서비스 범주에「functional internet access」를 포함하 다. ‘functional
internet access’를 위한 명시적 속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56kbps 정도의 저속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국은 2003년 말 통신, 방송, 전파 등과 관련된 규제기관들을 통합하여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를 발족하 다.



제2절정보화취약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1. 추진현황

최근 인터넷 뱅킹, 수능방송 시청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등 이용 환경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의 초고속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가. 농어촌지역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2002년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의 주요 지역에 1Mbps급 이상의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 으

며, 2003년에는 100가구 이상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마을에 초고속망을 확대 보급하여 전체 농어

촌 가구 347만중 93%인 323만가구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다.

나. 위성인터넷서비스제공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하향 1Mbps 정도의 속도를 제공하며 상향은 케

이블 모뎀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서비스 하는 방식으로 오지 또는 원거리 소규모 마을 또는 독립가

옥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경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제약 요

건으로 작용해 왔던 요금체계를 2001년 6월부터 월 30,000원의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

편하여 요금 부담없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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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농어촌지역초고속인터넷구축현황

구분 초고속망 구축 대상
초고속 인터넷

전체 농어촌가구 이용가능가구 가입가구

2002년 200여개 모든읍및
1,200여개 모든면의주요지역 347만 307만

(89%)
130만
(37%)

2003년 100가구 이상이거주하는모든지역및
시설구축이용이한지역 347만 323만

(93%)
163만
(47%)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표 3-1-3> 위성인터넷서비스요금체계개편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성망이용료 (20,000원)
+ Kornet 접속료 (3,900원)
+ 014XY요금(종량제로부과)

30,000원 월정액 ADSL Lite와 같은요금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다.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농어촌 지역에는 거주자의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적어 수익성

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농어촌(읍·면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재정융자특별예산으로 통신

사업자의 농어촌 지역 초고속 공중망 시설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광역시 및 중소도시 등 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로서

2,000억원을 지원하 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980억원을 지원하 으며, 2004년에는 700억원을 지원하여 50가구 이상의 농어촌 마을

70,000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2. KT의초고속망구축의무수행

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공익성보장고시제정

2001년 1월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5년까지 KT의 공익성 보장을 위

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및 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인 제공을 의무화하는「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보장에관한고시」(제2002-4호, 2002년 1월 22일)를 제정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을 의무화 하 다.

이에 따라, KT는 2005년까지 모든 농어촌(읍면)지역에 1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망을 구축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유선방식 또는 위성을 이용한 무선

방식이나 유무선 혼합방식 등을 활용하여 초고속망을 구축하도록 의무화 하 다. 한편 KT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년도 구축 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부의 승인

을 받고, KT는 승인받은 내용에 의거 초고속망을 구축한 후 매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망 구축 현황

을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KT에농어촌초고속망구축의무부여

2002년 1월에 제정된「한국전기통신공사의공익성보장에관한고시」에 따라 2002년부터 KT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계획을 심사·승인하 다.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승인한 KT의 농어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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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예산 1,0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800억원 680억원 700억원 500억원 6,180억원

대상 광역시등 중소도시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 -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고속망 구축 내용은 행정단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읍·면의 주요 지역까지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2003년에는 100가구 이상 집 마을까지 초고속망을 확대·보급함으로써 전국 347만 농어촌가구

의 93%인 323만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한편, KT가 관리하는 분기국사 기준으로는 전체 2,850개 분기국사 중 2003년까지 2,219개

(77.9%)까지 초고속망을 구축하도록 하 다.

KT는 2002년까지 모든 읍·면의 주요 지역까지 농어촌 초고속 망 구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으며, 그 결과 2002년말 전국 모든 읍·면의 소재지 등 주요 지역에서 초고 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03년에는 100가구 이상 농어촌마을까지 초고속 인터넷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농어촌 347만 가구의 93%인 323만 가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100가구 미만이라도 광전송로, 옥외함체 등의 시설구축이 용이한 원거리 주거저 도 지

역 363구간에 대해서도 초고속망 시설을 전진 배치하여 37,000회선을 확대 구축하 다.

2004년에는 310구간에 시설 전진 배치를 통하여 14,880회선을 추가 확대 구축함으로써 약 6만

세대에서 추가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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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2003년KT의초고속망구축의무

구분
목표 실적

분기국사 전진배치 합계 분기국사 전진배치 합계

커버리지 88.7% 93%(15만 세대)

구간수 107개 355개 462개 102개 363개 465개

회선수 4천 17천 21천 5천 37천 42천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표 3-1-6> KT의초고속망구축현황및계획

구분
2003년말 현재(누계) 2004년 구축계획

구축 미 구축 계 국사 회선수 소요예산

규모 2,757개 67개 2,824개 50개 2,400회선 339억원

<표 3-1-7> KT 시설전진배치를통한지역별구축계획 (단위 : 개)

구분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계

구간 90 55 40 40 20 30 15 15 5 310

회선수 4,320 2,640 1,920 1,920 960 1,440 720 720 240 14,880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제3절정보이용시설구축

1. 추진현황

정보이용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 사업은 지역의 정보화 의지를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정

보화 환경이 취약한 지방의 정보화 촉진 및 국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 다.

2000년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지역에 1개소 이상의 정보이용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2003년말 기준으로 3,527개의 읍면동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4,491개소, 우체국에 설치된

2,786개소 등 8,263개의 무료 정보이용시설이 설치되어 99.5%의 설치율을 달성하 다. 

2. 정보이용시설구축을통한지역정보화추진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지역정보화 사업은 크게 4단계로 추진되어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지역정보 DB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 사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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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전국의무료정보이용시설현황

구분 읍면동수

이용시설수 설치현황
미설치
지역지자체

우체국 계 읍면동 설치율(%)
자체분 정통부 지원

서울 522 545 5 255 805 522 100

부산 221 269 17 141 427 221 100

대구 138 121 17 97 235 135 97.8 3

인천 136 128 22 73 223 134 98.5 2

광주 88 108 4 56 168 88 100

대전 78 96 5 70 171 76 100 2

울산 58 57 9 38 104 58 100

경기 493(2) 498 110 336 944 489 99.2 4(2)

강원 193(5) 166 102 188 456 187 96.9 6(5)

충북 152 722 43 149 914 152 100

충남 207 275 22 210 507 207 100

전북 249 272 154 220 646 249 100

전남 298 245 126 302 673 297 99.7 1

경북 337 267 185 320 772 337 100

경남 314 623 154 291 1,068 314 100

제주 43 99 11 40 150 43 100

계 3,527(7) 4,491 986 2,786 8,263 3,509 99.5 18(7)

※( )는 주민 미거주 지역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2003



이다. 행정, 산업, 생활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군 단위에 설립된

지역정보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45개의 지역정보센터를 지원하 다. 지역정보센터는 지

역의 행정, 공공기관의 장, 지역주민, 대학교수, 기업인 등이 설립한 비 리 사단법인체를 그 성격

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 지역의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이용시설 설치 지

원사업을 통한 지역정보화사업 단계이다. 1998년부터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추진주체가 지방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도 자치단체로 한정되었다. 지역정보화 사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행정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지역정보센터의 운 및 관리

에 관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부터는 그 이전에 수행한 사업 성격과는 달리 정보제공 서비스 이외에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과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 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2년간 8개 지자체에 지원

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의 DB구축 사업을 종료하고 정보이용시설 및 정보화교육을 강화한 단계이

다. 이는 정보통신 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정

보이용시설을 강화한 것으로 21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 소

재지에는 PC 10대∼20대 규모의 정보화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을, 동·면 소재지에는 PC 5대 규

모의 2개의 주민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 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PC 30대와 통신장비, 책상,

의자 등의 집기 비품 등을 지원하 다.

네 번째 단계는 정보이용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시기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단계부터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터넷 이용욕구를 충족시키고 언제 어디서

나 정보통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시설을 확대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물리적 시설을

갖춘 곳에 컴퓨터와 통신망을 갖춰 놓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접근센

터(public access point)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전자우편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당 5대 규모의

PC와 프린터, 통신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집지역에

정보접근의 기회를 높이게 되었다. 

2001년에는 전국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전체에 1개소 이상의 정보이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01년 상반기에 30개 지자체에 150개소, 2001년 하반기에 85개 지자체에 400개소

의 정보이용실을 설치하 고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

는 외국인 집지역에 5개의 정보이용실을 설치하여 총 555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 다. 

2002년에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43개소의 정보이용시설과 5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집지역에 5개의 정보이

용시설을 설치하여 총 248개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 다. 

2003년에는 50개 지자체에 120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 으며, 특히 도시빈민을 위한 도시저

소득층 집지역 정보이용시설 10개소를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e-learning

및 정보화교육지원기능 등을 추가하여 기존의 단순한 정보접근시설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실

질적인 정보활용의 장을 제공하 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는 지금까지 설치된 시설이 1차적 정보접근을 위한 장소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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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성을 반 하고 기능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함과 함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 삶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향후 정

보접근시설 구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 다

3. 주요사업현황

가. 정보이용시설구축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은 정보이용시설이 없거나, 지자체나 우체국 정보이용시설이 있더라도

보유 PC가 1∼2대로 실질적인 정보접근환경이 열악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읍면동 사무소, 마

을회관, 공공도서관 등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한 공공장소에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비품을 지원하여 주민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 1,016개소의 정보이

용시설을 설치·지원하 다. 

사업절차는 연초에 사업안내 및 지원지역 신청을 위한 협조공문을 16개 광역시도로 발송한다.

16개 광역시도는 다시 232개 기초지자체로 사업안내와 수요조사를 요청한다. 기초지자체는 읍면

동의 수요를 취합하여 광역시도로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광역시도는 기초지자체의 수요를 취합하

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사업기본계획안에 의거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읍면동을 선정한 후 통보

하고, 선정지역으로부터 협정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기초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

체결 후 해당지자체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비를 지원하여 지자체별로 정보이용시설을 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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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지역정보화사업추진경과

지원연도 사업내용 지원내용 설치지역

1994∼1997 지역정보 DB구축 서버(1), 개발용 PC(1∼2), 통신장비, DB개발 및구축비, 
통신비 및장비유지비 45개 지역(45개 사단법인)

1998∼1999 홈페이지제작
정보이용실설치 서버(1), PC(10), 통신장비, 프린터, 비품 및시설구축비 8개 지역(8개 기초지자체)

2000 정보화교육및정보이용시설 PC(30), 통신장비, 프린터, 비품 및시설구축비 63개 지역(21개 기초지자체)

2001∼2003 정보이용시설 PC(5), 통신장비, 프린터, 비품 및시설구축비 923개 지역(227개 기초지자체)

2004 다기능정보이용센터 PC(20),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빔프로젝트, 통신장비, 
프린터, 비품 및시설구축비 30개 지역(28개 기초지자체)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각년도



나. 다기능정보이용센터구축

정보이용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무료 정보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지

역간 정보접근 격차가 상당수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이용시설은 대부분 1차원적인 시설 제공기능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

민이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지역민의 지식정보사

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경제생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시설이 요구되어 2004년부터는 정보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다기

능 정보이용센터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 다.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는 취약지역에 e-learning 공부방, 디지털 자료실, 멀티미디어 실습실, 상

담실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정보활용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삶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실현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에 추진한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은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과는 달리 설치대상을

자치단체에서 비 리기관으로 확대함과 함께, 체신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안서의 접수 및 심사

를 체신청에서 담당하 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약 4,000만원이며 운 비 및 통신비 등은 해당기관

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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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정보이용시설연도별, 광역별지원현황 (단위 : 개 )

광역
정보이용시설 수(설치지자체 수)

2000 2001 2002 2003 계

서울 - - 5(3) - 5(3)

부산 3(1) - 12(4) 2(1) 17(9)

대구 3(1) 5(1) 8(3) 1(1) 17(8)

인천 - 15(2) 7(3) 22(5)

광주 3(1) - - 1(1) 4(2)

대전 - 3(1) 2(2) 5(3)

울산 - 1(1) 8(1) 9(2)

경기 6(2) 83(14) 15(9) 6(4) 110(31)

강원 6(2) 66(14) 18(4) 12(4) 102(28)

충북 9(3) 33(7) - 1(1) 43(11)

충남 6(2) 15(3) - 1(1) 22(6)

전북 6(2) 105(16) 26(5) 17(7) 154(30)

전남 3(1) 99(22) 10(4) 14(9) 126(36)

경북 3(1) 65(19) 82(18) 35(11) 185(49)

경남 9(3) 63(17) 54(10) 28(8) 154(39)

제주 6(2) 5(1) - - 11(3)

계 63(21) 555(117) 248(65) 120(50) 1,016 (281)

※(  )는 지원 지자체수 이며, 연도별 중복을 제외한 지자체 수는 157개임
※2001년도, 2002년도 외국인 정보이용시설 각 5개소(총 10개소) 포함
※2003년도 도시저소득층 집지역 정보이용시설 10개소 포함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년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지원현황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향후과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정보이용시설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용자의

70% 이상이 생산적 정보활동을 목적으로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 으며, 정보이

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자 만족도는 3.35(5점 척도)로 무료 정보이용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의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12).

또한, 정보이용시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단순히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정보이용시설의 이용을 통한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사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

사회 이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2.81(5점척도)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정보이

용시설구축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접근기회 제공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 음을 알 수 있다(자료 :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의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12).

그러나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일부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전문인력 및 활용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활성화가 미

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은 하드웨어적 접근시설 구축에서 탈피하여 취약계

층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증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그간의 정보이용시설이 지역적, 계층별 특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설치 지원되어

이용효율화 부분에 있어 미진했던 점을 개선하여 이용대상별 기능다양화로 정보이용시설이 특화

및 전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층별 수혜자의 다양한 욕

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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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2004년다기능정보이용센터지원현황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표 3-1-12> 다기능정보이용센터지원내역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지원장비 ·HW : PC 20대, 빔프로젝트 1대, 프린터1대, 스캐너 1대,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네트워크장비등
·SW : 2002, MS-Office XP, 하드보안SW, 교육용SW, 멀티미디어학실습용SW 등 3,600만원

지원금 ·집기 : 책상/의자 구입등
·시설 : 인테리어및이용수칙패널·현판제작 400만원

광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원

지자체수 1 3 2 - 2 1 1 4 3 1 1 4 2 2 - 1 28

지원
개소수 1 3 3 - 2 2 1 4 3 1 1 4 2 2 -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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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장애인·저소득층정보통신기기보급

1. 추진배경

굳건한 정보 인프라에 따른 정보화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정부의 1인 1PC 보급정책은 정부, 기

업, 가정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장애인들과 저소득층 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과 일반인의 정보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컴퓨터 교체주기 단축과 사용년한 종료로 인하여 매년 폐기되는 컴퓨터가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컴퓨터 부품의 일부는 납, 카드늄, 바륨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들로 이루어져 폐

컴퓨터 문제는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장애인들은 지식정보사회에 전혀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폐컴퓨터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함께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에게 중고PC 및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특수 SW를 보급하여 이들의 정보이용 기

회제공과 함께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코자 정부에서는 다

음과 같은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중고PC 보급

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중고PC 보급사업현황및실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중고PC 사업은 1996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에서‘PC 재활용 대

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3월‘PC 재활용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보화기획실에서‘중

고 PC 재이용 방안’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4월‘중고PC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P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체신청, 교육방송

등과 연계하여‘사랑의 PC보급 사업’의 네트워크화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 다.

1999년에는 데이콤에서 중고PC 기증자에게 천리안 1년 인터넷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뎀과

교재도 제공하 다.

중고PC 사업은 2000년에 하이텔, 천리안 등과 협조하여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상설 홍보 코너

를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PC 보내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다. 2001년에는 사랑의 PC

기증 서약식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 고 2002년

에는 전국적인 정비시스템 도입을 위해 서울지역 외에 전국 6개 정비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운

하 으며, 중고PC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고PC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 다. 2003년에는 12개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5개 민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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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참여폭을 다양화 하 다.

또한 2004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대신 관련 민

간단체 지원을 전년도 5개 단체에서 17개 단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함과 함께 금년도 3월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업체가 PC 기증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토대

를 마련하여 수집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 다

중고PC 보급 사업내용은 크게 폐컴퓨터의 수집, 폐컴퓨터의 정비(양품화), 중고PC의 보급 과정

으로 나눌 수 있다. 폐컴퓨터의 수집은 공공·민간 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PC를

기증 받는 것으로 공공·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나 지방체신청에 기증

한다. 또한 폐컴퓨터의 정비는 서울을 비롯한 7개의 정비센터에서 양품화 과정을 거친다. 양품화

는 기증된 폐컴퓨터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폐기되는 부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다. 정비에 필요한 부품은 직접 또는 정비용역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HW 정비, SW 인스톨,

세척, 포장의 단계로 정비한다. 그리고 폐기 부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방의 6개 정비센터는 2002년 4월에 개소하 으며 지방 정비센터를 통해 지방에서 수집되

는 폐컴퓨터를 현지에서 정비하여 보급함으로써 운송비 등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정비센터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비센터 운 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정비센터

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중고PC의 보급은 기관이나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고PC의 보급대상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개인과 고아원 등 복지수용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시설(단체)이

다. 이러한 기관과 개인들은 공문이나 인터넷접수, 전화, FAX 등으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중

고PC를 신청할 수 있다. 중고PC의 보급은 보급대상의 적정성, 신청순서, 시설(기관)의 성격, 활용

도, 신청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보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상은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며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직

접 또는 택배를 통하여 수혜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중고PC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중고PC 사업을 시행하

고 있는 지자체 및 관련 민간단체에 중고PC 수리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3년

도에는 부산광역시청 등 12개 자치단체와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5개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총 1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 으며, 2004년도에는 한국복지정보화협회 등 17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2,218개 기관 및 1,048명의 개인으로부터

74,231대의 중고PC를 수집하여 3,703개 기관 및 17,133명의 개인에게 총 54,618대의 중고PC를 보

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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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급 : 33개국 4,803대 포함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2-1>  중고PC 수집실적 (단위 : 대, 2004년 8월말현재)

연도
수집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말)

수량(대) 1,085 2,291 3,125 6,743 8,059 13,060 23,189 16,679 74,231
기관(개) 36 134 71 100 224 319 726 608 2,218
개인(명) 16 19 7 26 73 154 479 274 1,048



최초 사업을 시작한 1997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총 54,618대의 중고PC를 보급하 으

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및 비 리법인에 16,458대, 교육기관 5,814대, 장애인 9,721대, 생활보

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5,338대, 교도소, 군부대 등에 17,277대를 보급하 다. 연도별 수

혜자에 따른 보급 상황은 <표 3-2-3>과 같다.

중고PC 보급 사업은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보급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에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동포 중 정보화에 소외

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보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PC의 해외보급은 정보통신부나 외

교통상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해외 한국인 학교 및 단체 등을 통해 신청

이 들어오면 정보통신부에서 적정성, 긴급성, 효과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요청

기관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보급이 확정되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해외 보급을 수행한다. 

<표 3-2-4>는 2004년 8월까지 중고PC의 해외 보급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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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급 : 33개국 4,803대 포함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8

<표 3-2-2> 중고PC 보급실적 (단위 : 대)

연도
보급 1997년 1998년 1999년 19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수량(대)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12,712 54,618
기관(개) 21 196 61 162 254 839 1,347 823 3,703

개인(명) 18 68 322 1,506 1,592 2,175 7,490 3,962 17,133

<표 3-2-3> 수혜자별중고PC 보급실적 (단위 : 대)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사회복지시설및비 리법인 276 806 858 1,316 1,583 3,342 4,555 3,722 16,458

교육기관 428 459 501 250 411 1,246 1,303 1,216 5,814
장애인 7 48 250 797 700 1,112 4,635 2,172 9,721

생활보호대상자및소년소녀가장등 11 20 72 709 892 843 1,625 1,166 5,338
기타(교도소등) - 233 400 395 1,559 3,781 6,473 4,436 17,277

계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12,712 54,618

※기타 : 교도소, 군부대, 해외보급 등 포함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8

<표 3-2-4> 중고PC 해외보급실적

보급시기 기 관 명 PC사양 및 수량 협력기관

1998년
3월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 PC(486급) 100대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

6월
러시아(연해주시에코프스키지역마을) - PC(286급) 76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 PC(386급) 9대

소계 - PC 185대

2001년

3월 동티모르(상록수부대) - PC(586급) 10대 522평화유지단

12월
키르키즈스탄(비쉬켁한국교육원)

- PC(586급) 40대
- 프린터(레이저) 2대
- 교재 70세트(1세트당 5권)

카자흐스탄대사관

캄보디아 (캄보디아선교회) - PC(586급) 10대 한국국제협력단

소계 - PC 60대 (프린터 2대, 교재 7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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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중고PC 해외보급실적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보급시기 기 관 명 PC사양 및 수량 협력기관

2002년

6월 동티모르(오쿠시지역마을) - PC(486급) 50대 한국국제봉사기구

7월 키르키즈스탄(키르키즈스탄기아대책기구) - PC(586급) 30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키르키즈스탄(우스타대학) - PC(586급) 70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몽골(몽골국제대학) - PC(586급) 30대

10월 타지키스탄 - PC 100대 (486급, 586급 각 50대씩)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 PC(586급) 50대 연변과학기술대학

12월 캄보디아 - PC(586급) 100대 캄보디아정부

소계 - PC 430대

2003년

1월
부탄 - PC(586급) 100대 ITU

우간다(쿠미대학교) - PC(586급) 100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타지키스탄 - PC(586급) 100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타지키스탄 - PC(586급) 100대 한국문화경제교류협회

5월 모스크바 1086학교 - PC(586급) 50대 러시아대사관

6월

용정중학교 - PC(586급) 100대 동양복지문화재단

아프카니스탄 - PC(586급) 100대 한국문화경제교류협회

사하-한국학교 - PC(586급) 100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리랑카 - PC(586급) 200대 (주)서상 스토리지테크

9월
타지키스탄 - PC(586급) 100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키르키즈스탄 - PC(586급) 34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말레이시아 - PC(586급) 52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키르키즈스탄 - PC(586급) 20대 고려인돕기운동회

키르키즈스탄 - PC(586급) 20대 안동선의원실

12월

불가리아 - PC(586급) 105대 불가리아대사관

아프카니스탄 - PC(586급) 260대 한민족복지재단

스리랑카 - PC(586급) 100대 스리랑카대사관

아프카니스탄 - PC(586급) 100대 한민족복지재단

몽골 - PC(586급) 100대 몽골국립사범대학

카자흐스탄 - PC(586급) 20대 안동선의원실

미얀마 - PC(586급) 200대 미얀마대사관

캄보디아 - PC(586급) 100대 화연

소계 - PC 2,161대

2004년

2월 말레이시아 - PC(586급) 10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타지키스탄 - PC(586급) 187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스리랑카 - PC(586급) 210대 스리랑카대사관

4월 태국 - PC(586급) 160대 대한불교천태종

6월 도미니카공화국 - PC(586급) 160대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7월

타지키스탄 - PC(586급) 210대 유스포바국회의원

파나마 - PC(586급) 105대 파나마대사관

몽골 - PC(586급) 200대 알타이투어, YMCA 등

미얀마 - PC(586급) 725대 화연

소계 1,967대 보급

총계 4,803대 보급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나. 민간단체의중고PC 보급사업

중고PC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장애인재활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각종

복지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서울시의‘PC Bank 사업’, 경기도의‘안쓰는

PC 중개운동’, 충북의‘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경남의‘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충남의‘중고

PC재활용 사업’, 전북의‘중고PC 보급 사업’등이 있다. 보통 지자체당 수 백대에서 많은 곳은 수

천대까지 보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농민신문사와 공동으로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구

축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 개인으로부터 PC를 공급받아 농업인들에게 무상으

로 보급하고 있다. 농림부의 중고PC 보급 사업은 1995년 6월에 시작하여 2000년에는 농촌지역

PC 보내기 운동을 농도협력업체(14개)와 대기업 등에 본격적으로 홍보하 고 최근까지 2,982대의

PC를 농촌지역에 보급하 으며, 2005년까지 25,000대의 중고PC를 전국 농촌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고PC 보급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 중에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서울시자활후견기

관과 울산사회복지연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활협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수 십대 정도

의 소량의 중고PC를 단발적으로 보급하는 민간단체들도 상당수 있다.

3. 정보통신보조기기및특수SW 보급

가. 주요현황및개요

전체 등록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신체적 장애유

형과 정도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접근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컴퓨터 이용시 화면의 모든 텍스트 정보

를 다양한 읽기 방법을 통하여 음성으로 입·출력해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인‘스크린리더’제품

이 있으며,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교환도 가능한 시각장애인

용 컴퓨터인‘점자정보단말기’도 있다. 그밖에‘화면확대프로그램’,’점자프린터’등이 있다.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워서 의사소통에 많은 곤란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기기로‘화상전화기’와 같은 특수전화기, ‘양방향문자통신기’, ‘자막

방송수신기’, ‘수화통역 시스템’등과 같은 특수 보조기기가 있다. 

지체장애인 대부분은 컴퓨터 키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특

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등이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제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사업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6월 정보통신

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에 정보통신보기기 및 특수SW 보급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보급사업은 8월에 1차 보급을 시작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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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2차 보급까지 총 2회에 걸쳐 보급사업을 추진하 다. 2004년 사업은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4

월에 동계획을 수립하 으며 기기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PC보유자

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급시 기기구입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20%만

부담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보급되는 제품들은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

변 장애 등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정, 보급하기 위해 국내 관련제품 제조

사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보급한다. 2004년 선정제품은 장애유형별 8개 품

목 23개 제품으로 구체적인 목록은 <표 3-2-5>와 같다.

또한 보급기기에 대한 신청은 당해연도 1인 1제품에 전년도와 동일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신

청후 보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최초신청자

등은 선정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선정은 각 지역 체신청에서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심

사기준에 따라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는 기기구입 가격의 20%

인 본인부담금을 선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보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미납시 보급대상에서 제외)

사업 첫 해인 2003년 보급은 2차에 거쳐 나누어서 보급하 으며 1차 보급시 2,978대를 보급하

고 2차보급시 2,680대를 보급하여 총 5,658대의 제품을 보급하 다. 또한 2004년 보급은 9월 현

재 1,267대를 보급하 다. 다음은 2003년 및 2004년 보급실적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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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2004년보조기기및특수SW 보급제품선정결과 (8개품목23개제품) (단위 : 원)

장애유형 품목 제품명 보급업체 보급가격 본인부담금

시각장애 스크린리더 이브포윈도우즈 이트렉인포다임 100,000 20,000
센스리더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08,000 61,000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힘스코리아 5,200,000 1,040,000

지체·
뇌병변
장애

타이핑보조기구
손바닥지지대

코지라이프
40,000 8,000

헤드포인터 100,000 20,000
마우스스틱 170,000 34,000

특수마우스

롤러트랙볼(1)

코지라이프

120,000 24,000
롤러트랙볼(2) 360,000 72,000
헤드마스터 1,800,000 360,000
손바닥마우스 105,000 21,000
롤러조이스틱 520,000 104,000
jellybean스위치 파라다이스복지재단 120,000 24,000
발마우스 원진에이티 400,000 80,000
트래커원 한리텍 1,250,000 250,000

특수키보드

한 키보드미투 넥스월드 55,000 11,000
분리형 코지라이프 305,000 61,000
마우스스틱용 670,000 134,000
한손사용자용 원진에이티 580,000 116,000
확대키보드 300,000 60,000

기 타 음성인식입력SW 보이스텍 120,000 24,000

청각장애
화상전화기 비쥬폰 C&S네트워크 418,000 83,000

텔레포씨 욱성전자 462,000 92,000
기 타 FM복합보청기 건융IBC 600,000 120,000

※점자정보단말기는 고가의 가격으로 2004년 1차 보급 대상품목에서 제외됨
※2004년도 보급제품 선정시 PC,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OA SW 등과 같은 일반 IT 기기와 집기 및 가구 등은 제외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4. 향후계획

중고PC 보급사업의 목적은 불용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

로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중고PC를 보급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

다. 따라서 현재 저소득자, 장애인 등의 PC 보급률을 일반인 수준으로(8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24만대, 저소득층 23만대 등 총 47만대 정도의 PC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중고 PC를 기증 받는 것이 필요하며,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기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유발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규

모가 협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기기 가격이 고가여서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는 사실상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기기를 구

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성 증진, 삶의 질 향상 노

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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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2004년보조기기및특수SW 보급제품 (단위 : 원, 대)

장애유형 품목 제품명
가 격 보급수량

(c)
지원예산
a×c제품가격 a+b 정부지원 (a) 자부담 (b)

시각장애 스크린리더
이브포윈도우즈 100,000 80,000 20,000 32 2,560,000

센스리더 308,000 247,000 61,000 619 152,893,000

지체장애 타이핑
보조기구

손바닥지지대 40,000 32,000 8,000 15 480,000

헤드포인터 100,000 80,000 20,000 2 160,000

마우스스틱 170,000 136,000 34,000 8 1,088,000

지체장애

특수마우스

롤러트랙볼(1) 120,000 96,000 24,000 8 768,000

롤러트랙볼(2) 360,000 288,000 72,000 10 2,880,000

헤드마스터 1,800,000 1,440,000 360,000 10 14,400,000

손바닥마우스 105,000 84,000 21,000 6 504,000

롤러조이스틱 520,000 416,000 104,000 6 2,496,000

발마우스 400,000 320,000 80,000 4 1,280,000

jellybean스위치 120,000 96,000 24,000 21 2,016,000

트래커원 1,250,000 1,000,000 250,000 55 55,000,000

특수키보드

한 키보드미투 55,000 44,000 11,000 80 3,520,000

분리형 305,000 244,000 61,000 2 488,000

마우스스틱용 670,000 536,000 134,000 1 536,000

한손사용자용 580,000 464,000 116,000 32 14,848,000

확대키보드 300,000 240,000 60,000 6 1,440,000

기타 음성인식입력SW 120,000 96,000 24,000 32 3,072,000

청각장애
화상전화기

비쥬폰 418,000 335,000 83,000 140 46,900,000

텔레포씨 462,000 370,000 92,000 146 54,020,000

기타 FM복합보청기 600,000 480,000 120,000 32 15,360,000

합계 - - - 1,267 376,709,00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제2절저소득층자녀교육정보화지원

1. 추진경과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계층간, 세대간, 국가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격차는 도·농간의 격차, 성별의 격차, 직업간 격차 등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교육 분야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시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에서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

용을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원하며, 이들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를 5년간 무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 4월‘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 보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본 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을 선발하여 기본 정보소양 습득을 위

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 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및 복지시설 수용 학생과 교육 성적 우수 학생

을 선발하여 PC를 보급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2003년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을 확대 하기로 하 고, 2003년 4월 22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부문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복지를 실

현하고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와 인터넷 통신

비 지원규모를 확대하 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지원 실적은<표 3-2-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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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연도별저소득층자녀교육정보화사업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정통부지원금
(기금)

정보화교육 15,000 0 0 0 15,000

PC리스료 6,489 17,536 17,702 6,636 48,363

통신료 1,249 4,324 4,395 6,435 16,403

소계 22,738 21,860 22,097 13,071 79,766

자체부담금
지방비

정보화교육 12,379 0 0 0 12,379

PC리스료 0 0 0 6,636 6,636

통신료 1,240 4,943 4,377 6,435 16,995

소계 13,619 4,943 4,377 13,071 36,010

총계 36,357 26,803 26,474 26,142 115,77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6



2. 추진체계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정보화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효율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긴 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 및 지원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3. 추진실적

가. 저소득층자녀PC 지원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은 2000년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5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성적이 우수

한 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 가정, 장애자 가정, 기

타 저소득층 자녀 5만명을 선발하여 PC를 보급하 다. 

PC 지원은 2000년에 1대당 PC 가격 117만원을 적용하여 4년 리스로 분할·구입하여 보급함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지원하 으나 2003년 PC 리스료 최종분은 국가재정 형

편상 시·도교육청에서 50%를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하 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 내역을

보면 총 55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2000년에 약 65억원, 2001년에 175억원, 2002년에 177억원,

2003년에 135억원을 지원하 다. 2003년 시·도교육청별 저소득층 자녀 PC 수혜 학생과 PC 리스

료 국고 지원예산을 보면 <표 3-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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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저소득층자녀교육정보화지원추진체계도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

각급 학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사업추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총괄
·행·재정지원

·지원자 대상자 파악

·지원대상자조사
·행·재정 지원
·사업추진



.

나. 인터넷통신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는 PC 보급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월 16,500원을 국비(기

금)와 지방비에서 50:50으로 대응 투자하여 2000년에 약 25억원, 2001년에 93억원, 2002년에 88

억원, 2003년에 118억원 등 323억원을 지원하 다. 

또한 2000년 당시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를 보급하고 적기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함으로

써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전화선에 의한 전용회선(014XY)을 이용하고 월정액으로 1인당 16,500원을 지원 하 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느린 전화회선 사용을 기피하는 학생이 많아지

게 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는 저소득층 자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속도가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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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2003년시·도교육청별저소득층자녀PC 리스료국고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물량(대) 예산(백만원)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서울 6,153 6,153 100 852 852 100

부산 4,429 4,429 100 585 585 100

대구 2,381 2,381 100 294 294 100

인천 2,430 2,430 100 330 330 100

광주 1,811 1,811 100 251 251 100

대전 1,467 1,467 100 185 185 100

울산 808 808 100 93 93 100

경기 7,608 7,608 100 1,051 1,051 100

강원 2,549 2,549 100 353 353 100

충북 1,946 1,946 100 278 278 100

충남 2,185 2,185 100 281 281 100

전북 3,664 3,664 100 451 451 100

전남 4,254 4,254 100 546 546 100

경북 4,195 4,195 100 534 534 100

경남 3,366 3,366 100 412 412 100

제주 754 754 100 140 140 100

계 50,000 50,000 100 6,636 6,636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6

<표 3-2-9> 저소득층자녀연도별인터넷통신비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정통부지원금(정보화촉진기금) 1,249 4,324 4,395 5,926 15,894

자체부담금(지방비) 1,240 2,943 4,367 5,839 14,389

계
수혜인원(명) 50,000 47,327 46,344 48,770 -

지원액 2,489 9,267 8,762 11,765 32,28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6.



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초고속 인터넷 통신비를 1인당 월정액 21,450원으로

체결함에 따라 2003년부터 학생 1인당 월 21,450원 지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었다. <표 3-2-10>은 2003년 시·도교육청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국고 지원 내역

이다.

다. 취약계층EBS 수능강의지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 시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간·오지·농어촌 등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위성방송 수신설비와

수신료,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표 3-2-11>은 2004년

EBS 수능강의 국고 지원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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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2003년시·도교육청별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국고지원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별
물량 예산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서울 6,153 6,153 100 792 749 95

부산 4,429 4,345 98 570 524 92

대구 2,381 2,229 94 306.4 287 94

인천 2,430 2,261 93 313 289 92

광주 1,811 1,773 98 233 233 100

대전 1,467 1,467 100 189 189 100

울산 808 808 100 104 104 100

경기 7,608 6,921 91 979.1 610 62

강원 2,549 2,476 97 328 323 98

충북 1,946 2,283 103 250.5 250 100

충남 2,185 1,897 87 281 281 100

전북 3,664 3,643 99 472 472 100

전남 4,254 4,238 100 547 546 100

경북 4,195 4,190 100 540 539 100

경남 3,366 3,332 99 433 433 100

제주 754 754 100 97 97 100

계 50,000 48,770 98 6,435 5,926 9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6

<표 3-2-11> 2004년EBS 수능강의국고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4

구분 인원 지원액

PC 지원
10,000명

8,4000

인터넷통신비 1,351

위성방송수신설비및수신료 13,775명 1,018

케이블 TV수신료 27,517명 347

계 51,292명 11,11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4



4. 사업평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향후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가. 사업계획의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계획추진의 필요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 측면에서 보면 계획 추진의 필

요성은‘저소득’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격차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교육복지 이념의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

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급된 컴퓨터 기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

와 관련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민간(기업)복지재단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계획내용의 충실성 차원에서 보면 2004년 이후의 계획에는 단순히 예산의 대응투자만이 강조

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

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사업추진의효율성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추진방식의 적절성과 추진 내용의 충분성 차원에서 보면 사업 수혜대상

자에 대한 대상층 확보 등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사회봉사단체 및 유사

동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야 한다. 5만명의 저소득층 자녀

에게 PC 보급과 인터넷 사용료 지급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적절

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지·보수 계획과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계획이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사업성과의달성도

사업성과의 달성도를 운 의 적정성과 고객서비스 개선도 및 업무생산성 향상도 측면에서 보면

계획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PC를 수혜받은

당사자만 제시하는 것보다 PC를 수혜받은 해당 가정의 학생 총 수를 제시한다면 본 사업의 성과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국가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 및 유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

해 각 부처간 및 각 기관간 긴 한 협의가 필요하다. 고객 서비스 개선도에 있어서는 정부 서비스

의 고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 대상 서비스의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며, 실제 보급된 PC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부처와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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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추진계획

2004년에 저소득층 자녀 신규 10,000명에게 PC를 보급하기 위하여 120억원(지방비 50% 대응

투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통신비는 60,000명에게 1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에서는

<표 3-2-12>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2004∼2007년까지 새로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

보화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PC 구입비 및 인터넷 통신비 투자계획은<표

3-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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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2004년저소득층자녀정보화사업국고지원계획

시·도별
배정인원(명) 2004년 지원계획 (천원)

기존 신규 총계 PC지원비(a) 통신비(b) 계(a+b)

서울 6,153 907 7,060 544,200 908,622 1,452,822

부산 4,429 800 5,229 480,000 672,972 1,152,972

대구 2,381 536 2,917 321,600 375,418 697,018

인천 2,430 534 2,964 320,400 381,467 701,867

광주 1,811 433 2,244 259,800 288,803 548,603

대전 1,467 402 1,869 241,200 240,540 481,740

울산 808 151 959 90,600 123,423 214,023

경기 7,608 1,228 8,836 736,800 1,137,193 1,873,993

강원 2,549 536 3,085 321,600 397,040 718,640

충북 1,946 301 2,247 180,600 289,189 469,789

충남 2,185 495 2,680 297,000 344,916 641,916

전북 3,664 472 4,136 283,200 532,303 815,503

전남 4,254 880 5,134 528,000 660,746 1,188,746

경북 4,195 1,108 5,303 664,800 682,496 1,347,296

경남 3,366 995 4,361 597,020 561,261 1,158,281

제주 754 222 976 133,200 125,611 258,811

계 50,000 10,000 60,000 6,000,000 7,722,000 13,722,00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4

<표 3-2-13>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향후국고투자계획 (2004~2007)  

※ 주 : 1. 2003 ∼ 2004년은‘국고 : 지방비 = 50 : 50’의 대응투자로 진행
2. 2004년 지원 2만명 중 1만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특교 : 지방비 = 7 : 3)
3. 2005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액 지방비로 추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4

세부사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PC보급
인원(명) 2만명 3만명 5만명 10만명

금액(백만원) 24,000 36,000 60,000 120,000

인터넷통신비
인원(명) 7만명 10만명 10만명 10만명 10만명

금액(백만원) 17,375 25,740 25,740 25,740 94,595

계(백만원) 41,375 61,740 85,740 25,740 21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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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국민정보화교육의성과및발전방향

1. 국민정보화교육추진경과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교육사업인‘농어촌 컴퓨터교실’은 1998년 전남 고흥에 시범 교육장

개설을 시작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전국 농어촌 135개 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농

어촌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 다. 그 다음에는 1989년에‘정보문화홍보관’을 서울 삼

성동에 개관하 고, 2000년에는 서울 강서구에 1개소를 추가하여 서울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

육을 실시하 다.

우체국을 활용한 정보화교육도 1999년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교육에 소외된 100여개 지역 우

체국에‘우체국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오

고 있다. 정보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도 실시되었

다. 여성 정보화교육은 1998년부터 여성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중급·고급 등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1999년부터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인정보화

교육은 2000년부터 대학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정보화교육은 국민의 정보활용능

력을 제고하기 위한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정부적인 체계를 갖추고 추진되기

시작하 다.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정

보격차 없는 디지털사회를 구현하고자 2000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1000만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 국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2002년

6월에 이미 1,380만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목표를 조기 달성하 다. 

이 후 국민을 정보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인 창의적 e-Korean으로 양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하

고 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공동으로 2002년 7월부터‘2단계 국민정보화교육’이 추진되었다.

1000만명 정보화교육이 기초교육과 흥미위주로 진행되어 생산적인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

라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은 일상생활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2. 「1,000만명정보화교육」계획의성과

정부는 2000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1,000만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농·어민, 근로자, 교사, 학생, 보호소년·재소자, 군장병, 지역주민 등 전

국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다. 1,000만명 정보화교육은 2000년부터 2002

년까지 약 1,113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2002년 6월말까지 1,380만명을

교육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 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보호소년 및 재소자(법무부), 군장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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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국방부 및 경찰청), 농·어민(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교원 및 저소득층 학생(교육인적

자원부), 장애인(보건복지부), 중·소기업인(중소기업청) 등의 정보화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

계부처의 정보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하 다.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1,000만명 국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는 1998년말 31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말 전 국민의 56%수준인 2,438만명으로 늘어났고,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증가되어 여성 이용률은 7.7%이던 것이 57.8%로, 노인이용률은

1.2%이던 것이 20.7%로, 저소득층 이용률은 5.0%이던 것이 36.0%로 크게 증가되었다. IT관련 산

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1조6천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개인 생산성도 시간절감 등을 통하여

4조5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 다. 교육 수료자들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점을 나타내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기초과정 위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서 정보를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활용하는 수준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 으며, 응용 SW를 사용

할 정도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은 컴퓨터 이용자의 36.9%(전 인구대비 19%)에 불과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단순한 게임, 채팅 등 소비적 정보이용 형태에서 벗어나 정보

를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에 초점을 둔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 「2단계국민정보화교육」의성과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계획은 국민을 정보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Prosumer)인 창의적 e-

KOREAN으로 양성하기 위해 정통부 등 12개 부처 공동으로 2004년까지 총 500만명에 대한 정보

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정보기술(IT)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위주 교육을 통해 e-KOREAN 350만명을 양성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150만명에 대

해서는 PC 및 인터넷 기초과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계획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교육한 실적은 실용교육

5,024,053명, 기초교육 4,053,034명 총계 9,077,087명으로 종료시점을 6개월 남기고도 이미 목표

인원 500만명의 2배 가까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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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1,000만명국민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천명)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4

교육대상 목 표 실 적 교육대상 목 표 실 적
장애인 206 101 근로자 1,500 1,435
농업인 171 129 군장병 740 623
어업인 20 16 공무원 510 510
노인 171 443 교사 615 1,109
주부 2,000 434 학생 3,364 3,373

보호소년·재소자 32 120 공기업임직원 200 153
지역주민 1,600 5,359 계 11,129 13,805

※목표는 2000∼2002. 12월말 기준, 실적은 2000∼2002. 6월말 기준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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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2단계국민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계층별 소관부처 총
목표인원

연도별(반기) 교육실적

2002년
하반기

2003년
상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 누계

농업인 농림부
실용 110,000 20,426 10,468 21,574 10,475 62,943

기초 110,000 29,490 10,206 29,083 12,172 90,951

어업인 해수부
실용 16,500 2,096 700 1,862 547 5,205

기초 8,500 4,099 4,703 2,442 4,446 15,690

근로자

노동부
실용 548,000 213,469 119,130 122,927 114,920 570,446

기초 254,000 37,157 56,482 87,755 41,905 223,299

중기청
실용 14,300 4,377 1,179 4,721 1,679 11,956

기초 8,400 2,001 107 3,696 145 5,949

정통부
실용 226,000 45,000 53,401 24,352 6,303 129,056

기초 - - - - - -

소계
실용 788,300 262,846 173,710 152,000 122,902 711,458

기초 262,400 39,158 56,589 91,451 42,050 229,248

교원 교육부
실용 282,500 75,849 10,170 109,832 35,581 231,432

기초 - - 23,730 - - 23,730

공무원 행자부
실용 600,000 225,635 148,598 285,753 161,447 821,163

기초 - - - - - -

장애인

복지부
실용 45,000 5,225 5,759 5,881 - 16,865

기초 62,000 9,313 9,782 10,686 - 29,781

노동부
실용 9,700 3,295 2,235 2,595 2,497 10,622

기초 40,500 13,060 12,685 16,229 16,229 57,109

정통부
실용 14,100 2,786 2,725 3,933 4,970 14,414

기초 26,500 7,291 5,901 9,600 27,082 49,874

소계
실용 68,800 11,306 10,719 12,409 7,467 41,901

기초 129,000 29,664 28,368 36,515 42,217 136,764

노인

복지부
실용 20,000 12,565 20,832 7,375 75,516 116,288

기초 70,000 17,786 16,176 27,493 116,656 178,111

정통부
실용 18,000 - 2,974 3,661 7,054 13,689

기초 82,000 20,404 22,159 25,235 13,886 81,684

소계
실용 38,000 12,565 23,806 11,036 82,570 129,977

기초 152,000 38,190 38,335 52,728 130,542 259,795

지역주민

행자부
실용 650,000 558,872 221,774 1,021,278 239,444 2,041,368

기초 600,000 1,298,157 281,333 804,035 355,600 2,739,125

정통부
실용 455,500 73,538 107,314 127,578 44,812 353,242

기초 179,300 84,343 76,960 75,837 45,777 282,917

지역주민

여성부
실용 7,500 2,816 215 239 10,231 13,501

기초 - - 460 - - 406

소계
실용 1,113,000 635,226 329,303 1,149,095 294,487 2,408,111

기초 779,300 1,382,500 358,753 879,872 401,377 3,022,502

저소득청소년 정통부
실용 58,000 7,921 6,792 14,203 10,689 39,605

기초 8,300 2,995 2,793 13,303 12,841 31,935

수형자·보호소년 법무부
실용 35,400 6,886 9,479 6,152 8,719 31,236

기초 73,200 25,244 19,281 13,956 15,267 73,748



이상의 성과를 종합해보면 2000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약 2,288만명에 대하여 정보

화교육을 실시하여 1999년 22.4%이던 인터넷 이용률을 2004년 6월에는 68.2%로 상승시켜 정보

사회 조기진입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향후국민정보화교육추진방향

1,000만명 정보화교육과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이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2004년 ITU조사결과 전 국민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경험이 적었다. 이는 물량적인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실제 생활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아닌 SW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

다는 지적이다. 실용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교육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왔기에 발

생한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범 국가적

인 정보화교육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처간 자원공유 및

정보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국민정보화 교육은 취약계층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지

원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에 의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취

약계층 50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19.7%인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2008년에

는 55.5%로 상승시킬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보화교육은 국민 전체의 인터넷 이용률에도

기여하여 현재 68.2%에서 85%이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생활 착형 교육과

정, 교재,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보통신부 뿐 아니라 국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생활에 바로 활용되는 살아있는 정보화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정보화교육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과 접한 교류와 정보교환, 그리고 자

원공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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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2단계국민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계층별 소관부처 총
목표인원

연도별(반기) 교육실적
2002년
하반기

2003년
상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 누계

군장병
·

전의경

국방부
실용 350,000 86,053 165,231 29,309 28,145 308,674
기초 - - - 49,869 118,805 168,674

경찰청
실용 60,000 58,207 65,200 57,488 51,389 232,284
기초 - - - - - -

소계
실용 410,000 144,260 230,431 86,797 79,534 541,022
기초 - - - 49,869 118,805 168,647

합계
실용 3,520,500 1,404,746 954,176 1,850,713 814,418 5,024,053
기초 1,522,700 1,561,340 542,758 1,169,219 779,717 4,053,034

총계 5,043,200 2,966,086 1,496,934 3,019,932 1,594,135 9,077,087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각 년도



제2절장애인정보화교육

1. 개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2003년말 현재 초고속 인터

넷 가입율 세계 1위(전 가구의 65.8%), 2004년 6월 현재 인터넷 이용률 세계 2위(68.2%)를 기록하

는 등 정보통신 일등강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러한 눈부신 정보화는 사회활동성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측면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보화는 육체적 근력이 요구되지 않는 새

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역할축소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무기력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생활화는 사회적 접촉 약화나 결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보화는 장애인과 일반국민들간의 정보격차 또는 정보불평등이라는 문제

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2003년 7월 기준,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57.9%로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나 우리

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급률인 77.9%보다 20.0%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률은 각각 29.2%와 27.6%로 역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전체국민의 68.8%, 68.2%에 비해

각각 39.6%와 37.9% 낮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 국민과 장애인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컴퓨터 이용률과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장애유형별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유

형별로 각각 30.3%, 18.3%, 33.2%, 18.0%를 보이고 있어 청각·언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의 인

터넷 이용률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국민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기

회와 능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계와 연계된 IT 취업 및 창업 실현 등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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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장애인정보기기보급·이용현황 (단위 : %, %p)

구 분
컴퓨터 보급률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일반국민 78.6 77.9 63.0 66.7 59.4 65.5

장애인 56.4 57.9 24.1 29.2 22.4 27.6

격차 22.2p 20.0p 38.9p 39.6p 37.0p 37.9p

※자료 : <200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2. 추진현황

가. 교육실적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연도별 교육인원은 1999년 3,099명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증가해 2002년에

는 49,021명, 2003년에는 54,395명까지 늘어났으며 2004년 상반기까지 총 17만6천여명에 이른다.

나. 교육방법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 정보화교육장에서의 집합

교육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의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집합교육은 장애인 기관에 교육기자재와 교육운 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1999년 전국 42개 장애인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지원한 이래 2004년 현재 전국 142개 장애인 기

관(단체)에서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양부처로 이원화

되어 있던 교육장 지원체계를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원기관의 장애유형별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우수한 기관을 신규로

입하 는데 그 결과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기관 수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고 지원포기

기관을 포함하여 기존 13개 기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신규로 12개 기관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원은 교육운 비와 교육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운 비는 강사인건비와 관리운

비로 기관당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기자재는 HW, SW, 집기 및 장비, 특수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기자재의 세부 지원내역은 <표 3-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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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지역별·장애유형별재선정교육기관현황 (단위 : 개)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장애유형
지역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합 계

서울 23 6 2 31
부산 7 1 - 8
대구 4 1 1 6
인천 6 1 1 8
대전 4 1 1 6
광주 4 1 - 5
울산 2 1 1 4
경기 21 1 1 23
강원 7 - 1 8

장애유형
지역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합 계

충북 4 - 1 5
충남 7 - - 7
전북 5 1 1 7
전남 6 1 1 8
경북 7 1 - 8
경남 4 - - 4
제주 3 1 - 4

합계 114 17 11 142

<표 3-3-4> 장애유형별장애인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자료 :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시각 282 1,018 3,515 4,391 5,003 3,260 17,469
청각 69 199 929 2,049 1,987 1,008 6,241

지체(기타) 2,748 9,443 23,152 42,581 47,405 27,784 153,113

합계 3,099 10,660 27,596 49,021 54,395 32,052 176,823



한편 2002년말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교육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등급 1, 2급의 중증장애

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

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말에는 수도권에서 방문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108명을 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 고,

200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사를 양성하여 2004년 현재 총 555명의 강사를 양성하 는데 점차 장

애인 강사의 숫자가 증가하여 현재 장애인 강사의 비율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교육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동료 장애인이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한 IT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한 유형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방문교육 강사는

IT 강의능력과 장애인단체 활동 등 자원봉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되며, 양성교육

과 보수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양을 쌓고 강의기법 등을 익히게 되어 전문강사

로서의 자질을 갖게 된다. 이들 방문강사를 통해 2004년 상반기까지 총 2,482명의 중증장애인이

정보화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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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장애인방문교육강사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제주 합계

2002년 108 - - - - - - - 108

2003년 - 64 57 39 54 27 23 6 270

2004년 46 34 10 18 25 21 19 4 177

합 계 154 98 67 57 79 48 42 10 555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8> 장애유형별장애인방문강사현황 (단위 : 명, %)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구분
장애인 강사 비장애인

강사 강사 합계 장애인 강사 비율
지체 시각 청각 합 계

2002년 20 5 1 26 82 108 24

2003년 61 13 2 76 194 270 28

2004년 44 14 2 60 117 177 34

합 계 125 32 5 162 393 555 29

<표 3-3-6> 장애인정보화교육기자재지원내역

구분 세부내역

HW PC, 노트북, 맥켄토시, 레이저프린터, 잉크젯프린터, 도트프린터, 스캐너, LCD프로젝터, 프로젝션TV,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모니터, RAM, CD-RW, 마우스, 헤드셋, 스피커, 키보드, 스마트카드, 상편집보드 등

SW 한 , 워디안, MS오피스, 나모웹에디터, V3, 하드보안관, Synod Restore IT, 페인트샵,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드림위버, 플레쉬 등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 IP 공유기, 랜카드, 랙, 랜공사 등

집기 및 장비 책상, 의자, 강사용 책상, 화이트보드, 에에컨, 냉·난방기, 복사기, 캐비닛 등

특수장비 점자프린터, 약시자용확대기, 마우스스틱, 발마우스, 헤드포인트, 팔받침대, 발받침대, 타이핑막대, 
스크린키보드, 가라사대 등

특수SW 아이즈2000, 아르미, 소리눈, 바이보이스, ZOOM TEXT 등



다. 교육내용

1999년 이래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초기 기초교육 중심에서 점차 중급 및 전문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4년 부터는 전문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

거나 전문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강사를 구비하는 등 전문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

을 선정하여 전문SW와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

다. 2000년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전체국민의 실업률인 3.6%에 비해 매우 높으며1), 또한

취업한 장애인들의 직종이 대부분 농업(25.6%), 단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1%), 기능근로자

(11.7%) 등 단순직종에편중되어있어2) 전문직종에취업할수 있는 IT 교육이필요한 실정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취업 및 재택근무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들은 취업희망 직종으로 IT 관련 분야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기초와 중급 실용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에 의해 보다 수준 높은

전문교육 특히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시범사

업으로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IT 전문교육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서 IT분야 전공자나 경력자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을 갖춘 장애인 92명을 선발하여 5~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장애유형별 취업 및 창업 유망 교육을 실

시하여 직업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수료생 1명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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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장애유형별장애인방문교육실적 (단위 : 명)

※주1 : 비장애인 강사숫자로서 2003년도 방문교육 실적은 방문강사 숫자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구분 지체 시각 청각 기타 합 계

2003년 1,033 205 15 1941) 1,447

2004년 904 122 9 - 1,035

합계 1,937 327 24 194 2,482

<표 3-3-10> 교육과정별장애인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자료 :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교육
과정

기초교육 2,991 7,907 18,441 30,833 34,213 20,138 114,523
중급교육 44 1,895 5,771 10,446 11,489 6,944 36,589
전문교육 64 858 2,199 5,391 5,243 4,970 18,725
기타 0 0 1,185 2,351 3,450 0 6,986
합계 3,099 10,660 27,596 49,021 54,395 32,052 176,823

1)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직종 개발 연구(2001. 1 / 2003.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2001.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강사및교재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훈련된 전문강사이다.

방문교육에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듯이 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에서도 전임강사 1명

과 보조강사 약간명을 두고 있다.

전임강사를 대상으로 연 1회 1박2일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충하고 장애

유형별 효과적 강의기법을 터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화 표준교재 12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특수 교재와 사전이 필요하 다. 이들 기

관의 경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안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 강사들이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

어 교육의 효율성 및 수준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3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확대묵자형과 점자형으로 제작된 초급 정보화교재를 보급하 으며, 2004년에는 녹음테이프 형태

까지 추가된 시각장애인용 중급 정보화교재를 제작·보급 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2003년에 IT수화표준화 사전을 제작·보급하 다. 

마. 홍보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0%대에 머무르고 있고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이 30%에 지나지 않는 등 정보화교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다 (<표 3-

3-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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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취약계층별정보화교육수강의향률 (단위 : %, %p)

전체 국민
장애인 장·노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층

수강률 격차 수강률 격차 수강률 격차

46.6 36.3 10.3 37.9 8.7 36.4 10.2

※Base : 정보화교육 수강 비경험자
※주 : 격차는 전체 국민의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 대비 각 취약계층별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률 격차임
※자료 : <2003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표 3-3-11> 장애인 IT 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및과정명

번호 교육기관 교육과정

1 삼성SDS(주)멀티캠퍼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Web Service & Java Expert

2 아트센터디자인학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인터넷쇼핑몰구축

3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컴퓨터음악(MIDI)전문 제작자양성및프리랜서교육

4 나사렛대학교 웹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인교육

5 한국농아인협회, 한성대학교벤처창업지원센터, (주)명리ITS 청각장애인콘텐츠전문가과정

6 청주대학교, (주)에이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정보시스템(IS)을 활용한기업지식정보관리과정

7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Web Flash애니메이션전공과정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그리하여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4년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이점과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등을 소개한 홍보 포스터와

안내책자를 만들어 전국의 지자체와 장애인 단체 등에 배부하 다. 둘째,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장

애인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테스트함으로써 학습성취감과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장

애인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4개 부

문에 걸쳐 1차 온라인 예산을 통과한 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COEX에서 제2회 대회를

개최하 다. 셋째, 2003년부터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와 교육생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하

여 시상함으로써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교육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3. 발전방향

2004년에는 지난 6년 동안의 초급 및 중급교육 위주에서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

원기관의 평가 및 재선정작업을 통해 우수한 교육기관 중심으로 지원기관이 재편됨으로써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수준과 질이 그 이전보다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다고 할 수 있

다. 이 토대 위에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총 46만여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인 인터넷 이용율을 27.6%에서 59.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타사업에 비해 예산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장 구축을 통한 교육 외에 추가로

장애인 단체에서 자체 교육장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방문교육의 취약지역 및 취약장애유형인 중소도시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방법을 강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도시 거주 강사를 적극 발굴·선발하도록 하며, 기초 및 중급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 강사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교

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교재 내용도 수준별로 보다 다양화할 계획이다. 

넷째, 전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내용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비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과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므

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만족도조사 및 교

육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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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노인정보화교육

1. 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보격차에 있어서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연령간 정보격차이다. 학력별 격

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차가 10~50%대에 머무른 반면,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간의 연령간 격차

는 무려 80%대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그 격차는 지난 4년간 크게 줄어들지 않

고 있다.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추진에 힘입어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지만, 젊은층의 이용률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연령간 이용률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있

는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연령간 정보격차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는 않다. <표 3-3-14>에서

보듯이 미국과 국은 고연령층과 저연령층간에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각각 30%와 40%대에 머물

러 우리나라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140 제3장 정보이용능력 증진을 위한 정보화교육

<표 3-3-13> 연령층별인터넷이용률격차추이현황 (단위 : %, %p)

※자료 : <2000∼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구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7-19세 74.1
68.4

93.3
80.3

91.4
82.1

94.8
81.8

95.5
79.3

50대 이상 5.7 8.7 9.3 13.0 16.2

<표 3-3-14> 주요선진국연령별인터넷이용률격차비교 (단위 : %, %p)

구분 미국 국 스웨덴 일본 한국 비고

고연령층 44.8 44.0 39.0 21.6 16.2 한·미:50대 이상, :55~64세, 
스:55~74세, 일:50~64세

저연령층 78.8 89.0 90.0 91.8 95.5 미:9~17세, :16~24세,
한:7~19세, 스:18~29세, 일:13~19세

격차(%p) 34.0 45.0 51.0 70.0 79.3 국은 Great Britain(GB) 기준

※ 자료 : 미국 : <A Nation Online : Entering the Broadband Age> 상무부, 2004 
국 : <Oftel Residential Survey> Oftel, Consumers' Use of Internet, 2003.5

<UK online annual report> Office of e-envoy, 2002.11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2.7

스웨덴 : <Facts abou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Sweden> SIKA, 2003.1
일본 : <정보통신이용 동향 조사> 총무성, 2003
한국 : <2004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6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이들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78.1%의 노인이 초등학

교 이하의 저학력 보유자로 정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도 모자라고 또한 30.7%의 낮은 고

령자 취업률과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53.5%, 단순노무직근로자 18.2%인 고령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으로 인하여 정보생활과 친숙치 않은 작업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노인들의

정보생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노인 당사자 및 사회일반의 낮은 인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연령간 정보격차를 방치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젊은층에 비해 컴퓨터와 인터넷

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의 정치적 소외감을 가져오고 공정한 여론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노년층의 부의 창출 기회가 줄어들고 온라인뱅킹을 이용한 수수료 절감에서 나타나

듯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한 디지털 세대와 기존세대간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이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에 노

인 인구의 비율이 7%가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으며, 2019년과 2026년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각각 14%와 20%가 넘는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다. 고령화사

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을 비교하면, 프랑스가 156년, 미국이 86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떨

어뜨리고 노인실업, 연금제도 부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정보화사회 경쟁력의 키워드는‘근육’이 아닌‘지식’인 만큼 고령층의 축적된 지

식을 제대로 활용하면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성을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2004년도 현재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고령사회기본법 법안속에 노인 정보화를 고령사회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명기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 정보화교육은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유도와 고

령사회 대책으로서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사

회·경제적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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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6> 65세이상고령인구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고령화) 2010년 2019년

(고령) 2020년 2026년
(초고령) 2030년

총 인 구 47,008 49,594 50,619 50,650 50,610 50,296

65세 이상 3,395 5,302 7,314 7,667 10,113 11,604

구 성 비 7.2 10.7 14.4 15.1 20.0 23.1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1

<표 3-3-15> 65세이상인구의교육정도 (단위 : %)

무학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44.3 33.8 8.4 8.0 5.4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00



2. 추진현황

가. 교육실적

노인 정보화교육은 한국사회의 통상적인 정년 연령인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있는데 연도별 교육인원은 2000년 23,535명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증가해 2004년 상반기까지

약 18만여명에 이른다. 

나. 교육방법

노인 정보화교육의 대상연령인 55세 이상 인구가 통계청의 인구추계 통계상 2004년에 830여만

명에 이르고 고령화추세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처럼 정부에서 직접 정보화교육장 구축에서 교육운 비 지원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노인 정보화교육은 정부예산에 의한 교육장 구축 지원보다는 주로 복지관이나 대학 등

민간의 기존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거나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노인 전용교육장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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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7> 연도별노인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민간기관 대학 우체국 노인 전용교육장 KADO
(홍보관) 합 계

2000년 9,725 9,025 4,785 - - 23,535

2001년 17,586 15,121 6,738 535 2,079 42,059

2002년 24,496 6,213 5,139 3,244 2,240 41,332

2003년 17,921 5,623 5,784 24,238 463 54,029

2004년 10,610 2,273 - 8,057 - 20,940

합 계 80,338 38,255 22,446 36,074 4,782 181,895

※주 : 2004년부터는 그동안 노인 정보화교육 실적집계에 포함시켰던 우체국과 KADO 노인반의 실적을 우체국 정보교육센터와 홍보관 사업에서 통
합집계하기로 함에 따라 노인사업 실적집계에서 제외하 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6

<표 3-3-18> 지역별노인정보화교육실시기관 (단위 : 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고
(착수년도)

민간기관 27 9 4 3 4 2 1 8 5 6 2 8 6 1 4 1 91 2000

대학 7 6 4 1 6 4 - 8 2 4 5 4 5 7 5 1 69 2000

전용
교육
장

우체국 2 1 1 1 - 1 - - 1 - - 1 - - - - 8 2001

SK 4 - - - 2 1 1 4 - - - - - - - - 12 2002

MS 3 1 - - - 2 - 6 2 1 - 1 1 2 - 1 20 2004

합계 43 17 9 5 12 10 2 26 10 11 7 14 12 10 9 3 20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9



하고 정부예산으로는 강사비와 교재 등을 지원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협력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200개의 기관에서 노인 정보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첫째,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민간기관은 자체 정보화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여건이 양호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정보화교육관련 단체 등으로서 교육 운 계획과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두 번째로 대학을 활용한 노인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0년부터 실버넷운동본부 주관으로 실버

넷교육이란 이름 아래 동계와 하계방학기간 중에 대학의 우수한 기자재와 강사진을 활용하여 실

시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는 기존 실버넷운동본부 참여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 선정기준은 민간기관과 대동소이하며 이들 대학은 민간기관에 비해 교육기자재 및 시설

이 우수하여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교육장의 규모가 커서 보다 많은 교육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년에 두 기가 운 되며, 교육시간은 한 기당 32시간(주4일, 2주, 1일 4시

간 기준이나 대학별로 조정가능)이고, 역시 강사비와 교재가 지원된다. 지원대학은 매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들 민간기관은 대부분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므로 교육생 확보가 용이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매월 30시간 내외로 정보화교육이 실시되며 강사비와 교재가 지원되는

데 매년 지원대상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세 번째로 전용교육장은 정부예산으로 구축된 것과 민간기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으

로 나뉜다. 먼저 정부예산으로 구축된 노인전용 정보화교육장은 2001년부터 전국 8개 지역 우체

국에 설치되어 운 중인데 PC 20대 규모의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교육장에서는 매월 회

당 30시간 교육이 4회 이상 실시되며, 강사비와 교재 외에 통신료, 운 비 등이 지원된다. 그리고

민간재원 전용교육장 중 지난 2002년 국내 민간기업 SK텔레콤의 기부금을 받아 설치한 교육장이

12개소에 이르며 모두 노인복지관에 구축되어 있다. 교육장 규모는 PC 17대 수준이며 교재가 무

료 지원된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MS사의 전세계적인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인 UP(Unlimited

Potenti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인 정보교육센터(Commuity Technology Learning Center,

CTLC)를 전국 20개 지역의 대학 및 노인복지관 등에 구축하 으며 교육장 규모는 표준 지원수인

PC 20대에서 지원기관의 대응 투자에 따라 최대 40대에 이르고 있다. 전체 20개 CTLC 중 18개를

선정한 기초교육기관의 경우 매월 2회(30시간 2개반) 이상 운 하며, 2개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연

6회(90~120시간 2개 과정)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CTLC에는 운 비와 교재가 지원된다. 이들 전용교육장은 민간기관에 비해 교육환경이 양호하

고 대학과 달리 연중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교육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

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 교육내용

앞서 살핀대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정보화수준은 여타 계층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임에 따라 노

인 정보화교육은 주로 고령층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초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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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노인 전용교재(S세대를 위한 PC에서 인터

넷까지)의 내용도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활용 중심이며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도 주로 이러한 수

준의 강의가 실시되었다. 참고로 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 노인정보화교육에서의 교과과정

및 운 시간은 <표 3-3-20>과 같다.

한편 2003년 이후 전용교육장 등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들의 수요 및 교육기관 자체적 운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자격증 과정 등의 교과과정을 운 중이며 갈수록 이러한 중급활용

과정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MS사의 재원을 바탕으로 구축된 CTLC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 노인전용교재 외에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한 12권의 국민정보화교육 표준교재를 제공함으로써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활용·응용에 관한 교육, 홈페이지·파워포인트 등을 교육하는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

가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노인 정보화교육 강사양성교육과 IT 특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층 심화

되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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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20> 노인정보화교육표준교과과정및운 시간

강의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0분 50분 50분 50분

제1일 컴퓨터종류
컴퓨터시스템의구성

컴퓨터켜기,끄기
마우스사용법

윈도우98 이란 ?
프로그램과소프트웨어
파일과폴더

윈도우탐색기

제2일 인터넷을사용하기위해
필요한것들 인터넷으로할수있는일 인터넷에도주소가있어요 인터넷익스플로러와친해지기

제3일 인터넷에서필요한
자료가져오기 압축파일다루기 압축파일다루기 압축파일다루기

제4일 편지, 이제 인터넷에서
E-mail로 하세요

편지, 이제 인터넷에서
E-mail로 하세요

편지, 이제 인터넷에서
E-mail로 하세요

편지, 이제 인터넷에서
E-mail로 하세요

제5일 나오늘인터넷에서
쇼핑했다

나오늘인터넷에서
쇼핑했다

나오늘인터넷에서
쇼핑했다

나오늘인터넷에서
쇼핑했다

제6일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으로 TV를 보자 인터넷으로 TV를 보자

제7일 인터넷으로전화를걸자 인터넷으로전화를걸자 인터넷검색 - 찾고싶은
정보는어디에있을까 ?

인터넷검색 - 찾고싶은
정보는어디에있을까 ?

제8일 인터넷검색 - 찾고싶은
정보는어디에있을까 ?

인터넷검색 - 찾고싶은
정보는어디에있을까 ? 추천사이트방문 추천사이트방문

<표 3-3-19> 교육수준별노인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

구분 총 교육인원
교육수준

기초 활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년 23,535 23,535 100 - -
2001년 42,059 42,059 100 - -
2002년 41,332 41,332 100 - -
2003년 54,029 47,394 87.7 6,635 12.3
2004년 20,940 13,886 66.3 7,054 33.7
합 계 181,895 168,206 92.5 13,689 7.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6



라. 홍보및관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2003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노년

층의 정보화 교육 수강 경험율은 8.2%로 전체 국민의 정보화교육 수강경험율 36.4%보다 매우 낮

은 수준이며 정보화 교육 수강 비경험자의 정보화교육 수강 의향율 역시 37.9%로 전체 국민의 정

보화교육 수강 의향율인 46.6%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비이용의 주된 사유로 사용방법

모름(47.4%)과 이용필요성 부재(26.7%)가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 정보화교육의 강화 및 홍보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각종 교육에 대한 수강의지를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교육분야 가운데 컴퓨터관련 교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정보

화교육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아직 정보화교육을 접해보지 않은 대다수 노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필요성

을 설명하는 등 정보화마인드를 부여하고 교육수료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홍

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노인 정보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전국 교육장과 교육신청방법 등을 소개한

홍보물(포스터와 리프렛)을 제작·배포하 으며 언론광고를 실시하 다. 그리고 노인정보화교육

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로의 달인 10월에

‘2004 어르신 정보화제전’을 개최하 다. 

한편 노인 정보화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실버넷운동본부 홈

페이지를 교육기관 관리기능과 노인 정보화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노인 정보화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사이트로 개편한‘어르신나라’(www.aged.or.kr)를 오픈하 다. 그리고 교육기

관 담당자와 강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교육기관별 관리·운 지침을 수정·개편함

으로써 활성화와 교육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 다.

3. 발전방향

앞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2003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의 갈 길은 아직 멀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아래 일단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등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8년까지 50대 이상의 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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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 60세이상의희망하는교육분야 (단위 : %)

받고싶은
교육이 있음

일반기술
직업훈련

컴 퓨 터
관련교육

어학관련
교 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교육

문화,교양
관련교육

사회봉사
관련교육

정 규
교 육 기 타

15세이상 71.0 10.5 62.9 30.5 8.6 25.6 11.5 5.8 0.7

60세이상 17.9 1.4 8.7 2.8 4.6 7.5 4.3 1.5 0.5

※ 자료 :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년층 중 이런 준비집단 약 247만명에게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 공동으

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50.5%로 높일 계획이다(<표 3-3-22>참조). 

이런 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첫째, 노인 정보화교육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 방

법으로는 공공과 민간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신규 노인전용 정보화교육장 구축 보다는 복지관과 대

학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초중고의 컴퓨터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강사의 양성과 전용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교육학의 최신 연구성과들을 반 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특성에 기반한 교수

법을 개발하여 이를 교재에 반 하고 다시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내용이 한층 다양화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집단 내 각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

여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VoIP전화, 원격진료, 디지털사진 편집, 전자민원신청,

인터넷뱅킹 등 노인 맞춤교육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네째,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참여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 정보화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

들의 정보화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과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

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노인복지학 및 노인교육학 등 노인학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노인정보화를 위한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노인계층

의 요구와 조건에 맞게 교육방법의 다양화, 교육내용의 다양화 등 기존의 일률적 방법과 내용에서

보다 수준별, 대상별로 맞춤화 되고 진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보화교육 수료 노인들의 활용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봉사와 IT 일자리 창출, 사이버커뮤니티에서의 활동 등을 장려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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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부처별장노년층정보화교육목표 (단위 : 명)

소관부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정통부 51,000 80,000 100,000 130,000 160,000 521,000

행자부 20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00,000

복지부 36,000 36,000 50,000 60,000 70,000 252,000

합 계 287,000 416,000 500,000 590,000 680,000 2,473,000

※자료 :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 2004~2008> 정보통신부, 2004



제4절농업인정보화교육

1. 개요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

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림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

터와 읍면지역 농협 등 1,300여개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31만명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

시하 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컴퓨터활용 기초교육에 많이 편중되어

농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에서 다소 미흡하 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에 직접 도움이 되는 농업

정보활용 등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농업인이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인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경 활용 등 실용중심의 교육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농업인의 정보

접근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보공동이용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업정보·생활정보 등 정보의 수집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농업인정보화교육현황

가. 과정별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가와 농업인의 실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한 7개 교육과정을 중심으

로 진행된다(<표 3-3-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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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농업인정보화교육과정별교육과정현황

과 정 명 교육방법 및 내용 시행기관

컴퓨터·인터넷활용 18시간/3일/비합숙, 컴퓨터·인터넷관련기초·심화
지역농협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활용 18시간/3일/비합숙, 농업정보관련기초·심화

농업경 정보전문 18시간/3일/합숙·비합숙(공모과정:3-6개월)
농업경 정보관리, 농산물전자상거래, 품목별생산이력관리등

22개 농업정보119 대학,
농업연수부등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농가방문교육, 중점관리대상집중교육 22개 농업정보119 대학

정보화선도자방문교육 농가방문교육, 컴퓨터활용, 농업정보활용 지자체

이동버스정보화교육 18시간/3일/비합숙, 농촌마을방문교육, 사용자맞춤교육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온라인원격교육 인터넷접속교육(원격교육)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www.eduaffis.net)

※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나. 농업인정보화교육체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체계를 보면 농업경 정보 전문과정, 농업정보 활용, 컴

퓨터·인터넷 활용능력배양을 중심 교육내용으로 하여 원격교육, 이동교육, 119서비스, 정보화선

도자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그림 3-3-1 참조>

다. 교육과정내용

농업인 정보화교육 내용은 크게 컴퓨터·인터넷활용, 농업정보활용, 농업경 정보 전문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교육은 컴퓨터를 이해하고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기술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실생활 정보와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교육으로 컴퓨터 활용교육과 인터

넷 활용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컴퓨터 활용교육은 컴퓨터에 처음 입문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컴퓨터 기초학습,

윈도우 탐색기, 문서작성 실습, 인터넷 접속 등 기본적인 교육내용에 따라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

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교육은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업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실생활 정보와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인

터넷 실습, 정보교류 기능(동호회, 품목정보 등), 인터넷활용 등의 교육내용으로 지역농협과 농업

기술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농업정보 활용과정 교육은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정보 습득과 활용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통정보 활용, 품목정보 이용, 경 분석 등의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통정보 활용교육은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 중에서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활용, 분석

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통정보 현황, 가격정보, 출하지원시스템 활용, 농산물 가격

분석 등의 교육내용 위주로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정보 이

용교육은 인터넷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정보, 가격정보, 정책정보, 농업용 SW

이해 등의 교육내용으로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 분석 교육

은 농업용 SW를 활용하여 농일지를 작성하거나 회계장부 기록을 통한 경 분석을 실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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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농업인정보화교육체계도

농업경 정보 전문 과정

농업정보활용

컴퓨터·인터넷활용

119
서비스

정보화
선도자

원격교육

이동교육

※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회계 이해, 회계경 SW활용(농가경 장부 등), 자료 분석 등의

교육내용 위주로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농업경 정보 전문과정은 기초적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문 과목에 대해 집중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농업경 자료의 분

석·관리(농업경 정보관리), 품목별 작업관리와 이력관리(품목별생산이력관리), 홈페이지 구

축·운 (농산물전자상거래) 등의 교육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농업경 정보관리 교육은 농업용 SW를 활용하여 농일지기장, 농회계기장, 경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SW이용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의 기본적인 교육내용과 농업회계 이해, 회계관

련 법제도, 농가경 장부 활용, 데이터 분석하기 등 표준교육 내용에 따라 22개 농업계 대학을 통

해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생산이력관리 교육은 젖소, 양돈, 과수 등 품목별 농업인이 SW를 활용하

여 작업관리,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SW설치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내용과 젖소개체관

리(DIMS), 양돈정보관리(PIG-PLAN), 과일·화훼 정보관리(e-농장경 ) 등의 농업용 SW 활용에

대해 표준교육내용에 따라 22개 농업계 대학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교육은 기존 전자상거래 운 농가, 홈페이지 구축농가, 홈페이지 희망농가

등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운 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내용과 전자상거래 마케팅, 고객관리

요령, 백오피스관리, 세무회계실무 등 표준교육내용에 따라 22개 농업계 대학을 통해 실시하고 있

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공모하여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농업경 정보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분야는 농업관련 e-마케팅과 e-비즈, 농촌관광 등에 대한 경 교육 프로그램, 기존 홈페이지

운 농가에 대해 고객관리와 전자상거래 마케팅 등 차원 높은 전자상거래 실용화 프로그램, 농

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또는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등에 대한 정보화 리더육성 프로그램 등이다.

라. 교육방식

농업정보119서비스 방문교육은 농촌지역의 여건상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집합교육장소에 나가기

어렵거나 교육이후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농업인을 위해 요청이 있을 때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원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다. 전국 22개 농업계 대학을 농업정보119로 지정하여 해당대학의 농

과대학에 119 서비스팀을 두고 책임교수(1인), 팀장(1인), 요원(10∼15명 내외) 등으로 구성하 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은 농촌지역 특히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정보화

능력이 우수한 자를 정보화 선도자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상시 정

보화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자가 사업대상 읍면지역

에 신청을 하고 지자체(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발하고 도지사 위

촉장을 받은 후 해당지역에서 농가교육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동버스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교육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농촌마을을 찾아가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내용으로 노트북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이동버스를 이용하여 2박 3일 동안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과 농에 관련된 농업용SW 활용 등

으로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원격교육(www.eduaffis.net)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표 3-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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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정보화교육실적

그동안 진행된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전체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1998~2001년까지 312,627명 이

었고 2002년 80,257명, 2003년 71,271명이다. 보다 자세한 교육실적은 <표 3-3-25>에 나타나 있다.

4. 교육성과분석

전국의 1,300여개 시행기관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완료시 교육관련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정보화교육을 받는 목적이 컴퓨터 기초지식을 습득, 농

에 활용, 개인발전 등이 주요 우선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활용에의 목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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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5> 농업인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1998∼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312,627 161,099 80,257 71,271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활용) 117,722 61,684 35,912 20,126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41,355 14,351 14,161 12,843

전문교육 (농업경 정보) 14,067 10,042 1,646 2,379

농업정보119서비스 56,200 27,976 15,126 13,098

이동버스교육 7,478 3,100 2,288 2,090

생산자단체(농협) 교육) 11,186 11,186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32,760 32,760 - -

자체교육 20,588 - 9,750 10,838

정보화선도자 11,271 - 1,374 9,897

※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표 3-3-24> 온라인원격교육(www.eduaffis.net) 과정현황

구 분 세 부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기초교육 컴퓨터첫걸음, 인터넷기초활용, 스프레드시트(엑셀), MS워드, 한 97 농업인

중급교육 출하지원시스템2003 활용, 신농가경 장부2003 활용 농업인

전문교육
낙농경 정보화, 정보분석활용과정, 농산물 전자상거래경 교육, 한우경 정보화,
과수경 정보화, 화훼경 정보화, 자가사료배합정보화, 양돈경 정보화, 
포도경 정보화,과일경 및마케팅, 시설원예경 정보화, 홈페이지만들기

농업인

최신농업 오리농법(Ⅰ·Ⅱ),  벤처농업인컨설팅, 고품질쌀재배기술 농업인

기타 농업인교육관리시스템활용등 농업인, 강사

※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또한,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대부분이 교육에 참여하여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향후추진방향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앞으도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내용을 점검하여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하는데 향후 추진방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행자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과 일부 중복되는 컴퓨터·인터넷 활용에 대

한 기초교육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등과 같이 운 에 비해 효과가 다소 떨

어지는 교육과정은 실효성을 평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농에 실질적인 정보화 접목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

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경 정보화 전문교육을 중점 발굴하고 지속적 집중교육을 통해 농

업인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업인들이 재택·반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온라인 원격교육 콘텐츠를 계속

해서 확대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넷째, 농업정보119, 정보화 선도자를 활용한 농가방문 맞춤교육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원서

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요구사항 중 PC수리, 프로그램 설치 등 단순한 기술지원 비율을 줄

이고 농업정보 활용 등 정보화교육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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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6> 농업인정보화교육수강목적 (단위 : %)

<표 3-3-27> 농업인정보화교육만족도 (단위 : %)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유통정보 활용 이동교육
컴퓨터기초지식을얻기위해 45.6 41.5 31.5 20.1

농활동에활용하기위해 26.4 26.8 35.4 6.8
자녀 및다른농업인지도를위해 5.4 4.7 5.4 7.9

일상생활에활용하기위해 13.5 18.1 16.3 25.3
개인발전을위해 8.3 8.4 10.8 39.9

기타 0.8 0.5 0.6 0.0

합계 100 100 100 100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유통정보 활용 이동교육

매우도움되었다 45.0 46.9 42.1 43.4

도움이되었다 43.5 42.5 47.4 53.2

보통이다 10.5 9.6 9.6 3.3

별 도움이안되었다 0.9 1.0 0.8 0.1

전혀 도움이안되었다 0.1 0.0 0.1 0.0

합계 100 100 100 100

※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제5절어업인정보화교육

1. 추진배경및목적

어업인 정보화교육은 1999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 2차 국

정과제(1999∼2000)와 지식기반경제 3개년 추진전략 실천과제로 채택되어 2002년까지 어촌정보

화를 선도할 정보화 어업인 2만명을 육성하 다. 또한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사업으로 2004년까

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어업인 25,0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

다. 어업인 정보화 교육의 목적은 정보화 어업인의 육성으로 어가경 합리화와 수산정보·신기

술 신속보급체제 구축, 어업생산기반의 정보화 촉진으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으로 수산중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2. 어업인정보화교육현황

가. 교육대상및교육내용

어촌과 어업인은 도시나 농촌에 비하여 정보수준이 낮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및 수산경 교육, 중급 및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정

보화시대와 수산업 발전방향, 컴퓨터 작동원리, 인터넷 검색 및 전자상거래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

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어업인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재를 별도 제작하여 교육시 어업인에게 무료로 배부하

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후에는 이들 교재를 어업인 전용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시 반

복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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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8> 교육과정별어업인정보화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과목) 교육목표

기초교육 어업인 정보화시대와수산업발전방향, 
한 타자, 메일보내기, 컴고치기 어업인에대한정보화마인드고취및어촌에정보화확산

경 교육 어업인 수산관련 SW활용, 수산정보검색
전자상거래등 수산관련 SW운 능력향상, 지식검색을통한정보화로경 합리화

원격기술교육 어업인 원격수산기술교육, 수산기술방송
온·오프라인기술교육및상담 수산기술의고도화로선도어업인을지도자로양성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나. 교육장현황및교육실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은 당초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먼거리에 위치한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졌으나, 29개 수산관리과·소에 컴퓨터 등을 보급하여 교육장

을 구축하고 연차별로 원격 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까운 수산관리과·소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 다.

지금까지 어업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 및 현장교육 29,283명, 원격 상교육 13,678명 등

총 42,961명의 어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 으며, 앞으로도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방법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중·고급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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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9> 어업인정보화교육과정및활용교재개발현황

<표 3-3-30> 어업인정보화교육장현황

<표 3-3-31> 어업인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교육과정 활용교재명 교재수(권) 확보방법 비고

기초교육 신지식어업인정보화교재
’쉽게배우는컴퓨터’ 교육생당교재 1권 자체제작

경 교육 수산관련 SW 소개 및활용푸른바다2000, 
양식박사,셈돌이‘수산경 정보화교육교재’ 교육생당교재 1권 자체제작

원격기술교육 전문수산기술강의및방송원격기술상담, 
강의내용홈페이지수록 강사별별도자료활용 자체제작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구분 설치장소(기관) 교육장수 구축년월 비고

정보화교육장 지방해양수산청 (29개 수산관리소) 29개소 2000. 12 PC 262대
프린터 28대

국립수산과학원(연수부) 제1전산실 1 
제2전산실 1

1989. 12
1999. 10

교육용 PC 64대
프린터 10대

계 30 개소 326대

교육대상 교육과정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집합및
현장교육

어업인
기초교육 492 1,048 9,633 6,910 3,611 18,083

경 교육 - - 1,496 3,350 2,562 7,408

어촌지도사 교관교육 - - 181 - - 181

계 492 1,048 11,310 10,260 6,173 29,283

원격
상교육

어업인
공무원

기술교육 - - 1,258 2,564 2,919 6,741

정보교육 - - 584 720 615 1,919

공무원 상회의 - - - 1,652 3,366 5,018

계 - - 1,842 4,936 6,900 13,678

합 계 492 1,048 13,152 15,196 13,073 42,961



3. 원격 상교육시스템구축·운

원격 상교육시스템은 어촌현장에서 원격 상을 통하여 전문적인 수산기술 상담 또는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E1 Line-512bps)을 매개로 전국을

광역화하여 상호 연동함으로써 각 기관간에 동 상 및 원격제어 데이터 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수산기술에 관한 상담 및 어업인 지도, 수산관련 정보제공 등을 1:1, 1:N, N:N 등의 방식으로 신속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어업현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원격으로 교육 및 기술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2000년

에 국립수산과학원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소를 구축하여 시범운 한 뒤 2001년에 해양수

산부와 동해·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6개소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확충하고, 2002년에 부산·인

천등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부안·장흥 등 5개 수산기술관리소 등 13개소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2003년에 평택청 등 나머지 8개 동 시스템을 구축 완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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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 어업인원격 상교육시스템단계별구축현황

<표 3-3-33> 단계별어업인원격 상시스템개발현황

단계별 구축실적 구 축 현 황

합계 31개소 중앙센터 : 수산과학원
권역센터 : 본부, 12개지방청및 12개 해양수산사무소

1단계(2000년) 4개소 과학원(중앙센터) 및 포항청및통 ·해남사무소(권역센터)에 원격 상시스템구축

2단계(2001년) 6개소 본부, 지방청(동해·여수) 및 3개 사무소(보령·남해·완도)에 동 시스템확충

3단계(2002년) 13개소
8개 지방청및 5개 사무소에대한동시스템확충
- 지방청 : 부산·인천·마산·울산·대산·군산·목포·제주
- 사무소 : 부안·장흥·고흥·거제· 덕

4단계(2003년) 8개소 8개 사무소에대한동시스템확충
- 평택청·속초·사천·고성·고창· 광·진도·울릉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단계별 원격 상시스템

1단계(2000년) 온라인및전자칠판을이용한원격강의
발언신청등다양한학습지원으로어업인의적극적인참여유도

2단계(2001년)
교육자 화상지원온라인강의실시 온라인동시강의인원확대
VOD 및 LOD 기능 강화 인터넷교육방송시범실시
원격 상시스템과연계인터넷중계서비스

3단계(2002년) 쌍방향 교육자화상지원온라인강의 쌍방향동시화상강의인원확대
인터넷교육방송강화

4단계(2003년) 원격이용서비스제공(지도사례발표)
인터넷을통한정보검색등강화

5단계(2004년) 원격이용수산기술교육 장관및소속기관장월례 상회의
수산주요시책원거리 상교육강화



4. 어촌정보사랑방운 지원

어촌은 도시나 농촌에 비하여 정보화 수준이 낮고 정보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전국 어촌계(1,879개, 2002년 12월)의 약 50% 수준인 850개소의 어촌계 등에 어업

생산 및 출하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어촌정보사랑방’을 개설하 다. 그리고 운 에 필요한 컴

퓨터, 프린터, 사무용 집기 및 현판 등 각 1대(개)씩을 2001년부터 지원하여 2004년까지 393개소

를 지원하 고, 2004년 이후 557개소를 지원하는 등 850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촌정보사랑방에 지원된 1대의 컴퓨터로는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

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동 사랑방은 정보화교육 이수실적, 수산세력 등 정보화 확산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범어촌계나 수산업경 인연합회 사무실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해양수

산부 소속 각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해양수산사무소)의 어촌지도공무원이 수산기술지도

시 월 1회 이상 어촌정보사랑방을 방문, 정보활용능력 등의 지도·점검과 어업인 전용 홈페이지

(www.badaro21.net)와 연계하여 어촌관광·시범 및 체험어장 안내·지역특산 수산물 홍보 등으

로 어촌·도시간의 교류확대 및 수산물 직거래 기반 조성 등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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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4> 어촌정보사랑방개설·운 현황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구분 목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이후

컴퓨터 850대 123대 100 70 100 457

프린터 850대 123대 100 70 100 457

탁자 850대 123대 100 70 100 457

의자 850대 123대 100 70 100 457

현판 850대 123대 100 70 100 457



제6절여성정보화교육

1. 개요

여성 정보화교육은 단순히 여성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다는 것보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을 통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

에 앞서 여성 정보화교육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 여성 정보화교육의 목표는 대체로 정보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정보능력 함양

을 통한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능력의 배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취업

하는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여성 정보화교육의 의미는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여성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정보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 정보화교육의 의미는 국민 정보화교

육의 일환으로서, 여성이 기본적인 정보능력을 배양하여 심각한 정보격차를 겪지 않고, 정보사회

에서의 정보통신 등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른 관점에서 정보화로 인한 산업구조와 사회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지식노

동, 정보노동의 수요가 증대되고 유연 노동의 확대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의 정보능력이 새로운 노

동력 원천으로 제기되면서 정보능력의 전문적 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새로운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즉 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여

성의 정보능력은 사회참여의 기본요건이 되고 있다.

여성 정보화는 지역,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 외에 정보화

를 통해 지식정보기반 경제에서의 사회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맥락에

서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요구의 증대는 여성의 정보능력의 훈련과 향상이 전제가

된다 할 수 있고, 여성 정보화교육은 기본적인 정보이용과 같은 정보소양 이외에 IT 관련 산업분

야에의 진출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여성 정보화교육에 대한 의미는 첫째, 여성이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

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둘째, 지식정보기반

경제에서 여성을 새로운 지식정보 노동의 인적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여성발전은 물론 양성평등

의 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여성 정보화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정보이용이 보다 원활하

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복지가 향상되고

그 결과 정보화를 통한‘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여성정보문화를 개발, 발전시키는 것으

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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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정보화교육의주요내용

가. 여성정보화교육의방향과목표

여성 정보화교육의 방향은 여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교육을 통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새로운 여성정보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 정

보화교육의 목표는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전문적인 정보능력개발을 통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 여성정보문화의 확산, 여성과 국가발전의 사회적 시너지효과 증대

등에 있다. 그러기에 여성 정보화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열거한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 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정보화교육의 우선적인 목표가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에 있는 경우, 교육프로그

램이나 운 은 여성에게 보다 많은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지식정보 노동자로서 경제

적 자립이나 사회참여를 희망할 경우,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참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IT

관련 전문성을 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IT 관련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과 훈련은 지식정보기반 경제사회에 적합한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의미를 지니

므로, IT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 분야를 미리 선정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수준에서 여성정보문화는 여성 개개인의 정보화 마인드나 정보화 소양이 많을수록

정보생활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의 효과적인 활용에 관심이 많을수록 확산된다는 점에 보다 큰 역

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나. 여성정보화교육현황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정보화교육은 교육방향과 목표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

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성부 산하의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성의 인력개발을 목표로 한 여성 정보화교육,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받는 IT관련 교육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 기본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여성 정보화교육은 국민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한

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 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성

의 경제자립을 위해 IT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e-비지니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기반 경제사회를 대비해서 정보능력을 기반으로 여성의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는

여성정보화교육은 여성부가 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중심이 되어‘여성 IT 전문교육’이란 명

칭 하에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여성 정보화교육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구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단체, 여성기관에 지원했던 예산을 여성부로 이관받아 IT분야에의 여성 취업지원

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협회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

성 정보화교육은 주로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여 무료 혹은 피교육자의 소액부담 형태로 실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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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주로 정보화 소양교육이나 지도자교육, 정보보호교육 등 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개

설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은 정보격차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관

하고 있다. 이는 국민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1999년에‘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형태로 처음 실

시되었다. ‘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취약계층인 주부들의 인터

넷 이용을 촉진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인터넷 교육을 희망하는 주부는 누구든지 무료로 인터넷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부들의 정보소외를 막는 것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며 아울러 자녀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 다.

주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교육, 정보검색법과 홈쇼핑, 음란물 차단법 등을 위주로 하 으며,

전국의 1,000여개 컴퓨터학원을‘주부 인터넷 교실’로 지정하여‘주부 100만 인터넷 반’을 운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추진결과 주부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교육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으로 인해 주부들의 컴퓨터 및 인터

넷 이용률이 증가하고, 교육 이수 정도도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초기 인터넷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의 62.8%가 교육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에 대한 주부들의 교육욕구가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주

부들이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교육의 필요에 의해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정

보화로 인한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서 인터넷에 대한 교육욕

구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주부들의 정보화 저변을 크게 확대하

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초기에 주부들의 인터넷을 이용을

촉진하고자 주로 기본적인 이용을 위한 기초 교육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활용을 위한 다양

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 대한 비판적 재고는 실용교육에 초점을 둔‘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으로 국민을‘e-Korean’으로 양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 는데, e-비즈니스나

인터넷 창업교육 등의 실시가 그 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인력개발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먼

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e-Business’교육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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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5> 주부 100만인터넷교육효과

구분

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
실시후 교육의사

컴퓨터 이용율 인터넷 이용율 교육 이수율

1999년 5월 1999년 12월 1999년 5월 1999년 12월 1999년 5월 1999년 12월 2000년

주부 10.9% 28.0% 1.8% 9.2% 19.1% 31.8% 62.8%

※자료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2 



여성들 가운데 30~40대 여성들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9.2%가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으며, 80.2%정도는 향후 창업에 필요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 다고

한다. 특이한 사실은 미혼여성(16.5%)보다 기혼(83.5%)여성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참

여할 의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지난 2003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여성의 경제자립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창업교육인 여성 e-Business 교육이 전국 240여개 교

육기관에서 실시된 바가 있다.

여성 e-Business 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여성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의

취업, 창업 등에 여성들이 폭넓게 참여케 하기 위한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이었다. 교육내용은 e-

Business 기초(6시간), e-Business 관련 제도(6시간), 쇼핑몰 기획(4시간), 쇼핑몰 운 (4시간), 머

천다이저(7), 솔루션구축 실습(17시간), 정보보호 및 보안(1시간) 등으로 총 44시간으로 구성되었

다.교육과정 수료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솔루션 업체인 기술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쇼핑몰로의 취업 알선 등도 지원하 다. 주로 여성 고급인력의 다양한 경험

과 능력을 토대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경제활동 등 생산적인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결

과적으로 e-Business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 다.

‘여성 IT전문교육’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정보능력 배양과 여성 인적자원 개발

의 필요성에서 여성부가 주관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여성의 전문정보능력을 개발·육성하여 경

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금년도 교육은 콘소시엄 형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

여 교육대상과 교육자의 수준 그리고 교육기관별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

하여 총 35개 과정을 운 중에 있으며, 전년과 달리 여성단체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 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교육생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특강, 세미나 등을 통하여 취업현장

에 관한 정보를 얻고 유관기업 홍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금년도 현

재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취업대상자 기준으로 취업률이 30%(67명)를 나타

내고 있다. 전년도 교육생의 취업현황도 취업대상자 327명 중 169명(52%)이 취업에 성공하여 타

교육과정의 평균취업률(3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IT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서울 중심의 교육생 편중현상 심화 등이 주요 문제인데이

러한 맥락에서 여성 IT전문교육은 여성능력개발에 비해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이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IT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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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6> 연도별여성 IT 전문교육과정현황및수료인원

연도 분야 과정명 수료(명)

2002년

IT 기반 IT기반 160

IT 실무

자바실무 110

웹디자인실무 77

윈도우즈실무 42

보안실무 22



한편 2001년 1월 여성부로 이관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 총 51개소에 걸쳐 가사나 육아 등으

로 정규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주부, 지역 내 저소득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

라 일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취업 훈련 등을 통하여 연간 약 3만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

3. 개선방향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정보화 교육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T 분야에서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도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화, 특히 여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IT 시장질서에서의 여성의 역

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가. 종합적인여성정보화교육계획마련

새로운 사회변화 환경과 국가경쟁력에 부응해서 정보화를 통한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우

선적인 여성 정보화교육의 목표라고 볼 때 전문성과 실효성, 유연성, 기획과 개발 등을 포괄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기관 간의 종합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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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6> 연도별여성 IT 전문교육과정현황및수료인원

연도 분야 과정명 수료(명)

2002년
IT 고급

자바고급 65
웹디자인고급 73
윈도우즈고급 30
보안고급 18
모바일자바전문가 28

합 계 625

2003년

IT장기과정

T 기반 56 
웹 디자인실무 43
웹 디자인고급 43 
자바 실무 39 
자바 전문 13 
윈도우즈실무 19 

IT 기획과정
e-Biz 기획 전문 78 
IT 기획 전문 17 

여성친화과정

텔레마케팅관리사 45 
회계관리전문가 56 
패션 스타일리스트 52 
3D 애니메이션 35 
쇼핑몰머천다이저 46 
아바타디자이너 37 

재직자 Skill-Up 포토샵(야간) 등 107 

합 계 686 

※자료 : 여성부 내부자료



정보화교육 계획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위해

서 어떻게 훈련하고 훈련 후 IT산업 분야에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 하는 IT 분야 여성 일자리 창

출과 연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여성정보화교육전문기관육성필요

현재 여성 정보화교육은 IT산업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육성 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정보화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

기관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여성친화적이면서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의다양한개발

현재 교육대상자는 주부, 의사나 변호사, 학자 및 연구자 등과 같은 전문직 여성, 일반사무직 여

성, 교사나 금융권에 종사하는 여성, 도시빈민층 여성, 지방여성, 농어촌 여성 등 다양한 여성계층

을 망라하고 있으나, 이들의 집단적 특성을 반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동기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친화적이면서도 전문성도 고루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여성정보화교육방식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

교육이 직접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수요나 요구, 그리고 활동 분야에 맞

게 상담을 통해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일종의 맞춤식 교육’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는 국의 여성 정보화교육 방식이다. 국의 현지 방문과 면

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특정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함으로써 보다 유연

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제약이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간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검토가 매우 절실하다. 특히 궁극적으로 IT 활용교육을 통해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면에서도 효과

성이나 생산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마. 교육의제도적활용방안마련

정보격차 해소의 궁극적 목표가‘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이듯이, 여성 정

보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 정보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진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는

여성의 새로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능력의 발휘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이루어져 여성 정보화교육의 근본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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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재소자및보호소년정보화교육

1. 개요

법무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중장기 비전인‘Cyber Korea 21’(1999. 3)과‘e-Korea Vision

2006’(2002. 4), 그리고‘1,000만명 정보화교육’(2000. 6)과‘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2002.

6)에 따라 국가의 정보화 촉진과 국민의 디지털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재소자 및 보호소년을 대상

으로 2000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소자 및 보호소년들의 동일계 진학을

진작하고, 취업과의 연계를 통해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건전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나아가 재소자 및 보호소년의 컴퓨터 및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21세

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지식인, 신기술인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2. 주요추진현황

가. 전문과정중심의특성화교육체제확립

법무부는 2000년부터 산하 전국의 15개 소년원, 9개 보호관찰소, 44개 교정기관에 팬티엄Ⅲ급

이상의 컴퓨터 7,301대를 갖춘 250개 정보화교육장을 개설하 다. 또한 소년원과 재소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자체교사 301명, 자원강사 284명, 전문계약강사 60

명 등 645명의 전문 교수인력을 확보하여 1인 1PC, 24시간 교육환경을 조성하 다.

보호소년의 경우 정보통신학교에 컴퓨터 일반과정부터 전문과정인‘컴퓨터에니메이션과’‘멀

티미디어정보통신과’, ‘컴퓨터그랙픽과’, ‘경 정보과’, ‘ 상미디어학과’등 첨단 학과를 설치

하 고, 또한 IT관련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양장봉제·기계자수·목공·사무관리 등 사양직종

을 폐지하고, 컴퓨터산업디자인·전산응용건축제도·PC수리 등 유망직종을 신설하여 실용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소자에 대해서는 전 수용자의 정보화 교육을 목표로 컴퓨터 일반과정에

서부터 전산응용건축제도 과정까지 개설하 으며, 또한 자격시험반 및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지도

반 운 등 실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같은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위해 2000년 9월에 전국 15개 소년원 중 11개 소년원을 기

관별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 결과 2003년 10월 현재 정보통신학교 5개교, 정

보산업학교 6개교, 인문계 중·고등학교 1개교, 체육중·고등학교 1개교, 예술종합학교 1개교, 의

료소년원 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특성화의 취지에 맞게 일반 교과를 20~30% 축소하는 대신, 컴

퓨터관련 전문교과를 70~80%로 확대하여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에 주력하고 상급학교 진학자

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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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44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76개 대학과 관·학 협약체결을 통한 전문강사 지원체계

를 구축하 으며, 특히 청주주성대학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청주교도소내 전문학사과정(전

자상거래학과)을 신설하여 1인 1자격 취득을 의무화하여 IT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 다.

나. 창업보육원의설치·운

소규모 창업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년원 학생들의 사회 진출경

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정보화촉진기금)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진흥기금)의 지

원을 받아 서울 창업보육원을 2002년 6월 26일에 개관하 다. 설립취지는 소년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고급심화 교육과정을 운 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고급기능 보유학생에 대한 완전한 사회복

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달성을 위해 서울소년원 직제를 개편하여 창업지원과를 신설, 서울창업보육원의

원활한 운 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IT분야에 웹디자인, 전자출판, 전자상거래, 네트워

크관리, PC정비, 상미디어를 개설하 고 일반 분야에 자동차정비를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다. PC관련대회개최및참가

기관별 연 2회의 PC경진대회를 실시토록 하 으며, 전국 단위 PC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정보검색 위주의 전국소년보호교육기관 PC경진대회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

션공모전, PC수리 등 개최 종목을 다양화하 다. 또한 자체 PC경진대회 입상자 등 활용 능력 우수

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 및 전국 규모 중·고등학생 PC경진대회,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는

데 정보기술분야에서 입상을 하는 등 교육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 자격취득및취업연계로사회복귀지원

매월 컴퓨터 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1인 1자격’취득은 물론 고급·전

문기능자격을 취득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관련 자격시험장소를 제공하고 출장시험

을 유지하고 있다.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각 기관의‘취업지원협의회’, ‘한국소년보호협회’, ‘노

동부 지방 고용안정센터’등의 협력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마. 봉사활동을통한인성교육실시

전국 12개 소년원에‘지역주민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소년원 학생과 교사들이 주부·산

업체 근로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소년

원 학생이 직접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중고컴퓨

터를 기증 받아 수리하여 장애인에게 기증하는 행사 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부심을 북돋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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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내용및과정

재소자 및 보호소년의 정보화교육 내용은 <표 3-3-37>과 같다. 단계별 교육내용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심화·전문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화 교육의주요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과정별 주요내용은 크게 특성화과와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사취득 분야로 구분되

어 있다. 

4. 주요교육성과(2000~2003년)

먼저 전국 규모의 어·컴퓨터 경시대회 등에 75회 참가하여 331명이 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

상하 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194,572명을 교육시켰으며, 23,052명이 각종 컴퓨터 관

련 자격을 취득하 다. 2,380명이 벤처기업 등 유망업체에 취업하 고, 77명이 고등학교·대학교

에 진학하 으며,  창업보육을 위하여 62명을 교육하 으며 80명이 전문 학사과정을 취득하 다.

2001년 5월에는 소년원에서 컴퓨터 관련 고급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7명이 벤처기업‘(주)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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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7> 재소자및보호소년정보화교육의단계별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초과정 컴퓨터개요, OS, 워드, 엑셀 프리젠테이션, 인터넷검색 고급과정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상미디어

중급과정 OA과정심화, PC수리, 홈페이지제작 심화·전문과정 웹디자인, 네트워크관리, 전자상거래, 전자출판, CAD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표 3-3-38> 재소자및보호소년정보화교육의과정별주요내용

교육과정 교 육 내 용

특성화과

공통기초반 컴퓨터개요, PC 운 체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인터넷정보검색등기초습득

경 정보과 21세기 디지털혁명시대를맞이하여급속히증가하는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및
운 ·관리실무능력을양성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과 중급이상 PC 활용능력교육을실시, 네트워크시스템과웹서버구축및운 ·관리실무인력을양성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동 상제작및편집등에관한실무능력을배양, 애니메이션과인터넷을연계한
웹애니메이션전문인력을양성

직업능력
개발훈련

PC수리 PC에 관한이론및실무능력을배양하여컴퓨터수리전문가를양성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제작·편집에관한실무능력을배양, 인터넷과연계한컴퓨터산업디자인전문가를양성

전산응용건축제도 컴퓨터관련이론과실무능력을겸비하고 CAD, CAM을 통한건축제도를편집·제작할수있는
전문가를양성

웹디자인 색채학,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등이론과그래픽실습을통한웹프로그램운용실무자양성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웹기획등이론과실무등프로그램운용

전자출판 MAC컴퓨터이해, 인쇄공학, 편집디자인개론등이론및전자출판실무전문가를양성

네트워크관리 네트워크기초, NOS, TCP·IP 및 각종프로토콜보안등이론및네트워크구현및설치, 
유지보수실무자를양성

상미디어 방송·통신기술분야의 상산업에종사할수있는창의성과응용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

학사취득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웹기획등이론과등프로그램운용등전문학사자격취득과정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텍’을창업하 다. 또한 2003년 3월에는퇴원생이카드, 명함관련전자쇼핑몰사이트‘NCwiz.com’

을개설하여운 하고있다.

전국 12개 소년원에‘지역주민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소년원 학생과 교사들이 주부 ·

산업체 근로자 등 2,501명의 정보취약계층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 으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소년원 학생이 직접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여 1,724명에게 컴퓨터교육 봉사활동을 하

다. 이와같이 소년원 학생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퇴원이 허가되었는데도 자격 취득이나

진학 준비를 위해 562여명의 학생이 스스로 퇴원의 연기를 신청하 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소년원 정보화교육 등 교육혁신 사례가 2000년 6월‘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총 445

개 기관 771개 혁신사례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상을 수상하 으며 포상금 1,000만원으로 학

생 4명과 직원 2명을 국과 인도네시아에 파견, 세계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다. 무엇보다 재범률도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퇴원 후 6개월 이내 재범률이 교육혁신 이전

18.5%이던 것이 혁신 이후 9.9%로 낮아졌고, 1년 내 재범률은 33.2%에서 19.5%로 무려 13.7%가

감소하 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아 3,481회에 걸쳐 TV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바 있

고, 대통령·각 부처 장관 등 54,506여명의 국내 인사가 소년원 교육혁신 현장을 방문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NHK-TV, TV도쿄 등 외국의 언론들도 깊은 관심 속에 소년원 교육혁신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보호행정 관계자·교수·언론인 등 995여명의 외국인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참관하고‘한국의 소년원 발전이 눈부시다’는 등의 찬사와 함께 자국의 제도개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 다.

5. 향후추진방향

재소자 및 보호소년의 향후 정보화교육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설치된 장비의 내용연수 누적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저급화됨으로써 첨단교육과정

의 원만한 운 ·유지 및 발전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장비의 성능향상(Up-grade),

최신 장비로의 교체, 체계적 정비·관리가 절실하다. 둘째, 전문연수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수준높고 일관성 있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급·전문·국제공인자격 취득을 장려함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컴퓨터교육의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고

급·심화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기능 자격 취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격취득

자는 대기업·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벤처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주문형·맞춤형 IT 관련 교육과

정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컴퓨터관련 외부경시대회 참가 또는 자체 유치 기

회를 적극 발굴·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정보화교육에 대한 동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소년원 학생의 완전한 사회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정규교육 과정과

창업보육 운 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65제7절 재소자 및 보호소년 정보화교육

제
3
편



제8절저소득청소년정보화교육

1. 저소득청소년정보화교육의의의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양의 확대 및 지식 수명의 단축과 더불어 개인의 생활에 다각적으로 적

용되며 나아가 지식공유의 세계에서도 국가간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정보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은 국가간, 기업간, 개인

간의 경쟁에서 성패의 관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는 늘어나

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보화가 주는

혜택으로부터 더욱 소외되어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의 정보격차 문제는 경제적 격차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구조는

사회적 저항과 갈등의 잠재적 진원이 된다. 

따라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정보화의 혜택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에 대한 정보화의 공평한 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유료교육

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상황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주도의 전국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

요하다.

2. 사업현황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

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민간교육의 이수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

청소년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잠재적인 역량을 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재 정보통신교육원에

서는 이들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SW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활용

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세습적 빈곤 타파의 기회제공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SW기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다음 3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SW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기회의 제고와 정보활용격차 해소로 저소득층의 세습적 빈곤 타파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

째, 전 국가적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발달에 능동적인 접

근을 가능케하여 건전한 사회 통합과 복지를 실현한다. 셋째, 중앙 집중적인 정보화 편중현상을

대비한 전국적 교육을 통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IT 예비인력의 양

성하는 등 지식정보사회에서의 IT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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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서울의 강남 교육장 등 8개 교육장(19실)의 설치를 시작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

으며, 금년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남교육장 폐쇄(각 2실)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교육

장에서 24개 교실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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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9> 저소득청소년기술교육연도별실적 (단위 : 명)

※2004년도 실적은 6월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 정보통신교육원 내부자료

교육장
2002년 2003년

계획 등록 수료 계획 등록 수료
강남 1,600 1,600 1,357 1,520 1,520 1,313

강북 2,400 2,440 2,065 - - -

대전 1,600 1,600 1,337 1,560 1,560 1,454

인천 2,320 2,320 1,933 1,480 1,480 1,347

대구 1,600 1,600 1,252 1,520 1,520 1,317

부산 1,600 1,600 1,282 1,520 1,520 1,338

광주 1,600 1,600 1,351 1,560 1,560 1,365

전주 2,400 2,400 1,966 2,240 2,240 1,969

춘천 1,490 1,490 897 1,520 1,520 1,318

성남 1,600 1,600 1,320 1,520 1,520 1,426

청주 1,600 1,600 1,262 1,520 1,520 1,432

구미 1,600 1,600 1,347 1,520 1,520 1,406

진주 1,600 1,600 1,385 1,520 1,520 1,382

제주 1,600 1,600 1,256 1,520 1,520 1,257

목포 800 800 689 760 760 660

여수 800 840 707 760 760 660

군산 - - - 600 400 347

안산 - - - 400 240 224

계 26,210 26,290 21,406 23,040 22,680 20,215

교육장
2004년 합 계

계획 등록 수료 계획 등록 수료
강남 - - - 3,120 3,120 2,670

강북 - - - 2,400 2,440 2,065

대전 - - - 3,160 3,160 2,791

인천 1,320 680 592 5,120 4,480 3,932

대구 1,320 640 560 4,440 3,760 3,129

부산 1,320 680 597 4,440 3,800 3,217

광주 - - - 3,160 3,160 2,716

전주 1,320 760 687 5,960 5,400 4,622

춘천 1,320 600 547 4,330 3,610 2,762

성남 1,320 680 646 4,440 3,800 3,392

청주 1,320 680 650 4,440 3,800 3,344

구미 1,320 680 611 4,440 3,800 3,364

진주 1,320 680 629 4,440 3,800 3,396

제주 1,320 640 550 4,440 3,760 3,063

목포 680 360 317 2,240 1,920 1,666

여수 680 360 310 2,240 1,920 1,677

군산 640 280 236 1,240 680 583

안산 640 400 372 1,040 640 596

계 15,840 8,120 7,304 65,090 57,050 4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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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저소득청소년기술교육추진체계

<표 3-3-40> 저소득청소년기술교육자격순위

공급자

MIC

지방자치
단체

ICU
정보통신
교육원

(전담기관)

투입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명

교육장설치
폐쇠/매

교재 및
과정개발 /개

강사지원/명

저소득층 기술
SW교육

저소득층 SW
교육기회제공

지방의회

저소득 청소년

교사 및 부모

교육생

지방자치단체

교사 및 부모

전문가

기획예산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ICU정보통신
교육원

지역발전

전문가회의/회

홍보/회

수강생추천/명

교육장시설 및
장비구축

교육장 확보

외부전문가

운 자부담
(인건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등)

교육 및 행정인력

외부전문가

정촉기금39억원

예산확보

전문가
회의

교재및
과정개발

강사선정

수강생모집

수강생선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

교육
(매월반복)

성과평가중간점검

결과보고결과보고

최종평가중간평가

기본계획수립

협약

인력 1/10명

산출 결과 고객프로세스

협약체결

협약체결

수강생 추천홍보

세부사업
계획수립

순위 해당요건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비 고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

- 학교장확인증명서또는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한국민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증명서
첨부하여접수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 (선정 및급여기준)에
근거
http://blss.mohw.go.kr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보육원등사회복지시설입소자)

- 읍·면·동사무소에서발부한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증명서첨부하여접수

- 학교장또는사회복지시설(보육원) 해당 기관장확인
증명서(해당복지시설재원증명서) 첨부하여접수

2순위

학비
감면
기준

수업료, 기성회비감면자 - 학교장이증명한학비감면확인서첨부하여접수

해당년도에한함가정형편으로받는장학금수혜자 - 학교장이증명한장학금수혜확인서첨부하여접수

근로장학생 - 학교장이증명한근로장학생확인서첨부하여접수

모·부자세대자녀 - 해당 동사무소에서발부한모·부자가정확인서를
첨부하여접수(모자보호법에근거)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자의범위)에
근거
http://www.moleg.go.kr

3순위 국가보훈대상자및자녀 - 보훈청에서발행한취업보훈대상자증명서나
국가유공자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접수

국가보훈처에서지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범위확대
http://www.bohun.go.kr

4순위 실업계고등학교 - 학교장추천서(지원서상에직인)와 학생증사본을
첨부하여접수

※자료 : 정보통신교육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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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0> 저소득청소년기술교육자격순위

<표 3-3-41> 저소득청소년기술교육주요과정및교육내용

순위 해당요건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비 고

5순위 인문계고등학교 - 학교장추천서(지원서상에직인)와 학생증사본을
첨부하여접수

6순위

재산세기준
(재산세/종합토지세포함)

미과세세대
- 읍·면·동사무소에서발부한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와주민등록등본첨부하여접수

실제저소득세대는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적용을받음

http://www.nhic.or.kr/minwo
n/htm/minwon_gammun_jiya
uk.htm 

과세대상년
30.000원 이하세대

국민연금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세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발부한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접수

세대주 6개월이상유고세대 - 해당동사무소에서발부한무단전출신고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접수

7순위
실직자및자녀 - 구청이나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발부한구직등록

필증을첨부하여접수 (자녀는주민등록등본첨부)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으로대체가능무직자

8순위 상기순위(1∼7순위)에 해당되지않은자 - 첨부서류없음(신분증지참)

공통
지원서작성 (지원서는해당교육장비치또는해당교육장홈페이지에게시)
주민등록등본은세대주와의관계를증명하기위함
모든첨부서류는최근 6개월에한해유효함(단, 구직등록필증은 3개월)

분야 과정명(코드) 기간 세 부 과 목 교 육 내 용

기
반
분
야

컴퓨터실무과정
(COP) 4주

정보통신윤리
스프레드시트(엑셀)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액세스

정보통신윤리관련법, 제도
통계자료작성, 정보수집및활용
OA관련자격시험대비
다양한형식의발표자료작성방법
데이터베이스의기본개념및활용

웹스타일리스트과정
(WES) 4주

웹기획의이해
HTML/자바스크립트
웹사이트제작(드림위버)

웹페이지레이아웃의개념습득
동적인웹페이지를만들기위한주요메소드와이벤트핸들링
기법을학습
웹페이지를전문화하는데사용되는에디터사용방법습득

서버구축과정
(SVC) 4주 윈도우즈 2000

SQL Server
윈도우즈 2000서버 구축방법의학습및활용
DB의 특성및 SQL 질의어의학습

프
로
그
래
밍
분
야

비주얼베이직과정
(VBA) 4주 비주얼베이직

어플리케이션개발의소개, VB 프로그램제작, 폼을 이용한작업,
변수와프로시져, 데이터컨트롤을 이용한어플리케이션개발
정보처리관련자격증시험대비

캐드응용과정
(CAD) 4주 캐드

캐드환경설정
캐드메뉴를이용한건축및설계도면의작성
모델의작도기능은물론역학적, 화학적, 음향, 모의시험등
다양한시뮬레이션기능을구현

Linux 서버구축과정 4주 리눅스서버

리눅스시스템설치, X 윈도우 시스템구현, 
기본 명령어사용법, 사용자계정관리, 파일관리, 시스템관리,
프로세스관리, 네트워크구축운 , 인터넷서비스구축, 시스템
보완등의학습을통한리눅스전반적인운 방법을학습

ASP프로그래밍과정
(ASP) 4주 ASP

ASP를 이용한게시판/자료실/방명록/회원관리가가능한
웹사이트제작
쇼핑몰등의소규모프로젝트구현

자바프로그래밍과정
(JAV) 4주 자바 자바프로그래밍을통한윈도우즈관련, 웹응용 프로그램개발

애플릿및서블릿프로그래밍

※자료 : 정보통신교육원 내부자료



3. 향후방향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은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발생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특유의

소외감, 자신감 상실로 인한 탈선을 예방하고 기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단순 생계유지의 지원에

서 벗어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지방중심의 교육으로 청소년에 대한 단순한 기술교육이라는 차원 보다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스스로 신산업분야에서 자립하여 소득기반구축에 나서게 한다는 데 의미

가 있다.

향후 정부차원의 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소간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무위주의 지역특성화 교

육을 도입하고자 지역 산업계와 연계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산업계의 실무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과 현장과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등 취업실무과정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연

수를 통한 현장적응의 리드타임을 최소화하여 향후 취업 등에 대비한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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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1> 저소득청소년기술교육주요과정및교육내용

분야 과정명(코드) 기간 세 부 과 목 교 육 내 용

웹
분
야

웹디자인과정
(WED) 4주

정보통신윤리
웹디자인의이해
웹그래픽제작(포토샵)
포트폴리오

정보통신윤리관련법, 제도
웹에서의디자인의이해및개념의습득
사진이미지합성, 필터기능, 특수효과등의기능을습득하여
웹페이지디자인의제작

캐릭터제작과정
(CRT) 4주

캐릭터제작의이해
캐릭터드로잉(일러스트레이터)
포트폴리오

캐릭터제작의기본방법및이론습득
벡터이미지를이해하고드로잉의특성및방법을습득하여
캐릭터제작능력배양

웹애니메이션과정
(ANI) 4주

웹애니메이션의이해
웹애니메이션(플래시)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의제작이해및기획
애니메이션제작에유용한도구로서다양한상호대화성과
HTML문서에삽입이용이한기본적인애니메이션제작기법및
기획방법의학습

웹 상제작과정
(VDO) 4주

디지털 상편집의이해
디지털비디오편집(프리미어)
포트폴리오제작

디지털 상의기본개념및소양습득
프리미어의 상편집기능을이용하여타이틀, 상 합성의
과정습득

※자료 : 정보통신교육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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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국민들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1,000만명 정보화교

육을 목표로 한 1단계 국민정보화교육 결과 2002년 6월까지 1,38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

하여 목표대비 13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0만명 정보화교육은 기초소양교육을 위주로 하여 실시하 으며, 2002년 7월부터 2단계 국

민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까지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에게 기초교육과 함께 중급수준

의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고속망 가입인구 1,000만명으로 세계 1위, 인터넷 이용율 세계 2위, PC 보급율 세계 7

위 등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환경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정보화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일상

생활 위는 물론 사회 참여의 기회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고도 정보화에 따른 경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용교육 강화를 목표로「2004

년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모두가 함께 하는 u-Korea 건설’을 위한 취약계층 500만명 교

육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2004년 6월 9일)하고 이들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교육을 쉽

게 받을 수 있는 평생정보화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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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2> 인터넷비이용자중취약계층점유율 (단위 : 만명, %)

※전 국민 인구는 6세 이상이며, 전체 인구는 약 4,764만명임
※취약계층은 장애인, 농어민, 장노년층, 저소득층 인구이며, 중복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인구
인터넷 이용 인터넷 비이용

인구규모 비율 인구규모 비율

전국민 4,461 2,922 65.5 1,539 34.5

취약계층 1,398 276 19.7 1,122 80.3

점유율 31.3 9.4 72.9

<표 3-3-43> 취약계층별정보화교육수강경험 (단위 : 만명, %)

※자료 :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일반국민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교육경험율 36.4 11.5 8.2 13.3

교육인원 1,623 15.4 55.6 40.9



그러나, <표 3-3-43>에서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 수강경험은 장애인 11.5%, 장노년 8.2%, 저소

득층 13.3%로 이는 일반국민(36.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에 대한 평생 정보화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온라인정보화교육,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 정보문화교육홍보관을 운 및 지원하

고 있으며 정보격차에 따른 제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가. 사업목적

정보화교육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강사가 부족하여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사

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지원단은 자원봉사로 운 되며 전문강사, 주부, 대학생,

정년퇴직자 등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사 Pool로 운 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강

사를 지원하여 전국에 산재한 교육시설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정보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교육내용

기관 및 단체 정보화교육 지원 활동은 정보화 교육시설은 있으나 강사가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강사를 지원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농어촌 IT 봉사단 운 은 방학 중 정보통신 관련학과 및 동아리 학생들을 활용한‘농어촌 IT 봉

사단’운 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단체교육과 더불어 방문 정보화교육 및 PC 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정보기기수리, SW 설치 및 정보화교육 수혜방

법 안내 등 정보화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1:1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할‘정보화 도우미’를 양성하

여 장애인의 정보화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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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4> 평생정보화교육지원실적 (단위 : 명)

사업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15,149 28,226 49,195 56,277 28,707 177,554

우체국정보교육센터 27,743 34,066 59,098 79,086 33,431 233,424

온라인정보화교육 - 16,394 91,008 152,191 51,959 311,552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 - - 2,797 36,540 16,885 56,222

정보문화홍보관 23,692 13,946 15,065 9,005 2,880 64,588

소 계 66,584 92,632 217,163 333,099 133,862 843,34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0~2004.6



다. 교육기관및등록강사

지원기관은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총 4,125 기관에 대해 강사를 지원했으며, 2,393명의 강사

를 확보, 운 하고 있다.

라. 교육실적

1997년에 5,448명을 시작으로 매년 강사지원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04년 상반기 현재

까지 총 20만 여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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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5>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강사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강사

성별 직업별

남 여 학생 주부 교직 고령자 전문강사 공무원 자 업 회사원 기타
서울청 701 204 497 57 73 36 5 354 8 9 52 107

부산청 367 125 242 39 64 17 4 132 10 9 21 71

충청청 247 92 155 15 20 28 4 128 12 10 9 21

전남청 287 133 154 70 23 11 3 105 9 9 18 39

경북청 270 101 169 16 27 25 1 126 8 6 15 46

전북청 178 73 105 11 27 18 0 77 7 3 10 25

강원청 306 106 200 38 62 21 1 80 19 13 22 50

제주청 37 8 29 7 3 1 0 15 0 0 3 8

계 2,393 842 1,551 253 299 157 18 1,017 73 59 150 367

비율(%) 100 35 65 11 13 7 1 42 3 2 6 15

<표 3-3-46>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연도별실적 (단위 : 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등록강사 331 399 144 1,006 1,990 2,384 2,153 2,393 2,393

지원기관 196 311 378 480 696 1,523 273 268 4,125

교육인원 5,448 5,533 11,724 15,149 28,226 49,195 56,277 28,707 200,25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47>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지역별교육실적 (단위 : 명)

지 역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서울청 1,202 1,257 3,922 5,287 7,339 11,461 17,815 9,381 57,664

부산청 986 559 905 815 3,670 7,192 5,808 2,342 22,277

충청청 926 1,181 1,328 831 4,513 8,404 7,714 4,923 29,820

전남청 546 915 921 1,302 2,353 5,227 6,783 2,556 20,603

경북청 790 155 2,776 1,685 1,904 4,907 5,443 2,991 20,651

전북청 348 502 1,144 629 4,308 6,049 5,217 2,303 20,500

강원청 402 596 454 4,200 4,113 5,715 6,906 3,693 26,079

제주청 248 368 274 400 26 240 591 518 2,665

합 계 5,448 5,533 11,724 15,149 28,226 49,195 56,277 28,707 200,25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3. 우체국정보교육센터

가. 사업목적

정보화교육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및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등 정보소외지역의 우체국에

정보화 교육장 및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운 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과 정보접근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지역단위의 정보화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여 정보화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나. 교육내용

생활 착형 실용교육을 강화한 교육운 으로 교육과정은 2주 단위 종합반과 과목반으로 구성

하며 각 교육장별 특성에 따라 노인반, 장애인반, 청소년반 등 특별반을 운 하고 있다. (기초교육

과 실용교육을 6 : 4의 비율로 과정 편성) 그리고 우체국정보교육센터 운 을 위한 강사비, 교육장

운 비, 인터넷 회선, 장비 등 지원 및 유지보수, 정보화표준교재 개발 보급, 운 활성화를 위한 각

종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있다.

다. 교육기관및관련기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는 사업초기인 1999년만 해도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우체국에서 최초로 시

행한 농어촌컴퓨터교실의 후신으로써 정보소외지역인 중소도시의 유일한 무료 정보화 교육장이

었으나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구성하여 운 하기 시작하

여 2004년 현재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 교육장을 구성하여 운 중에 있다.

하지만,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을 운

하고 교육커리큘럼을 개발 보급하며, 담당 강사들의 보수교육을 통해 양질의 정보화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점이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48>은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우체국 정보교육센터의 현황이다.

참고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92개의 교육장을 설치하 으며, 각 체신청에서 자체적으로 16개

의 교육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에는 108개의 교육장이 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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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8> 우체국정보교육센터설치현황

구 분
연도별 설치지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서울청 가평, 남부천,
동두천, 용인

안산, 수원, 
안양, 구리

포천, 성남,
성남분당 시흥, 안성, 이천 용인→수지(이전) 남부천(철수),

가평(철수) 12

부산청
양, 합천, 
남부산

김해, 부산진,
합포, 진주

창녕, 산청,
해운대 진해 산청→북부산(이전) 합천(철수) 11

(1)
- - 부산 -

충청청 태안, 공주, 진천 논산, 제천,
천안, 증평 보은, 동, 옥천 충주,음성,단양,홍성

신탄진,조치원,부여
진천→서산(이전,)
단양→아산(이전) 17



라. 교육실적

1999년 이후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통하여 2004년 6월말 기준 총 246,177명을 교육시켜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향상 및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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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8> 우체국정보교육센터설치현황

구 분
연도별 설치지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전남청

고흥, 장흥,
나주, 서광주 광, 장성, 구례 무안, 해남, 강진 진도 고흥(철수)

25
(15)북광주, 광주, 광산, 목포, 여수, 곡성,

서여수, 화순, 순천, 광양, 담양, 보성, 
암, 완도, 함평(2001년)

경북청 달서, 안동, 달성 고령, 덕, 경주 예천, 포항,
봉화, 청송

의성, 김천, 왜관,
양, 성주,

울진, 청도

달성,경주(철수)
양→경산(이전) 15

전북청 김제, 익산, 남원 전주, 진안, 장수 군산, 정읍,
순창, 부안 임실, 고창 진안(철수) 11

강원청 월, 속초,
동해, 홍천 강릉, 원주, 횡성 춘천, 양양, 태백,

평창, 정선
삼척, 양구,
철원, 화천 횡성(철수) 15

제주청 서귀포 제주 - - 2

계 25 25 41(자체설치:16) 25 이전(2) 철수(8)
이전(3)

108
(자체16)

※ 씨 : 현재 운 중인 지역,  씨 : 철수된 지역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6

<표 3-3-49> 우체국정보교육센터연도별교육실적

구 분

연도별 교육실적

계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육 플라자 교육 플라자 교육 플라자 교육 교육 목표 상반기실적
서울청 1,422 18,529 2,827 54,730 3,562 97,842 3,459 11,917 7,600 4,506 27,693

부산청 1,287 6,019 3,185 47,601 3,529 69,562 4,433 7,054 7,000 4,601 24,089

충청청 739 8,818 2,419 42,631 4,273 79,134 6,775 11,016 10,700 5,725 30,947

전남청 3,197 9,214 5,673 149,410 7,070 98,641 22,301 22,036 15,800 6,367 66,644

경북청 2,842 9,495 3,064 43,247 3,706 80,167 9,092 10,450 10,100 5,163 34,317

전북청 1,590 8,738 4,484 54,998 4,658 67,360 5,003 7,865 7,000 2,622 26,222

강원청 1,463 15,194 5,321 98,450 6,057 139,160 7,473 7,898 9,500 4,102 32,314

제주청 213 771 770 7,468 1,211 6,806 562 850 1,300 345 3,951

계 12,753 76,778 27,743 498,535 34,066 638,672 59,098 79,086 69,000 33,431 246,177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6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6

<표 3-3-50> 2004년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교육과정별실적

구분 연간 교육목표 기초교육실적 실용교육실적 계

교육인원(명) 69,000 19,773 13,658 33,431



4. 온라인정보화교육

가. 사업목적

정보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화교육 종합사이트인 배움나라(www.estudy.or.kr)를

2001년 9월부터 운 하고 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을 받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대안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정보화교

육을 실시, 집합교육에서 할 수 없는 심화·반복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평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정보활용을 촉진시키고, 정보화관련 상담과 교육기관안내 등 종

합적인 온라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나. 교육내용

온라인 정보화교육 종합사이트인 배움나라에서는 정보화 기초 및 중급활용 과정, 자격증 대비,

계층별 과정, 시각·청각 장애인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교육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과정별 정원제 실시 및 매월 초 수강신청 즉시 학습, 교육 과정별 전

담 튜터를 통한 진도관리 및 질의응답 등 철저한 학습관리를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부, 노인,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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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1> 배움나라교육과정운 현황

구 분 교육과정 비 고

2001년
개설과정
(9개)

기초 활용 컴퓨터첫걸음, 인터넷 기초활용, 한 97, 엑셀, 홈페이지만들기
2001. 9 개설계층별 주부를위한인터넷활용, 노년층인터넷활용

장애인 청각장애인을위한인터넷활용,  시각장애인을위한인터넷활용

2002년
개설과정
(13개)

기초 활용 PC 자가 정비 & 유틸리티활용 2002. 8 개설

중급활용
파워포인트 2000, 포토샵 6.0 2002. 4 개설
한 97 심화, 엑셀 실무활용, 홈페이지제작실무
플래시 5 웹디자인, 리눅스입문, ASP 웹 프로그래밍입문 2002. 8 개설

자격증
인터넷정보검색사 1·2급 2002. 4 개설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워드프로세서 1·2급 2002. 8 개설

장애인 시각장애인을위한응용소프트웨어활용 2002. 8 개설

2003년
개설과정
(12개)

중급 활용 나모웹에디터 5, 비주얼베이직, 액세스 2002

2003. 8 개설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PC활용능력시험(PCT)
테마기획 우리는정보가족, 홈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장애인

시각장애인을위한엑셀
시각장애인을위한홈페이지만들기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처리기능사 (필기)
시각장애인을위한 C언어 (기능사실기)

총 34개 과정운 중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6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기존 교육콘텐츠를 보급하여 콘텐츠 활용 극대화와 재외동포 대

상 온라인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조선족 학생대상‘국제인터넷학교’를 추진하여 국외

동포 대상 정보화교육에도 기여를 하고자 한다.

다. 교육실적

2001년 9월에 온라인교육시스템 배움나라를 구축하여 16,394명에게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이

후 2004년 6월말까지 311,55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 

배움나라 회원 수는 2004년 6월말 기준 현재 150,361명(2004년 신규가입 : 29,439명)이다. 회

원현황 내역은 <표 3-3-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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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2> 배움나라연도별교육실적

<표 3-3-53> 2004년상반기배움나라교육과정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교육인원(명) 16,394 91,008 152,191 51,959 311,552

과정 수(개) 9 22 34 34 34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기초교육 3,949 3,942 4,044 3,791 3,334 3,250 22,310

실용교육 4,054 4,157 4,006 4,084 3,612 3,443 23,356

전문교육 1,077 1,231 1,190 1,379 771 645 6,293

교육인원 (명) 9,080 9,330 9,240 9,254 7,717 7,338 51,95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54> 배움나라회원가입자현황 (단위 : 명, %)

성별 유형별

구분 남성 여성 국외거주자
·외국인 계 구분 일반인 장애인 교원

(연수)
국외거주자
·외국인 계

인원 74,274 75,703 384 150,361 인원 143,082 2,803 4,143 333 150,361

비율 49.40 50.35 0.25 100 비율 95.16 1.86 2.76 0.22 100

연령별

구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 이상 기타 계

인원 1,776 22,664 33,714 42,639 21,203 7,368 5,234 1,456 14,307 150,361

비율 1.18 15.07 22.42 28.36 14.10 4.90 3.48 0.97 9.52 100



라. 향후발전방향

앞으로 배움나라는 정보화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중급활용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

발·운 하고,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34개 교육과정수를 계층별 테마기획, 시각장애인, IT활

용 등 12개 과정을 신규로 개발하여 2004년 10월부터 총 46개 교육과정으로 운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스터디그룹과 온라인 강좌 연계, 지역순회 오프라인 공

개특강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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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5> 2004년배움나라신규교육과정개발추진내용

구 분 과 정 명 교육내용 비고

계층별

기초

노년층
컴퓨터따라잡기

컴퓨터및윈도사용입문
바이러스체크및 PC관리
HW, SW의 이해등

기존노년층인터넷활용의
선행학습과정필요

엄마와자녀가함께
배우는컴퓨터세상

컴퓨터의이해및기본상식
바람직한컴퓨터활용방법등 에듀테인먼트형태로구현

실용 노년층홈페이지제작
및웹디자인

웹에디터이용홈페이지제작, 관리
이미지스캔및디자인작업등

홈페이지과정중
노년층대상과정부재

전문 주부를위한
커뮤니티활용

온라인커뮤니티구축및관리
웹사이트/ 블로그등운 스킬
커뮤니티활성화등

부업연계

시각
장애인

기초

컴퓨터입문
스크린리더사용법비교
바이러스체크및 PC자가정비
HW, SW의 이해등

인터넷
멀티미디어활용

검색엔진별사용법및정보가공
인터넷TV, 방송/라디오, e-book,
온라인 음악감상등

실용 홈페이지제작관리 홈페이지편집및사이트운 관리
HTML태그활용, 사운드링크등

기존홈페이지만들기의
중급활용수준

전문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자격시험대비
(인터넷일반개요, 사용자환경구축, 인터넷자원탐색등)

1차: CBT
2차: 객관식

일반

실용

포토샵 CS 포토샵기본및메뉴사용법
이미지합성, 리터치기법등

한 2004 활용 한 기본및메뉴사용법
생활문서작성실습등

전문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자상거래기획, 운 및 관리, 
시스템운 및관리, 관련법규등이론
전자상거래구축 (기출문제유형)

인터넷쇼핑몰운 실무 전자상거래개요, 관련제도
쇼핑몰창업을위한기획, 운 등

쇼핑몰창업지원등
학습후성과창출

총 12개 신규과정개발추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5.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

가. 사업목적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국민NIT)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 정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정보이용능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평가서비스이다.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활용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여 부족한 분야

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정보화

교육의 질적 성과측정을 통해 계층별 국민정보화 지수를 파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내용

온라인평가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기능 개편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평

가결과 분석서비스 제공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평가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대상, 계층, 수준

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층별, 대상별, 연령별, 수준별 등 다양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교육실적

2003년에 36,540명이 온라인 자가진단시험을 치 고, 2004년 6월말 상반기까지 16,885명이 국

민정보이용능력평가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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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6>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종목별평가요강

구 분 평가 역 문 항 수 배 점 시간 평가 기간

종합평가

정보수집
정보전달
정보가공,창출
정보관리
정보사회

25문항
-필기 : 20문항
-실기 :  5문항

100점
(문항당 4점) 25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과정평가
(6종)

윈도98(윈도XP)
한 97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20문항
(필기, 실기 혼합)

100점
(문항당 5점) 20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격증모의평가 IT관련 각종자격 역 해당문항 - 해당시간 수시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라. 향후발전방향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는 지속적인 평가지표 보강과 평가방식의 표준화는 물론 평가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국민정보화교육정책은

물론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보격차지수의 측정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KDQ(한국인의 디지털 역량지수) 측정지표를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피평가자에게 정보화 수준 등급이 표시된 온라인 Skill Card 발급 등을 통하여 개인별 정

보화수준에 대한 맞춤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 정보문화홍보관운

가. 사업목적

주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눈높이에 맞

는 교육장과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간적·경제적 제약 없이 취약계층이 정보

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89

년에 강남 정보문화홍보관을 최초로 개관(2002년12월 철수)하 고, 2000년에 현재의 강서 정보문

화홍보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

넷 존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체험 및 정보접근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촉

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교육내용

사업초기부터 2000년까지는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기초교육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 으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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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7>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교육실적

연도 평가종류 평가횟수(회) 평가인원(명) 연 간

2002년 시범평가 2 2,797 2,797

2003년
종합평가 20 6,606

36,540
과정평가및기타 49 29,934

2004년
종합평가 7 2,632

16,885
과정평가및기타 46 14,253

총계 124 56,222 56,222

종합평가 :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지표에따른기본평가
과정평가 : 6개 교육과정별평가(윈도, 한 97,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기타평가 : IT관련 자격증모의평가및클럽평가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6



년부터 홈페이지 제작과정, 홈 멀티미디어 등 중급수준의 정보화교육을 추가하 고 2004년에는 스

위시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초교육, 실용교육, 전문교육별 교육 실시로 정보 활용 능력 향상

은 물론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생산성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취약계층별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적용 및 맞춤

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범운 을 통한 효과검증 등 국민정보화교육의 Test-bed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무료 이용시설이 미비한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주민들에게 교육시설을 개

방하여 정보생활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교육실적및인터넷존이용실적

정보문화홍보관은 지난 1989년 개관이래 2004년 6월말까지 약 15만 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 고, 약 10만 여명이 인터넷 존을 이용하는 등 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물론 정보화 취약계

층에 대한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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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 : 6개 과정, 실용과정 : 7개 과정, 특별과정 : 2개 과정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58> 정보문화홍보관정보화교육내용

※기초과정 : 6개 과정, 실용과정 : 7개 과정, 특별과정 : 2개 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기초

윈도98, 윈도XP 컴퓨터기본및운 체제활용

10H
(1일/2H)

한 97Ⅰ 한 97을 이용한기본문서작성

한 2004Ⅰ 한 2004를 이용한기본문서작성

인터넷Ⅰ 인터넷서비스이용및전자우편활용, 정보윤리

엑셀2000Ⅰ 엑셀2000을 이용한계산표문서작성

초보자종합반 컴퓨터교육을처음받는초보자대상기초과정실습종합반 (WIN98, 한 97, 2004,인터넷Ⅰ, 엑셀2000Ⅰ) 40H

실용

한 97Ⅱ 한 97을 활용한실용문서작성

20H
(1일/2H)

한 2004Ⅱ 한 2004를 활용한실용문서작성

인터넷Ⅱ 인터넷주요서비스의활용및정보검색, 정보윤리

엑셀2000Ⅱ 엑셀2000을 활용한통합문서작성

파워포인트2000 프레젠테이션용프로그램사용법및실습

홈페이지 웹에디터를활용한홈페이지제작및관리

홈멀티미디어 유틸리티프로그램을활용한멀티미디어제작

특별
실버반 고령자를위한 PC기초에서인터넷이용까지 16H(1일/2H)

맞춤교육 교육생에게필요한맞춤형교육 협의

<표 3-3-59> 정보문화홍보관정보화교육실적

구 분 1989∼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교육
실적

강남 91,677 6,397 4,961 4,822 - - 107,857
강서 - 17,295 8,985 10,243 9,005 2,880 48,408

실적(명) 91,677 23,692 13,946 15,065 9,005 2,880 156,26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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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정보화교육 이외에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피교육생 대상 시범 적용

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200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사업의 Test-Bed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Test-Bed 전용교육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 분석결과 지역인근의 노인, 주부 등 취약계층이 교육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 하고 그 운 결과

를 활용하여 정보취약계층에서 정보선도계층까지의 범국민 정보화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정보격

차해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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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1> 정보문화홍보관과정별교육실적 (단위 : 명)

년도
교육과정

1989∼2002년
2003년 2004년 계

강서 강남
운 체제 20,847 2,607 772 239 24,465

문서작성 25,590 2,906 1,500 463 30,459

스프레드시트 1,643 666 772 309 3,390

인터넷 56,152 4,346 2,014 396 62,908

홈페이지 4,846 3,240 1,002 411 9,499

프리젠테이션 494 290 202 118 1,104

실버반 2,188 2,409 463 167 5,227

단체반 1,518 14,638 1,730 441 18,327

홈 멀티미디어 - - 438 306 744

컴퓨터초보 - - 112 30 142

계 113,278 31,102 9,005 2,880 156,26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62> 인터넷존이용실적 (단위 : 명)

구 분 1997∼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교육
실적

강남 20,900 6,006 5,240 4,390 - 36,536

강서 - 9,924 14,230 18,175 20,000 7,968 70,297

실적(명) 20,900 15,930 19,470 22,565 20,000 7,968 106,833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3-60> 정보문화홍보관연령별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 타 계
2000-2002 강서 367 580 2,312 3,028 3,830 11,377 15,029 36,523

1989-2002 강남 16,357 22,607 25,792 20,093 10,119 12,889 - 107,857

2003 220 100 248 550 1,182 5,154 1,551 9,005

2004 109 22 81 235 404 1,853 176 2,880

계 17,053 23,309 28,433 23,906 15,535 31,273 16,756 156,26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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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중소기업 IT화지원

1. 개요

현재 선진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e-Transformation(산업의 IT화)이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는 기업 내부를 ERP 등으로 e-company화 하여 창출된 지식을 통해 제

품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하는 지식경 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간의 관계는 B2B, SCM,

CRM 등으로 e-비즈니스화 하면서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및 스피드 경 을 구현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전통산업과의 접목

(convergence)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사회·문화 부문에서 IT가 곧바로 활용되고 있으나, 산

업 부문에서는 IT의 체화된 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기업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사업현황

가. 추진목적및경과

지난 2001년 부터 시작된‘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은‘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ERP 등 사내 정보화 중심에서 협업

적 IT화, 공급망관리(SCM) 등 기업간 정보화로 지원분야를 전환하며,  IT 솔루션 업체의 공급자 중

심에서 수요자인 전통 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개별 기업의 IT화 시스템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공통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3년간의 목표치인 3만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당초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여 30,932개의

업체를 지원하게 되고 기 지원받은 업체의 호응도가 높은데다 추가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제2

차 중기 IT화 5개년 계획(2003∼2007)」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300억원의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및 협업적 IT화를 중점지원 하 으며 수요증가

로 인해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 하 고, 2004년에 2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

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3년에 추진된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은 <표 3-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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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4년사업내용

2004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치, 향락 등의 업종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상

의 모든 중소기업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공통사항으로써 패키지소프트웨어 구입비용, 교

육·컨설팅 및 커스터마이징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하드웨어 구입비용을 제외한 총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동일기업 당 지원한도는‘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기 지원금액을 포함

하여 5,000만원 이내이다.

지원분야로는 ERP 구축 및 업그레이드 지원과 협업적 IT화 지원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ERP 구축 및 업그레이드 지원에는 ERP 도입 및 모듈의 추가지원과 우수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IT화 선도기업’지원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인사·급여, 생산, 업, 회계,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모듈 추가 또는 신규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며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결산

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e-Business 환경

구현을 위해 ERP 신규도입과 함께 전자구매, 전자판매, 그룹웨어 등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며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기

업 중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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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3만개중소기업 IT화지원사업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주 : 1. 지원결정 : 중간 포기 및 탈락 등을 제외한 순수 지원결정업체
2. 1만개 IT화 지원사업을 포함한 수치이며, 기초정보SW의 경우 중기청 및 대한상의 자료 포함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2003. 12

※지원결정 : 중간 포기 및 탈락등을 제외한 순수 지원결정업체 / 2003년도 IT화 지원사업은 2004. 4. 30일 사업 종료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2004. 4

<표 3-4-2> 2003년중소기업 IT화지원사업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완료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사전컨설팅 270 375 240 333 240 329
기초정보SW 40,552 39,051 27,750 27,095 27,750 26,976

ERP 3,379 59,435 2,592 42,358 2,592 42,326
생산공정 IT 40 736 39 656 39 656
협업적 IT 461 5,417 311 3,651 311 3,561

합 계 44,702 105,014 30,932 74,093 30,932 73,848

구분
신청 지원결정 완료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
그
레
이
드

ERP 도입 1,118 31,126 784 20,009 784 19,999
IT 선도화 51 2,530 33 1,621 33 1,621
e-learning 5 150 4 120 4 120
무역관리 413 1,640 376 1,495 376 1,495
mobile지원 9 270 5 124 5 124
IT화 콜센터 - 1,800 - 1,800 - 1,800

협업적 IT
모기업협력 324 4,629 268 3,134 268 3,134
SCM 지원 47 1,368 29 799 29 779
e-MP 48 519 20 206 20 206

합 계 2,015 44,032 1,519 29,308 1,519 29,278



둘째로, 협업적 IT화 지원에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업적 IT화 추진 지원과 중소기업의

SCM 구축을 통한 협업화 지원 등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협업 IT시스템이 구축 운 되고

있는 경우 참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협업 IT화 시스템 연동 및 이를 위한 사내정보화(ERP 또는 단

위업무SW 등)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 업체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다. ERP 기반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단위업무 기반의 경우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상시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후자

의 경우에는 자체투자 또는 IT화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ERP 등 사내업무를 IT화하여 운 중인

중소기업이 구매·조달, 생산, 업, 물류 등의 공급망의 일부 혹은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 관리)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지원한

도는 3,000만원이며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

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개선방향

현재까지 추진된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을 근거로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내실화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간 협업적 IT화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ERP 도입지원, 통합무역 솔루션 구

축지원, 모바일 비즈니스 연계 IT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업적 IT화 지원확대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협력생산 시스템의 구

축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협업화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여 협업화 수요를 창출하고, 업종별

공동 협업인프라(협업 Hub) 구축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를 산업전반에 조기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내실

화를 위해 사업관리 및 운 요령, 사업관리비, 사업지침 등을 정비하고 표준 사업관리 방법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보급 및 교육시키며,  IT화 콜센터를 통해 IT화 AS 지원 유형을 개발하고 보

급하는 등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체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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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2004년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IT화사업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신 청 지원결정 완 료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
그
레
이
드

ERP 도입 681 19,109 336 8,948 23 518

IT 선도화 47 2,335 35 1,729 - -

무역관리 151 564 145 545 18 78

모바일지원 27 747 20 439 - -

협업적
IT

모기업협력 90 1,338 70 990 8 90

SCM 지원 30 891 19 540 - -

참여기관 - 4,500 - 4,500 - 4,500

합계 1,026 29,484 625 17,691 49 5,186

※지원결정 : 중간 포기 및 탈락등을 제외한 순수 지원결정업체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2004.6



제2절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1. 개요

가. 추진배경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기업경쟁력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이는 제조업, 금융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과제인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기업정보화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제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

로 한 전통산업 정보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보화 지원이 미미하 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소기업은 전체 313만개 기업체 수의 99%

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86.7%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투자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지 못하 던

소기업은 갈수록 정보화에 있어 소외되면서 중·대기업에 비해 정보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기에 이

르 다. 최근 들어서는 중·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악화, 내수 경기의 침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보화를 통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나. 추진전략및목표

정보화가 어려운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소기업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게

하고, 소기업용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었

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를 원하는 소기업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한 IT 렌탈 방식(ASP)으로 e-Business 환경을 구축

하여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 렌탈 방식(ASP)으로의 소기업 정보화 추진전략은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환경과 소기업의 특

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었다.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정보화

를 통해 기업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통산업과 IT산업 공급자인 ASP 사업자와 수요자인 소기업 사이를 연결하고 선순환 발전구조를

정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인 것이다(<그림3-4-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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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별사업예산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의 예산은 크게 소기업을 대상으로 IT 기초교육과 ASP 솔루션 활용교

육을 지원하는 교육사업, 소기업이 업무에서 정보화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충

하는 BM(Business Model) 개발 및 보급 사업, IT렌탈 방식의 기업정보화와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

업을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기업 네

트워크화 사업은 1차년도 185억원, 2차년도 40억원, 3차년도 315억원, 4차년도 174억원으로 총

71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다. 

라. 추진체계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은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산

원에서 사업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소기업 네트워크사업의 추진

체계도를 살펴보면 아래<그림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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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추진전략및목표

<표 3-4-4>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연도별예산

선순환발전

ASP 사업자의 발전

전통기업의 정보화촉진

신규서비스 수요창출ASP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개발

사업연도 사업구분 예산(억원)

1차년도
(2001.9~2002.8)

교육사업 120

BM 개발 및보급 50

홍보 및사업관리 15

총계 185

2차년도
(2002.9~2002.12)

교육사업 36

BM 개발 및보급 -

홍보및사업관리 4

총계 40

사업연도 사업구분 예산(억원)

3차년도
(2003.1~2004.4)

교육사업 92

BM 개발 및보급 200

홍보 및사업관리 23

총계 315

4차년도
(2004.1~2004.12)

교육사업 90

BM 개발 및보급 55

홍보 및사업관리 29

총계 174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 자료



2. 사업내용및추진현황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은 2002년까지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추진하

으며, 제 3차년도인 2003년부터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한국정보통신(KICC), 엘리온정보

기술 등 5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5개 사업자 컨소시엄은 ASP 플랫폼

을 구축하고 e-비즈니스 솔루션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소기업통합 IT 서비스이용자교육지원

소기업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초기 투

자비용과 유지·보수·운 등 사후 관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에서는 쉽고 저렴한 ASP방식을 통해 소기업 정보화를 추진하

지만, 소기업은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고 정보화 환경이 열악하여 정보화 추진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IT 기초교육 및 ASP 솔루션 활용교육 등 소기

업 통합 IT 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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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추진체계도

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사업총괄 예산확보

한국전산원

사업관리 총괄

관계기관협의회

협의

중소기업청

사업홍보 및
소기업 수요창출

추진위원회

심의·의결기구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업종별 솔루션보급
홍보 및 수요창출

e-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자

소기업형 솔루션 개발

사업자 컨소시엄

통합 IT서비스 제공
및 교육

홍보대행사

대중매체 광고 및 홍보
이벤트 홍보

자문위원회

정책 및 관리자문

추진단계별 TFT

선정평가단
종합심사단



소기업형 e-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과 소기업 통합 IT 서비스 교육 지원을 통해 2004년 8월

31일 현재, 289,132 개의 소기업이 e-비즈니스 솔루션을 업무에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이 종료되는 2004년 말까지 30만 소기업의 정보화 실현을 목표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초과 달성될 전망이다. 

나. 소기업형e-비즈니스모델개발및보급

소기업이 적극적으로 I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적합한 IT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기업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e-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통해 2002년에 3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보급하 으며, 2003년

에는 이종업종 협력 및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허브형 비즈니스 모델과 협회, 조합 등 동일 업종

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총 36개를 개발·보급하 다. 2002년과 2003년

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총 39개의 IT 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소기업

에서 자신의 수요에 맞는 IT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004년에는 ASP 방식의 소기업 정보화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과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솔루션 개발, 협회·단체 주도형

솔루션 개발 등 총 12 개의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이 12월까지 진행되어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

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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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누적기업및사용기업추이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 자료,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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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소기업형e-비즈니스모델개발및보급현황

구 분 개 발 내 용

2002년 BM
화원운 e-Biz화 모델개발
자동차부분정비업체 e-Biz화 모델개발
중소유통상인을위한Web POS 기반의온라인서비스개발

2003년

허브형
e-비즈니스
모델개발

허브형제과점네트워크서비스
소호사업자의매출증대를위한마케팅지원 ASP 서비스
오퍼상 ASP 서비스
소기업형통합보안관리서비스
학원전산화및 e-Learning ASP 서비스
섬유직물소기업을위한업무자동화서비스
의류허브형대리점관리서비스
화물/건설기계소형사업자를위한운 관리및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
재래시장중심패션상품중소유통점포‘상점운 ASP’
집거주지역상가를위한주문관리서비스

중.소규모여행사실시간예약관리서비스
프랜차이즈가맹점사업자를위한 GIS 슈퍼바이징서비스
보육시설(놀이방&어린이집)운 지원서비스
붓다누리종무관리 ASP 서비스
Bizfos-OMS서비스
미용업 VSP 개발사업
인테리어소기업 M-SCM ASP 사업
모바일고객관리서비스
학원/방문교사소기업을위한모바일 ASP 서비스
소기업을위한대고객로열티서비스 BM제안
숙박통합관리시스템
애완동물비즈니스포털및통합 ASP  
퀵 서비스 ASP(웹 기반의퀵서비스중개시스템)  
소방관련소기업을위한허브형 ASP System개발
LP가스 원격통합관리서비스(NGGS-MT)  
농기계 위탁판매소(대리점) 업무지원을위한 ASP 서비스
협단체온라인제증명서발급 ASP 서비스
안경원 ASP솔루션을활용한안경업계허브형협업 BM개발
유치원교육정보화서비스
소규모사업자를위한전자계약서비스
E-TEL (중,소 인터넷숙박업)  
세무/회계 HUB 서비스

커뮤니티형
e-비즈니스
모델개발

한국주차사업 e-Biz 모델
기계부품유통상「커뮤니티포털」e-비즈니스모델
운송주선업종커뮤니티형 e-비즈니스모델
자 주유소의정보 Post 구축을위한 ASP 서비스및공동구매망구축및보급을위한 e-비지니스모델

2004년

웹서비스 웹서비스기반 e비즈니스솔루션개발시범사업

SCM
중소형소재가공업체를위한협업적생산재고/판매 업서비스
중소형소비재제조사를위한협업적수요관리서비스
협업적 e-Manufacturing 지원시스템

컨소시엄
주도형

자동차정비산업군간 ASP 연동형멀티협업시스템구축
공동브랜드프랜차이즈 ASP 서비스
중소수출입제조업체를위한관세환급 ASP 서비스

협회및
단체주도형

공예업종소기업형 e-비즈니스솔루션
광고판촉물산업 e-비즈니스솔루션
e-한국농림식품무역지원시스템
수입산업선진화를위한 e-비즈니스모델
정보제공포털및 업솔루션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 자료



3. 향후과제및발전방향

우리나라를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기업규모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소기업이 IT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법·제도 등의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소기업 정보화 시

장의 형성, 소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등이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IT 산업 측면

에서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IT 시장 창출을 통해 침체된 IT 산업의 활성화와 나아가서는

국내 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2004년 6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을 위한「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정보화 실현을 100만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총 4년 동안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통해 ASP 방식으로 소기업을 정보화한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기업정보화의 기반을 이루어냈다. 2005년부터는 이러한 기업정보화의 경험을 최대한 계승

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를 확산함으로써 기업간 정보격

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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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중소기업의정보화사업

1. 개요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의 정보화 지원사업은 정보화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전방위적이며 포괄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시작하여 인프라 구축, 정보

화추진 컨설팅, 사내 정보화 구축, 정보화 경 체제 등의 지원과 우수기업 발굴, 정보화교육 등을

망라한다. 아래의 <표 3-4-6>은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이 추진 중인 주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

업들을 보여 주고 있다.

지원사업들은 크게 개별 업체 지원과 환경구축 측면에서 중소기업 정보화 애로사항에 대응하

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애로사항 중 개별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자금 부족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

에게 사업비의 일부 자금지원, 전문인력 부족은 훈련제공, 기술부족은 컨설팅 지원, CEO 의지부

족은 정보화 교육 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보화 환경구축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정보화 실태

조사, 네트워크 환경이나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프라 구축, 우수기업 발굴 등이 있으며, 이에 의해

개별업체들은 간접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원사업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 및 컨설팅에 의해 정보화의 사전관리 단계를 강

화하고 정보화 경 체제 인증제도 도입에 의해 사후관리 단계를 보강하고 있다. 교육부문에는 중

소기업 CEO 추진의지 고양과 CIO와 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사업이 있다. 컨설팅 부

문에는 정보화 추진의 목표와 방향 및 실행계획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으며 또 다른 컨설팅 부문으로는 정보화경 인증획득 지도사업이 있다. 특히 정보화경 인증

획득 지도사업은 정보화 경 체제를 평가·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지속적

으로 유지·관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93제3절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

제
3
편

<표 3-4-6> 주요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중소기업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사업 정보화추진단계별맞춤형컨설팅지원

중소기업생산정보화지원사업 컴퓨터및네트워크를활용한생산현장의정보화지원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일괄지원사업 정보화전문기업이계획단계부터사후운 단계까지선투자일괄지원

지역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중소기업 집지역중심의지역정보화거점확보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지원

업종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업종별조합과회원사중심의 e-MP 등 전자상거래및정보화인프라구축지원

소기업형 e-비즈니스솔루션개발사업 소기업에적합한 ASP 방식의커뮤니티형비즈니스솔루션및정보화교육지원

중소기업재직자정보화교육 중소기업재직자및 CEO에 대한정보화교육지원

중소기업을위한전략적경 기법개발·보급사업 주요업종별로중소기업에적용가능한전략적경 기법모델을개발하여보급·확산

중소기업정보화역기능방지지원사업 정보보호·보안기능이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정보보호사전진단과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피해를입은중소기업에대한사후복구지원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지원사업의 두 번째 특징은 엄격한 심사평가 기준에 의해 수혜 중소기업체와 IT업체를 선정하

고 이들의 사후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160여개 지원업체의 선정부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지원자금 관리, 진도

관리와 성과관리를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선정업체 모두를 전화방문과 현장방문하여 실사한다. 

세 번째 특징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업종별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이다. 지역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소기업형 e-비즈니스 솔루션 개

발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정책을 탈피하여 경 혁신과 연계하여 기업경쟁

력 강화에 도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정보기술의 단순업무 적용단계에서 활용단계에 역

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경 혁신 차원에서 정보기획

안을 수립하여 실무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계를 지원한다.

2. 주요정보화지원사업추진현황

가. 중소기업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사업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정보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보화 방향 및 목표 설정 부재로 효율적 정보화 추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간의 정보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화 추진 방법

론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대학, 유관기관, 전문SI 및 컨설팅기업 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화 진단과 정보화 추

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과제 도출을 통해 정보화추진전략수립,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경 체제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사업에는 1,216개 업체(66억원), 2003년도

사업에는 1,964개 업체(148억원)를 지원했다. 2004년에는 1,300개 업체(108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4일 현재, 총 3,143개의 중소기업이 지원신청하여 1,375개 업체가 선정

승인되었다.

2003년 지원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보화컨설팅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추진방향 설정(41.0%), 정보화현황 및 문제점 파악(37.2%), 경 자의 정보화마인드

제고(4.2%)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정보화에 있어 낙후된 중소기업들에 정보화추진에 대한 자신

감을 고취시키고 무계획적 정보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경 성과 반 도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이 2002년의 79.9%에서 2003년

의 92.3%로 12.4%p 증가했다. 또한, 2003년 전국 1,734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 82%를 정

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적 낙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계의 정보화 지원거점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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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당 사업에 대한 수행만족도 평가에서는‘만족’이상의 응답이 94.5%에 이르러 중소

기업의 요구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년도‘만족’

이상 응답률: 82.0%). 정보화경 체제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중 약 40% 정도의 기업이 정보화에 도

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진단(76.9%),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57.2%),

정보화인식 변화(32.8%), 신속한 의사결정(15.7%) 등의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3개 사업을 6개 분야를 통합하여 1개 사업 3개 분야로 운

한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정보화계획수립컨설팅이 정보화추진전략수립(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컨설팅, 업무프로세스 재분석(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컨설팅, 신정보

화경 도입컨설팅, 전자상거래(B2B, B2C), 설계 및 R&D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설계정보화

(PDM),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SCM, 업전략 수립을 위한 CRM 컨설팅 등과 소규모 기업(50인이

하)의 정보화 현장애로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보화활용컨설팅이 정보화실행(도입) 단계의 기업을

195제3절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

제
3
편

<그림 3-4-5> 정보화경 체제수행효과분포도 (단위 : %)

80

60

40

20

0
정보화현황 및
문제점 진단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정보화인식 변화 신속한 의사결정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그림 3-4-4> 정보화컨설팅수행효과분포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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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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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솔루션 선택에서 시스템 도입·활용 등 정보화 구현과정에 대한 사내 정보시스템구축

컨설팅(실행계획 수립부터 업무재분석, 시스템구축까지 일괄컨설팅)을 지원하며 정보화경 체제

컨설팅은 정보화 운 ·개선 단계의 기업 및 정보화활용컨설팅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보화경 시스템 구축·자문, 정보화경 체제 표준규격과의 부합성 평가, 운

상 개선사항 도출을 지원한다. 평가결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경 체제 인증기업으로 선

정하고, 평가 시 도출된 지원과제를 추가지원한다.

특히, 정보화활용컨설팅의 SW 업무 역 기준에서는 사내 네트워크와 DBMS 기반의 정보공

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에서는 정보화경 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MS심사원 양성과정을 개설·운 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생산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의 목적은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함으로써 생산현장에

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소 제거 및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동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되어 2002년과 2003년 2

년 동안 총 256개 기업에 12,820백만원을 지원하 으며 2004년에는 170여개사를 지원 중에 있다.

2003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평균 22%의 업무능률 향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데이터 입력시간 감소(39.7%), 서류작업시간 감소(39.0%), 정보 분석비용 감소(38.0%)

등은 시스템 도입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IP, 재고 감소 효과등은 시스템 운 이

지속될수록 더욱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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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중소기업생산정보화사업지원실적 (단위 : 개, %)

구분
지원실적

목표 기업수 신청 기업수 선정 기업수 완료 기업수 달성율 기업수
2002년 115 242 140 116 101

2003년 132 254 142 140 106

계 247 484 282 256 104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표 3-4-7> 중소기업정보화추진사업비교

2003년 2004년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
- 정보화추진전략(ISP)수립
- 정보화구축자문
- 정보화활용
정보화경 체제구축 지원사업
- 인증지도
- 정보시스템구축
현장애로 지원사업

정보화종합컨설팅
- 정보화계획수립(계획단계)
- 정보화활용(실행단계)
- 정보화경 (운 ·개선단계)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장비 또는 제

조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에는 기존(2002년·2003년)의 수요자(중소기업)와 공급자(IT업체)의 일괄 선정

방식에서 수요자 우선 선정 후,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공급자를 선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절차가 개선되었다.

2004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은 총 85억원의 예산으로 160여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기존의 POP, MES, CIM 등 생산설비에 대한 생산현장 안의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생산정보시스템 개발과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제품설계지원시스템,

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

는 SW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 지원기업(2002년·2003년, 256개사)의 생산정보시스템 활용여

부 및 애로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결과 우수 중소기업은‘e-Manufac-

turing’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다.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의 저해요인은 정보화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전문인력 부족,

투자비 조달 한계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에 성공한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확산함

으로써 정보화 투자효과에 대한 확신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유도할 필요에 따라 중소기

업이 정보화 투자로 실질적 경 혁신과 가시적 성과를 얻도록 정보화를 책임지고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전문기업(TIMPs)’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TIMPs란‘Total Infor-

mation Management Providers’의 약자로서,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은 자체 인력·기

술·자금 등을 중소기업에 선 투자하고 정보화 성공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기업이 정보화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보화 도입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TIMPs 지원사업은 2002년 8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에 4개의 전문기업을 선

정, 6개의 중소기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고, 2003년에는 4개의 전문기업을 추가적으로 선정,

79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 다. 2004년에는 7개의 전문기업을 추가 선정, 105개의 중소기업을 지

원할 예정이다.

TIMPs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정보화 도입에 실패한 적이 있거나 정보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서, 성공조건부 시스템구축, 유연한 지원범위, 투자비 분할지급 등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TIMPs의 책임감 있는 일괄 지원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 다.

TIMPs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정보화 성과가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중점 지원대상이다. 

특히 2004년에는 지원대상 업종을 7개(기계, 전기전자, 금속비금소, 화학, 식품, 섬유, 물류)에

서 1개 업종(건설)을 추가하여 총 8개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더불어 2004년

TIMPs사업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등으로 투자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50억원의 예산이

105개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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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현재 전국산업단지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역적인 편

차가 심하며 이러한 정보 격차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비

해 낙후된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정보화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별 자생능력 제고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정보화투자 효과가 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사

업단지, 아파트형공장 등 중소기업 집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사내LAN 등 정보화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1년 5개 지역 정보화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에는 9개, 2003년에도 9개

지역 등 총 23개 중소기업 집지역의 정보화기반을 구축하 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 하남산단, 부산 신

평장림산업단지, 경기 부천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산업단지 등 5개 지역에 포탈사이트 구축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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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0> 지역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지원현황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제주 계

2001년 1 1 1 1 1 5

2002년 1 2 1 2 2 1 9

2003년 3 2 1 1 1 1 9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표 3-4-9>  2004년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자현황

주관기업 참여기업 지원업종

대우정보시스템 시그엔, 명성IS, 포네트, 코지스, 지산소프트, 비엔씨정보기술 기계,전기전자

소프트파워 다솔이앤씨, 동덕정보통신, 골드로드이십일, 웹나루, 공 DBM,넥젠터크놀로지 전기전자, 금속비금속

림원소프트랩 시스웨어, 시스원, 씨아이에스, 쓰리케이소프트, 케이이스컨설팅, 포위즈시스템 기계, 화학

한국하이네트 뉴비즈니스시스템, 넷블루, 틸론, 한얼기술정보21, 이씨플라자, 아이티솔루션즈 기계, 화학

비디에스인포컴 다존기술, 이놉스, 포스텍시스템즈 금속비금속, 식품

코인텍 이비즈라인, 자이오넥스, 오픈정보기술 식품, 섬유

인성정보 아이트리, 아이씨엔아이티, 이포텍스시스텀 섬유

온라인패스 윈로지스뉴톤보레알,렉스켄, 진스시스템 물류

한국비즈넷 컴터스, 유림정보, 큐브테크, 아토정보기술 전기전자

인코닉스 이티엔씨 물류

더존다스 인에이지, 한도하이테크 전기전자

아이콜스 아인스에스엔씨, 비트정보기술, 엔토스정보기술, 씨아이에스 기계

창해소프트 대한정보시스템즈, 한국전자증명원, 아이티씨지, 우디지털 건설

누리인포스 화학

케이컴스 메타소프트윅스, 케이제이정보, 테크노비젼 기계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로 19억원을 지원하 다. 2002년에는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경남 상평산업단지, 대구 염색산업

단지, 인천 서부산업단지, 서울 온수산업단지, 경북 진량산업단지, 전남 삼향·청계·일로농공단

지, 충남 금성·복수농공단지, 경기 유니테크빌, 경기 안양테크노타운 등 9개 지역 내 입주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사내LAN 및 공단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 다. 아울러 2003년에

는 기존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각 지역별 요구 및 필요사항을 사업내용에 반 하는 방식으로 전

환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 고, 기 지원지역의 정보화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

해 필요사항에 대한 추가지원을 가능토록 하 다.

그리하여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부산 무지개공단기계협동화단지, 부산 조선기자재협동화단

지, 울산 울주웅비공업단지, 전남 학교농공단지, 전남 함평농공단지, 충북 혼수가구단지, 경남 진

해마천지방산업단지, 제주 금능농공단지, 충남 직물준공업지역 등 9개 지역에 초고속통신망, 사내

LAN, 공단 홈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정보화데이타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 다.

2004년에는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지원사업’을‘지역별 정보화혁

신 클러스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클러스터 내의 지자체, 대학, 연구소, IT업체 등이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지역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일괄 지원체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추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

성을 위해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화인프라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타 정보화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 다.

현재 전남 담양농공단지,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조합, 부산 기계공업협동조합, 울산 울주

군중소기업협의회, 경기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충북 산업용재유통조

합, 전북 광치(1,2)농공단지, 전북 김제산업농공단지, 경남 김해생림나전농공단지, 충남 천안테크

노타운, 제주 대정농공단지 등 12개 지역클러스터를 지원하 으며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격차 해

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업종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이었던 인프라 취약,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부재, 원활하지 못한 기업간 정보공유, 게다가 규제완

화와 시장경쟁원칙 등에 의한 전통적인 업종별 조합들의 고유 기능 축소 등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업종별 조합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회원사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으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전

자거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중심의 e-마켓플레이스, 조합 ERP, 포탈사이트, 인트라넷

등 시스템 구축과 활용자 교육, 감리 등을 지원한다.

이 분야의 사업진행은 처음 2002년에는‘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등 5개 조합을 선정하여 B2B

모델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조합 회원사에 대한 사내 정보화 및 활용능력 제고 교육, 컨설팅 실시

후 2003년 2월부터 본격 가동 중이며 2003년에는‘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등 6개 조합을

선정하여 B2B 모델 개발 및 구축 시스템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감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조합 회

원사에 대한 사내 정보화 및 활용능력 제고 교육, 컨설팅 실시 후 2004년 2월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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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규모는 2002년 26.5억원, 2003년 27.5억원이었으며 각 조합별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비의 80%까지를 지원했다.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약 84%의 조합이 조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결과‘보통’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 응답했다.

2004년에는 업종내의 정보화기반 구축 및 정보화컨설팅, 교육 등을 통한 정보화혁신 업종으로

추진코자‘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

합’,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

합’, ‘한국유리공업협동조’등 총 7개의 업종별 조합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클

러스터별 사업비의 8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7개 업종별 조합 클러스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하여 회원사인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

진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조합의 정보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합 클러스터 내 참여주체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경 촉진,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

합·조합원사·교육기관·유관기관·IT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화 촉진 및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소기업형e-비즈니스솔루션개발사업

소기업형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소기업(50인 미만)

이 비용부담, 커뮤니티 취약 등으로 정보화격차가 확대되어, 자칫하면 기업간 성장격차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업종별 특화 e-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원함으로

써 고객관리, 판로확대, 매출증대 등을 유도, 업종별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시장지위 강화, 대·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소기업형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사업은 업종별 단체 및 회원사, IT 기업, 교육업체 등으로 구

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소기업에 적합한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개발 e-비즈니스 솔루션 보

급 및 확산을 위한 활용자 교육, 개발 중인 e-비즈니스 솔루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리 실시, 개

발 e-비즈니스 솔루션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 등 컨소시엄별로 4.5억원 내외( 교육비 포함, 총 사

업비의 75% 이내 )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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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지역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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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2002년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서울화훼소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

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3개 업종에 솔루션을 개발·보급하여 2004년 6월 현재 총 6,000여

소기업이 사용 중에 있다. 수퍼연합회는 POS 구축 및 데이터를 통해 B2C 분야에서 월 2,300만원,

B2B 분야에서 월 4,8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서울화훼조합은 카드수기특약을 통

해 2억여원의 사용요금 실적을, 부분정비(카센터)연합회는 2003년 까지 무상으로 회원을 유치하

고 2004년에 유료화로 전환하여 월 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주유소협

회, 한국주차사업협회 등 4개 업종의 솔루션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15,400여 소기업이 사용 중

에 있으며, 특히 회원사 상거래, 화물위수탁증 무선 EDI서비스, 운송주선 ASP 서비스, 주차장 위

치정보 시스템, 공면정보 제공 시스템, 주차장 ASP서비스, 거래상황부보고 시스템, 주유소 ASP 서

비스 등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4년 소기업형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사업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솔루션 개발, 활용교육, 감

리 외에 홍보 예산 2억원을 추가하여 전체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공예예술가협

회, 한국광고판촉물제작협회,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수입업협회 등 5

개 업종별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청 및 지자체를 활용한 홍보는 소기업에 적합한 e-비즈니스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성

공모델을 구심점으로 하여 업종별 소기업의 e-비즈니스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을 4

개 권역으로 나누어 e-비즈니스 솔루션을 소개·홍보하는 행사 개최, 개발 e-비즈니스 솔루션 발

표, 우수이용사례 전파 등 사업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개발된 e-비즈니스 솔루션, 소

기업 정보화와 연관된 각종 IT 솔루션 및 정보화 트랜드, 관련장비 등을 소개하는 행사 개최 등으

로 추진하고 있다.

사. 중소기업재직자정보화교육

2004년에 발표한 OECD의‘한국 기업정보화정책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정보화 수준은 전

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업의 IT활용도는 여전히 낮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낮아 대·중소기업간 정보 격차가 상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금 및 정보화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보화교육 등 사내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사내 교육프로그램 보유가 대기업은 42.3%인데 비

해 중소기업은 15.6%로, 계속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어 기술변화에 따른 지식습득에 빠르게 대처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1)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교육 및 정보화 추진의지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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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2003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교육의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 한 현장 착형, 기

업맞춤형 교육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장방문교육을 추가개설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3년 12

월말 현재 총 26,836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 다. 

또한 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과 산업단지, 창업보육센

터,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및 인근지역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산,학연계 활성

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

2004년의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업종특화교육의 경우 동일

업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업종별 조합 및 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

환하여 실시중이며, 보다 정확한 교육생 요구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과정개발 및 정부지원시책마

련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정보화 리더스 아카데미’등 총 4개의 과정으로 구성하고, 총 8,650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교육시킬 예정이다. 과정별 교육내용은, 정보화 리더스 아카데미는 중소기업 최고경

자, 임원, 전산관리자(부장급이상)를 대상으로 신경 혁신기법, 정보화사례 및 정보기술전략 등

정보화 추진의지 제고 교육을, 정보화 산학연계교육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운

, 스프레트 쉬트 실무, 웹콘텐츠 제작 등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교육, 정보화 업종특화교육은 조

합 및 단체 등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종특화교육을, 정보화 현장방문교육은 기업규모 및 업종 등

에 맞는 기업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하 다. 교육방법은 각 지역별로 소재한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의 우수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집합교육과 민·학계 IT전문가를 활용한 현장방문교육으로 현장

착, 기업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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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2> 2002~2003년중소기업재직자지역별정보화교육인원

연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계/% 1,602(13) 930(7) 2,079(17) 822(6) 1,019(8) 2,047(17) 717(6) 494(4) 731(6) 628(5) 938(8) 381(3) 12,388(100)

※업종특화교육 제외수치임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표 3-4-11> 중소기업재직자연도별정보화교육인원 (단위 : 명)

교육과정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리더스아카데미 1,581 1,072 1,074 3,727

산학연계교육 6,862 4,069 4,826 15,757

업종특화교육 1,757 1,792 2,456 6,005

현장방문교육 - - 1,347 1,347

10,200 6,933 9,703 26,836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내부자료



아. 중소기업을위한전략적경 기법개발·보급사업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 의 방향성 확보와 환경변

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며, 설비투자로 인한 제조 간접비의 증가, 저가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 실패 등 급변하는 경 환경에 적극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경 계획, 원가분석, 성과측정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업경 (SEM :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04년 중소기업을 위한 SEM 모델 개발 사업은 국내·외 SEM 현황, 트렌드 분석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업종별 선도기업 중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통

한 기업현황분석 및 중소기업 SEM 모델 개발 범위를 정립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SEM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5개 업종 100개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EM 표준 모델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현장

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SEM 모델의 효과적인 보급·확산을 위한 전자북(e-Book) 매뉴얼을 개

발하여 웹을 통해 보급하며,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SEM 사업에 대

한 이해와 보급·확산을 도모한다.

자. 중소기업정보화역기능방지사업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정보화에 대한 활용도 및 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의 정보화 역기능

으로 인한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3년 1월 25일 발생한‘인터넷 대란’의

경우 초기 발생 10여분 만에 네트워크의 마비로 국가적 사태를 유발한 사례가 있다. 이에 중소기

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에서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 정보화 역기능방지 대책수립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방지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년 9월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에

‘정보화 역기능방지 지원센터’를 구축하 고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는‘정보화 역기능방지 센

터’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체계를 구축하 다. 동년 10월부터 총

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 및 사후복구를 지원하 으며 부산, 광주, 수원지역 중소기

업 정보화 및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하 다. 또한, 중소기업 정보화

역기능 사례 방지대책에 대한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30,000개의 중소기업

에 배포하 으며, 효과적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1,3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정보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 다. 

2004년 이 분야의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직접지원과 관련하여 사전진단 지원활동으로 정보통신

부 지정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중 5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45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복구 지원활동으로는 1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복구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센

터 구축에 대한 연구와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평가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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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지역정보화촉진사업

1. 지역정보화지원사업

가. 개 요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의 정보화추진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주도적 추진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연계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중

점 지원하는사업이다. 

즉,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등 지역중심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

써 애향심을고취하고지역을 홍보하는등 자치단체의호응이높은 사업이다.

나. 추진성과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치단체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이론과 계획 중심의

개념적 지역정보화에서 실천적 과제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 다. 본 사업이 자치

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환경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하 으나, 자치단체 부담예산(지방비)의 확보지연으로 과제 확정후 서비스 개시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구축후 지속적 운 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사업은 재원에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과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의 현황은 <표 3-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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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정보화촉진기금에의한지역정보화지원사업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1995~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소계

89

51,764

63

38,020

12

5,904

7

3,940

7

3,900

기금 37,562.5 31,045 2,754.5 1,970 1,793

지방비 14,201.5 6,975 3,149.5 1,970 2,107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국비(특별교부세 포함) 지원사업의 현황은 <표 3-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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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정보화촉진기금에의한지역정보화지원사업연도별사업현황

연도별
기관별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기금 지방비

1995∼2004년 89개 과제 51,764 37,562.5 14,201.5

1995년 2개 과제 558 558 -

1996년 11개 과제 5,064 4,082 982

1997년 8개 과제 3,245 2,268 977

1998년 7개 과제 4,299 3,191 1,108

1999년 8개 과제 6,315 5,776 539

2000년 17개 과제 13,190 11,372 1,818

2001년 10개 과제 5,349 3,798 1,551

2002년 12개 과제 5,904 2,755 3,149

2003년 7개 과제 3,940 1,970 1,970

대구 사이버한의약체험관구축 (사이버한방밸리조성) 524 262 262

강원 강원도여성정보센터구축 462 231 231

충북청원 소로리최고볍씨사이버박물관구축 434 217 217

전북남원 춘향골전통문화체험시스템구축 406 203 203

전남무안 웹키오스크기반의 Green Festival 구축 640 320 320

경북 민물고기환경·생태사이버체험관구축 760 380 380

제주 아바타및 VR을 활용한사이버삼다관구축 714 357 357

2004 6개 과제 3,900 1,793 2,107

강원 동강자연생태종합정보시스템 428 214 214

충북청원 사이버청원지역정보시스템구축 548 274 274

전북전주 전주한옥마을정보시스템구축 466 233 233

전남 사이버친환경농업관구축 429 214 215

경북 동북아자치단체연합경제통상네트워크 699 349 350

경남사천 사천우주항공센터구축 345 173 172

경기과천 대시민 e-문화체육포탈서비스시스템구축 985 336 649

<표 3-5-3> 국비에의한지역정보화지원사업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과제 사업비

소계

71

27,968

15

2,759

4

1,653

18

8,800

9

3,400

7

3,200

18

8,156

지원 14,750 1,500 1,600 4,450 1,600 1,600 4,000

지방비 13,218 1,259 53 4,350 1,800 1,600 4,156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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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국비에의한지역정보화지원사업시도별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1999년 2000년

소계 국비 특교 지방 소계 국비 특교 지방 소계 국비 특교 지방

계 27968 4000 10750 13218 2759 - 1500 1259 1653 - 1600 53

서울 - - - - - - - -

부산 1443 920 523 150 - 100 50 453 - 400 53

대구 1190 470 200 520 150 - 100 50 -

인천 1000 650 350 200 - 100 100 400 - 400 -

광주 791 150 250 391 191 - 100 91 -

대전 861 450 411 161 - 100 61 -

울산 1486 250 700 536 186 - 100 86 400 - 400 -

경기 759 400 359 159 - 100 59 -

강원 2157 470 580 1107 257 - 100 157 -

충북 1538 200 800 538 138 - 100 38 400 - 400 -

충남 1900 230 720 950 200 - 100 100 -

전북 2900 430 1020 1450 200 - 100 100 -

전남 3707 510 1350 1847 181 - 100 81 -

경북 3826 1030 840 1956 236 - 100 136 -

경남 2900 260 1090 1550 200 - 100 100 -

제주 1510 780 730 150 - 100 50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계 국비 특교 지방 소계 국비 특교 지방 소계 국비 특교 지방 소계 국비 특교 지방

계 8800 1000 3450 4350 3400 1000 600 1800 3200 1000 600 1600 8156 1000 3000 4156

서울 - - - - - - - - - - - - - - - -

부산 200 100 100 640 320 320

대구 100 100 500 250 250 440 220 220

인천 400 150 250

광주 300 150 150 300 150 150

대전 700 350 350

울산 500 250 250 400 200 200

경기 600 300 300

강원 700 350 350 400 200 200 540 270 270 260 130 130

충북 600 300 300 400 200 200

충남 460 230 230 420 210 210 820 230 180 410

전북 1500 200 550 750 340 170 170 460 230 230 400 200 200

전남 1000 300 200 500 420 210 210 2106 1050 1056

경북 1080 190 350 540 480 240 240 500 250 250 1530 350 390 790

경남 1120 60 500 560 400 100 300 380 190 190 800 200 200 400

제주 600 300 300 760 380 380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다. 향후추진방향

1995년부터 시작된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제도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의 많은 부분이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이전되었으며, 본 사업의 주요 재원인

특별교부세(시책사업비) 역시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이전처럼 중앙부처에서

국비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과제를 공모·심사하여 우수과제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

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포괄적 보조금 중에서 지역정

보화 추진을 위한 일정부분의 예산을 스스로 확보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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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국비에의한지역정보화지원사업연도별현황

연도별
기관별 과 제 명

사 업 비(백만원)

계 지원 지방비
1999년 총 15개(시도 6, 시군구 9) 2,759 1,500 1,259

2000년 총 4개(시도 4개) 1,653 1,600 53

2001년 총 18개(시도 7개, 시군구 11개)) 8,800 4,450 4,350

2002년 총 9개(시도 3개, 시군구 6개)) 3,400 1,600 1,800

2003년 총 7개(시도 4개, 시군구 3개)) 3,200 1,600 1,600

대구 생활참여형레포츠포탈시스템구축 500 250 250

울산 유무선연동을통한공공시설이용안내및예약관리시스템구축 400 200 200

강원 e-Green 체험농업테마시스템구축 540 270 270

충남홍성 녹색관광지원시스템구축 420 210 210

전북익산 마한백제문화유산정보시스템구축 460 230 230

경북포항 일만기적가상체험관구축 500 250 250

경남 오지마을위성인터넷보급 380 190 190

2004년 총 18개(시도 5개, 시군구 13개)) 8,156 4,000 4,156

부산 해양자연사사이버체험관조성 640 320 320

대구 시민일상생활이용형대구허브시스템구축 440 220 220

인천 시민사이버교육포털시스템구축 400 150 250

강원평창 온라인민·숙박예약시스템구축 260 130 130

충남아산 충무공사이버테마정보관구축 460 230 230

충남태안 가상갯벌생태공원구축 360 180 180

전북 음식문화체험관구축 400 200 200

전남여수 거북선사이버해전체험관구축 440 220 220

전남순천 순천만사이버자연생태공원구축 580 290 290

전남강진 사이버하멜캡슐시스템구축 686 340 346

전남무안 무안갯벌습지보호존자연탐방시스템구축 400 200 200

경북 사이버낙동강시스템구축 750 350 400

경북성주 가야산야생화사이버생태박물관구축 460 230 230

경북청송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구축 320 160 160

경남김해 분청사기포털시스템구축 400 200 200

경남통 윤이상뮤직포털사이트구축 400 200 200

제주시청 산지천생태환경정보시스템구축 340 170 170

제주북군 플래시맵을이용한북제주군역사문화관광정보벨트구축 420 210 210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 지역주민정보화교육

가. 개 요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은 참여정부의 역점추진 시책인 전자정부의 이용기반을 확충하고, 정보소

외계층에 대하여 실생활·취업과 연계된 지속적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통

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이다.

나. 추진성과

1단계(2000∼2002년)에는 기초활용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 하 으나, 2단계 주민정보화교육

이 실시된 2003년에는 기초활용교육과 함께 일상생활과 접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설교육장 확충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으며 자원봉사자 등 우수강

사요원을 확보, 눈높이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정보생활화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일회성 교육에 그쳐 교육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

육환경 개선, 주기적 반복교육과 함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

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생활권내 교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읍면단위에 소규모 교

육장의 지속적인 증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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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지역주민정보화교육실적 (2000∼2003)

시 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8,738,079 1,243,872 2,736,017 2,429,770 2,328,420

서 울 746,880 161,319 242,274 243,475 99,812

부 산 151,568 57,195 45,590 23,874 24,909

대 구 126,471 12,953 45,695 24,073 43,750

인 천 39,748 6,210 7,208 10,394 15,936

광 주 137,673 21,914 37,476 38,305 39,978

대 전 136,385 6,027 38,961 52,473 38,924

울 산 56,390 4,252 13,497 19,063 19,578

경 기 1,221,412 230,284 303,193 361,161 326,774

강 원 363,942 43,167 128,215 94,481 98,079

충 북 768,451 93,830 215,594 221,233 237,794

충 남 217,280 15,810 77,522 67,239 56,709

전 북 339,865 96,365 81,142 81,179 81,179

전 남 370,672 19,650 118,823 116,695 115,504

경 북 1,740,236 212,596 463,201 503,910 560,529

경 남 2,198,299 241,928 883,618 536,103 536,650

제 주 122,807 20,372 34,008 36,112 32,315

1단계 (2000∼2002) : 매년 50만명 목표, 2단계(2003년 이후) : 매년 150만명 목표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다. 추진방향

현재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은 크게 교육기반 확충, 교육방식의 다양화, 교육내용의 내실화라는

세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기대효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인터넷검색, 인터넷 민원처리 등 정보활용 능

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정보화분야 전공자 또

는 자격증 취득자를 강사로 선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실업률을 일정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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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지역주민정보화교육기반확충

<표 3-5-8> 지역주민정보화교육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표 3-5-9> 지역주민정보화교육의추진방향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비 고

상설교육장(개소) 703 1,094 1,397 10인 이상규모

교육용 PC(대) 24,024 29,265 38,770

교육 강사(명) 2,321 2,583 2,521

구 분 2003년 2004년
(A)

2005년
(B)

증 감

(B-A) %

합 계 21,861 24,000 26,000 2,000 108

교육장시설비 5,445 7,000 8,000 1,000 114

교육 운 비 7,800 8,000 8,500 500 106

강사비등 8,616 9,000 9,500 500 105

구 분 내 용

교육기반확충
자치단체별상설교육장확대설치
정보화마을의‘마을정보센터’활용
교육청과협조, 학교시설최대한활용

교육방식다양화

공공근로사업과연계, 취업대기자우선활용
상설교육장에는전문강사고정배치, 체계적교육실시
정보화지도자집중육성
사이버대학등을활용한위탁교육적극추진

교육내용내실화
전자상거래·시장정보활용, 자격증취득등실용위주과정편성
전자정부서비스(G4C) 활용 등 전자정부이용저변확충의기회로활용
실적위주의교육에서효과중심의정보화교육으로전환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제2절미래농어촌구현을위한정보화마을조성

1.추진개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부터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에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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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정보화마을개념도

통신사업자 인터넷

외부이용고객

초고속인터넷

PC1대

모뎀

정보화마을대표홈페이지및
지역홈페이지 (77 개마을)

정보화마을 PC보급

B2B & B2C Communication Entertainment

토지+노동+자본+지식정보▶디지털농업

주민정보화교육 커뮤니티활성화 주민의실생활편의

주민수요
파악

주민수요
반

오프라인
공간제공

일과여가의
조화

도시와의
격차해소

시너지
효과발생

현장교육및온라인교육

지식전달및확대재생산

마을정보센터

주민모임및의견교환

참여민주주의의기초단위

기본적인문화생활의향유

정보화로주민편익증대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 추진시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새마을운

동’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농어촌 정보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사업 초기에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시군구까지 강력한 추진 조직이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는 성공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추진하 다. 교육에 참여한 가구에 한하여 PC를 보급하는 정

보화교육의 인센티브 제공과‘정보화=소득 증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

입하여 소득증대라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 다. 이와 함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공이 좌

우된다고 판단하고 마을별로 정보화 지도자를 2∼5명을 집중 양성하여 사업 성공의 기반을 마련

하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 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추진 사례가 부족하여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방향

정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보통신부가 2000년에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추진한‘원주 황둔·송계

마을’의 정보화 사업내용 및 운 현황을 현지 방문하여 도입 장비의 활용도 등 운 현황 분석,

가구별 인터넷 사용료, 센터 운 비 보조로 인한 자립심 미흡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 과다와 서버 운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TV, 원격 상진료시스템 등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 사업 모델을 정립하여 1차 정보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사업평가 전국 확산의 단계별 추진으

로 실패 요인을 최소화하 으며 전체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시스템 구축으로 초기 시스

템 구축 및 운 비용 절감과 마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 다

2. 추진현황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마을간 역할 분담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화마을 조성계획 수립·추진 자문, 소요예산 확보, 중앙정부의 콘

텐츠 제공 요청, 시스템 연계 업무, 정보화마을의 홍보, 운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시도 단위의 정보화마을 운 지원 및 활성화방안 도출, 지역콘텐츠 구축과 정보이용환경

조성 사업관리, 정보화마을 주민의 교육수요 분석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에서는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

를 유도하는 등 자생적인 운 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 다. 

또한 정보콘텐츠 구축사업과 정보이용환경 사업은 정보화마을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시도의 통합발주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조달청

에 용역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도와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효

과적인 업무추진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1차 시범사업으로 2002년 5월까지 25개 마을, 2차 시범사업으로 2003년 6월까지

78개 시범마을이 조성되어 운 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 선정되어 전국 확산사업으로 추진 중

인 3차 88개 정보화마을은 2004년 10월까지 조성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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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내용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그림 3-5-2>와 같이 크게 7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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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0> 정보화마을유형(규모)별현황

<표 3-5-11> 정보화마을가구및주민구성현황

<표 3-5-12> 정보화마을조성사업투자예산 (단위:백만원)

<그림 3-5-2> 정보화마을조성사업7대과제

구 분 총 계 1차 조성 2차 조성 3차 조성 비 고
계 191 25 78 88

읍면형 4 - - 4
도시형 6 2 - 4

중·소규모형 181 23 78 80

대상마을 총가구수
총 인구수(%)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65,285 196,976 42,665(21.7) 27,992(14.2) 31,056(15.8) 31,944(16.2) 24,124(12.2) 39,195(19.9)

1차 마을(25) 16,794 53,016 13,901(26.2) 7,631(14.4) 10,475(19.8) 8,730(16.5) 5,045(9.5) 7,234(13.6)

2차 마을(78) 20,656 62,464 11,352(18.2) 9,213(14.7) 8,819(14.1) 9,985(15.8) 9,264(14.8) 13,931(22.3)

3차 마을(88) 27,835 81,496 17,412(21.4) 11,148(13.7) 11,762(14.4) 13,229(16.4) 9,815(12.0) 18,030(22.1)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총 계 84,330 8,068 29,377 29,993 16,892

조성
사업

국 비
(특별
교부세)

콘텐츠구축, 시스템도입 36,290 3,870 12,000 11,420 9,000

정보이용환경조성 23,910 1,330 9,000 8,580 5,000

PC 보급 1,800 1,800 - - -

지방비 PC 보급 등 17,865 1,068 7,997 8,800 (미정)

운 비 국 비 유지보수, 위탁운 4,465 - 380 1,193 2,892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정보콘텐츠개발 주민정보화교육 운 체계확립 정보화분위기조성

마을정보센터설치가구별 PC 보급초고속인터넷망구축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정보이용환경 조성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정보화마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내의 각 가구까지 초고속인터넷(ADSL)을 설치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

를 구축하고 있다. 마을회관 등 마을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여 PC(마

을별 약 11대), 근거리통신망,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물론 마

을과 관련된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하고, 화 관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구별별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마을 전 가구수 대비 PC 보급율 70% 이상

확보를 목표로 PC를 보급하고 있으며 주민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별 홈페이지와 중앙의 대표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정보화마을’이란 Brand

Identity 아래, 현재 인터넷을 통해 각 지역 마을 주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정보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의 정보능력 향

상을 위하여 기초 교육과 콘텐츠 이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지도자를

선정하여 핵심적인 e-leader를 육성하고 성공적인 정보화마을 조성 및 마을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적인 운 을 위해 15명 내외의 주민들로 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정보센

터 관리, 마을 홈페이지 운 , 전자상거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CI(Coporate Identity : 로고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홍보 간판, 상품박스 등에 활용함으로써 대 국

민 인지도 제고로 정보화마을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4. 정보화마을홈페이지운 현황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1차 사업(2001.9∼2002.5)에서는 25개 마을 및 대표홈페이지

(www.invil,org) 구축,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행정·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공통 콘텐

츠 구축, 어·중국어·일본어의 3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이를 운 하기 위한 중앙시스템을

도입하여 2002년 5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2차 사업(2002.9∼2003.6)에서는 78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중앙 대표 홈페이지의 일부기능 보완과 홈페이지·전자상거

래·커뮤니티 등 주요 서버의 이중화와 안정화를 중점 추진하 다. 

2004년 10월에 완료되는 3차 조성사업에서는 88개 마을 홈페이지의 추가 구축과 함께 기존의

대표 홈페이지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 시스템 관리기능 강화, 전자상거래 기능의 대폭적인 보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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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3> 정보화마을PC 보급현황

구 분 마을수 총가구수 PC보유 가구수 PC보급 가구수 PC 보급율(%)
총 계 191 65,702 29,027 16,959 79.0
1차 마을 25 16,794 9,366 2,722 72.0
2차 마을 78 20,670 6,143 7,427 65.7
3차 마을 88 28,238 13,518 6,810 72.0

※도시지역의 정보화마을에는 PC 보급이 없음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농수산물 전문 쇼핑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이트(www.invil.com)를 분리하여 구축하 다. 또

한 홈페이지 마법사를 통해 단체·가구별, 개인별 홈페이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가. 대표홈페이지기능강화

3차 조성에서는 정보화마을 대표 홈페이지를 농어촌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포탈사이트

로 구축하기 위하여 콘텐츠 중심의 설계, 디렉토리서비스 구성,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자상

거래·특화모델(인빌민박·인빌농장·인빌캠프), 인빌뉴스를 독립사이트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 고, 도시형·농어촌형 등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 다

그리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 중인‘인빌뉴스’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일방적인 정보이

용의 수혜자에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빌뉴스는 마을의 주민이 기자

(2004. 5월 현재 286명)가 되어 주변에서 발생되는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간 정

보교류, 고향을 떠난 주민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운 에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탈사이트인‘다음

(www.daum.net)’에 지역뉴스로 제공되어 일반국민과 네티즌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바타, 블로그, 적립금, 포인트 정책를 도입하여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

고 있으며, 사이트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빌웹진(월 2회), 월간 인빌브리핑지를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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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정보화마을대표홈페이지구성도

1,2차 산업 3차 산업

대표홈페이지
www.invil.org

대표 홈페이지
www.invil.org

마을홈페이지

가구별/개인별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채널

시·도운
홈페이지

도시형마을
홈페이지

기존형마을
홈페이지

기존마을
홈페이지

시·도운
홈페이지

가구별/개인별
홈페이지

정보제공서비스(.org)

상품서비스( .com)

대표 홈페이지
www.invil.org

인빌뉴스
news.invil.org

커뮤니티
community.invil.org

콘텐츠
info.invil.org

전자상거래
www.invil.org

특화모델상품
tour.invil.org

통합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또한, 대표 홈페이지는 공공기관(94개), 언론기관(16개), 민간콘텐츠 제공업체(14개)에서 1,350

개 카테고리별로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고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총

11,964페이지의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나. 전자상거래기능강화

전자상거래는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마

을 주민들의‘정보화 = 소득증대’라는 인식확산과 품질관리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마인드 향상

이 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폭적인 기능

을 보완하 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도메인(www.invil.com)을 도입하 고 상품유형별(제철상

품매장, 테마별상품매장, 인기상품점, 친환경매장 등), 판매유형별(공동·대량구매·업소용 판매

매장, 경매·역경매 매장 등) 매장 구성과 소비자 적립금서비스, 주문상품 배송추적서비스 등 판

매활성화 기능 구축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를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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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4> 정보화마을운 현황

<표 3-5-15> 정보화마을중앙콘텐츠구성현황

구분 회원수 커뮤니티(동호회)수 개인 홈페이지수

대표홈페이지 (www.invil.org) 75,988 854 1,839

구 분 주요 콘텐츠 내용

인빌뉴스 권역별기사, 기획기사, 주제별기사, 독자마당, 기자회원방등

인빌쇼핑 곡류, 과실류, 채소류,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식품, 화훼/묘목, 특화상품
주제별분류 : 제철상품전, 테마상품전, 인기상품전, 고객만족상품전, 공동/대량구매

체험관광 농촌체험, 주말농장, 캠프. 테마여행, 숙박예약, 여행정보, 게시판

커뮤니티

정보채널 생활문화, 건강, 교육, 경제, 행정,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4. 9 현재)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표 3-5-16>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판매실적(온라인판매)

구분(월평균) 2002년 2003년 2004년(9월현재)

판매건수(건) 168 586 1,413

판매금액(천원) 9,218 51,096 98,506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5. 운 활성화지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마을 조성의 성공은 구축보다는 운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운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홈페이지(www.invil.org) 및 전자상거래 홈페이

지(www.invil.com)의 원활한 운 과 정보화마을의 지원을 위하여 2003년 11월부터 전문위탁운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위탁운 팀은‘인빌마케팅센터(IMC)’로 이름을 부여하고 전

자상거래 활성화, 이벤트 기획 수립·추진, 전문 분야교육,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운 분

석 업무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전문 쇼핑몰로서 경쟁력 향상과 민간기업의

운 노하우를 정보화마을 주민에게 전수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11월부터‘정보화마을 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 정보화마을 위원장, 지도자에 대한 전문교육 정보화마을‘성공마을만들기 프로그

램’수립 지원, TV 광고 등 홍보를 통한‘인빌 이미지’정립·확산, 인빌간 교류·협력 활성화,  인

빌 컨설팅단 구성·운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인빌 2단계 발전모델 개발, 정기 세미나 및 국제 컨

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7개의 성장·발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중이다. 

7개 프로그램 중에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보

화마을‘성공마을 만들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마을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한 마을 수 증가에 따른 외형적 성장

을 넘어 자립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을 발굴·육성·지원하고 각 마을별 경쟁체제를 구축하 다.

또한 각 마을의 자발적 활성화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중 국내 최고명품 및 인빌 브랜드 상품만을 엄선하여 판매하는‘상거래형’마을과 기존의 주

말농장, 농촌체험, 민박을 대폭 보완·발전시킨‘인빌농장, 인빌캠프, 인빌민박’등‘특화모델형’

마을을 선정하여 성공의 표본이 되는 마을로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사업은 7개 대상마을을 금년 5월에 선정하 으며 마을 주민, 정보화마을 운 위탁업체인 인빌마

케팅센터, 농어촌 수익모델 개발 전문업체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선정된 마을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 을 실시하 으며, 운 사례

를 비슷한 유형의 다른 마을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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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성공마을만들기육성추진방안

특화모델형 정보화마을 성공마을 상거래형
유형

주민주도의자립형마을양성

대상

인빌
민박

주민역량강화

마을간경쟁및
협력관계유도

도·농간
교류확대

마을자립경
기반조성

인빌
캠프

인빌
농장

·총 3~6개 마을
·2004년 4월 중선정

·전담사업자

명품
브랜드몰

브랜드
상품

명품브랜드
커뮤니티

유형

대상

추진체계

·5~10개 마을
·특산품생산마을

·인빌마케팅센터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이와 병행하여 중앙·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된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04년 3월

부터 민간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정보화마을의 잠재적인 고객확보와 도·농간의 인

적 교류를 통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3월에 전국경제인연합

회를 방문하여 정보화마을 사업과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 대기업, 외

국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2004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정보화마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 다. 이를

통해 정보화마을과 기업과의 파트너쉽 추진은 기업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이 아니고, 농어촌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윈-윈’할 수 있는 모델로 인식시키고, 정보화마을 조성이후 마을의 변화내용

을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봉사·자매 결연을 위한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이 적합하다

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파트너쉽 추진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6. 사업평가및성과

가. 국내평가

정보화마을의 인터넷 가입률(8.8%, 64.5%)과 PC 보급율(27.4%, 68.1%)이 도시지역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2002년 통계 : PC 보급률 60.1%, 인터넷 가입률 51.3%) 정보이용 환경이 향상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홍보 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마을의 농수산물 브랜드 인지도가 향

상되어 소득 증대에 기여하 다. 

일례로 봉화 춘양목송이마을의 경우 정보화마을 조성전에는 400만원의 특산물을 판매하 으

나 1년 후 2억5천만원으로 증가하여 61배의 판매가 증가하여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었으며, 마을

공동관심사에 대한 회의개최 등 온라인에서 만남이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어져 결속력이 강화되

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활성화에 기여하 다. 이와 같은 성과와 반응에 따라 자치단체

와 주민의 정보화마을 유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 국외평가

또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고민하는 농어촌 지역 등의 정보격차 해소 성공사례로 부각되어 중앙

공무원교육원의 외국 공무원 연수과정에 마을 견학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운 되고 있

으며, 세계적 IT업체인 인텔의 임원이 정보화마을을 방문(2004.6) 후“정보화 사업의 좋은 모델로

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격찬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에 지원과 함께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 아시아와 핀란드, OECD 등 세

계 여러나라에서 정보화마을 방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정보화교육, 운 유지관리 방

안, 소득증대 기여 등에 관심이 많고 자국에도 적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

아는 농촌 정보화사업의 개발 모델로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2004년

8월에 농촌정보화 사업을 위한 MOU를 KT와 맺는 등 성공사례의 외국 수출을 통한 국내 기업의

이익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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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과제및발전방향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 초기 단계의 정보생활화 편익을 제공

하는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외부 평가와 자치단체, 지역 주민들로부터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

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표준형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과 차별화 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자생적인 운 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마을의 전국 확산 사업은 마을과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반 하고 지역정보화와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현재 상태의 농어촌 구조를 전제로 한 현상지향적 모델에서 소득 2만

불 달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등 농어촌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시 마을의 구체적인 수익모델 발굴 및

마을발전 계획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어촌의 노인, 주부의 경

우 정보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높고, 교육후에는 성취도가 더 높

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조기 구축과 주민 정보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보화마을이 농업·상업·관광업 등 산업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고 판단된다. 2004년 11월까지 4차 정보화마을로 50여개를 선정하

고 2005년말까지 추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014년까지 읍면(1,420개)에 1개 이상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정보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농어촌체험 등 여가활용 수요를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정보화마을(www.invil.org)을 농어촌 관광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로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잘 살아 보자’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 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찾도록 지원하며 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쉽

을 학교·사회단체와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현재

의 농어촌을 정보화를 통해 미래 농어촌 개발 모델로 설정하여 전국에 확산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농어촌 마을 대상 지

원사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IT를 도입한 농어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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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7> 정보화마을조성현황

시도
마을수 2001년 2002년 2003년
191 25개 마을 78개 마을 88개 마을

서울 1 강서구개화 - -

부산 3 - 금정구금정산성 연제구토곡빌 강서구솥뚜껑토마토

대구 2 동 구미대/내동 달성군신당수박 -

인천 1 - 강화군낙조 -

광주 4 광산구금연 북구무등산수박 북구일곡그린큰숲 서 구상무우미아트빌

대전 3 - 동구 산내포도 동구열린용터 유성구유성온천구암배

울산 4 울주군민등 동구주전돌미역 울주군황우쌀 울주군외고산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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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7> 정보화마을조성현황

시도
마을수 2001년 2002년 2003년

191 25개 마을 78개 마을 88개 마을

경기 24

파주시통일
김포시두레
군포시오금
양평군친환경

화성시제부모세
포천군포천버섯
이천시도예
연천군 38선

광주시남한산성
양평군생태산촌
여주군그린투어

연천군백학정보화
수원시노송하숙
용인시순지마을
이천시부래미
안산시대부도
평택시채소
여주군팜스테이

파주군산머루
가평군잣
양주군감악산
화성군쥬라기
양평군향토
안성군과채류

강원 23

춘천시솔바우
강릉시갈골한과
평창군계촌

양구군펀치볼
정선군가리왕산
고성군화진포
월군술익는

홍천군삼생

철원군토성민속
화천군토고미
횡성군밤두둑
삼척시너와
인제군백담

인제군내설악정보화타운
삼척시가시오가피
원주시황산생태
강릉시복사꽃
철원군두루미평화

홍천군동창(소)
양양군송천떡(소)
화천군 파로호생태
고성군진부령흘리
평창군계방산

충북 10

음성군부윤 옥천군이원묘목
괴산군청천사담동천
제천시청풍물태

보은군속리산관광
청주시평동전통떡

제천시월악산약초
단양군소백산산촌정보화

충주시수안보휴양
청원군청개구리쌀

충남 22

금산군인삼/약초 연기군 곡리과일
논산시강경젓갈장터
부여군석성버섯
예산군창소쪽파
당진군밤호박/토마토
홍성군문당환경농업

금산군추부깻잎
청양군구기자/고추
공주시정안밤톨이
아산시둔포배
서천군동백꽃

논산시강경포구사이버타운
아산시송악스머프
태안군채석포꽃게와대하
연기군나리
청양군칠갑산가파

당진군 전황토
서산시춘원오이
천안시입장거봉
서천군해짐이,해돋이
예산군예산증실골사과

전북 17

남원시동하
완주군서두

전주시원동과수원
김제시황토
임실군사선녀

정읍시내장산
완주군봉서골
순창군전통고추장

익산시어량마을
장수군별헤는
순창군물통골
김제시외갓집
정읍시혹정호청정

군산시까지(깐치)
고창군하전갯벌
완주군동상곶감
진안군마이산골

전남 24

신안군신안배
광양시송월

광군 광굴비
곡성군대신주말농장
암군신북과수원

순천시낙안배이곡

광양시백학동
여수시돌산갓김치
함평군해수찜갯벌
나주시배꽃

여수시거문도
목포시율도지주식김
광양시백운산고로쇠
나주시봉황황토
무안군팔방미인
보성군벌교부농
고흥군명천바다목장

완도군금당도갯벌섬
장흥군천관
강진군옴천
암군삼호무화과

장성군황룡
화순군능주정보화
해남군두륜산버섯

경북 31

성주군도흥참외
안동시하회
포항시호미곳
청송군주왕산사과
고령군고령딸기

예천군금당실
주시풍기인삼

김천시양각자두
천시 천한약

봉화군춘양목송이
양군수비산촌

울진군백암온천
덕군 덕대게

경주시양동민속
울릉군황토구미
의성군모흥황토
상주시은자골
포항시기계장터
구미시금오산찰쌀보리
칠곡군동안꿀벌참외

청송군주왕산사이버타운
봉화군청량산비나리
성주군가야산녹색체험
예천군회룡포(기)
군위군팔공산능금
칠곡군금남오이꽃동산

문경시새재팔 사과
안동시안동포
주시소백산단산포도

포항시곡강유기농시금치
의성군토종마늘

경남 15

하동군삼신녹차
김해시대동화훼

마산시고현미더덕
함안군월촌
거창군서변

사천시고읍단감
창녕군모산
함양군화산

양시얼음골사과
남해군지족갯
합천군아이스딸기
함안군칠북과수

하동군옥종딸기
김해시칠산참외
거제군구조라관광어촌

제주 7
서귀포시상예 북제주군김녕해녀

남제주군알토산
제주시 평 서귀포시월평화훼

남제주군한남감귤
북제주군저지예술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제3절지역의정보통신산업육성

1. 정보통신산업의지역적분포현황및실태

우리나라는 지역별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산업생산구조, 혁신역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수

도권 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역량의 편재가 심한 상태에서

경쟁과 책임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지역간‘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러한 불균형의 바탕에서 정보화 생산양식의 지리적 결과가 새롭게 불균형 발전(uneven

development)과 공간적 불평등(spatial inequality)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집적

의 경제가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공간적 불평등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해 정보통신비전을 설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속의 IT강국을 구현하 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

가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하 다. 정보통신산업은 크게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

기산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각 부문별 산업의 지역

별, 연도별 현황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지역분포에 따른 지역격차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보통신산업의지역적편중

정보통신산업의 부문산업별 지역적 편차를 살펴보면, 업체수의 경우 각 부문별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율이 높아 7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수도권 집중율은 상기 두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다. 수도권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서울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데 비해, 기기산업의 경우

경기도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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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8>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지역별·연도별업체수비율 (단위 : 업체,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 울 44.62 43.52 43.08 47.58 59.83

인 천 3.68 4.34 4.10 3.54 1.06

경 기 4.97 4.73 5.45 5.73 3.83

수도권 53.27 52.60 52.63 56.85 64.72

그 외 지역 46.73 47.40 47.37 43.15 35.28

합 계 4,543(100.0) 5,202(100.0) 5,214(100.0) 6,053(100.0) 6,107(100.0)

※자료 : <1999~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생산액의 경우 업체 수와 달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부문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집

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의 규모가 대규모이고, 또한 최근 4년간 성

장률이 높았다는 점을 반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기기산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

련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율이 미미하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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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8> 정보통신기기산업의지역별·연도별업체수비율 (단위 : 업체, %)

<표 3-5-20>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지역별·연도별생산액비율 (단위 : 억원, %)

<표 3-5-21> 정보통신기기산업의지역별·연도별생산액비율 (단위 : 억원, %)

<표 3-5-19>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의지역별·연도별업체수비율 (단위 : 업체,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 울 15.14 16.01 17.46 18.07 16.36
인 천 12.93 13.03 13.57 12.91 12.34
경 기 43.60 43.96 46.64 45.56 46.62
수도권 71.67 73.00 77.67 76.54 75.32

그 외 지역 28.33 27.00 22.33 23.46 24.68

합 계 4,440(100.0) 5,341(100.0) 5,240(100.0) 5,777(100.0) 7,640(100.0)

※자료 : <1999~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자료 : <1999~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자료 : <1999~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자료 : <1999~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 울 73.32 68.14 70.29 70.55 68.79

인 천 1.35 1.70 1.63 1.40 1.66

경 기 3.99 6.95 5.97 6.04 6.42

수도권 78.65 76.79 77.89 78.00 76.87

그 외 지역 21.35 23.21 22.11 22.00 23.13

합 계 2,230(100.0) 2,822(100.0) 5,901(100.0) 7.147(100.0) 7,534(100.0)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 울 65.04 70.26 72.68 83.21 75.41

인 천 0.22 0.33 0.28 0.29 0.22

경 기 8.69 8.91 8.16 3.73 9.03

수도권 73.95 79.49 81.13 87.22 84.66

그 외 지역 26.05 20.50 18.87 12.78 15.34

합 계 196,475(100.0) 217,200(100.0) 286,884(100.0) 335,290(100.0) 429,764(100.0)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 울 17.91 17.30 14.49 5.72 6.82

인 천 2.63 2.65 2.56 2.28 5.16

경 기 39.08 39.50 43.85 50.89 42.50

수도권 59.62 59.45 60.90 58.89 54.48

그 외 지역 40.38 40.55 39.10 41.11 45.52

합 계 655,688(100.0) 867,938(100.0) 1,058,850(100.0) 990,909(100.0) 1,269,532(100.0)



나. 지방정보통신산업의실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 측면에서는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 노력과 지역정보화의 활발한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요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유출되면서 지방 정보통신산업은 제자

리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정보통신산업에도 고등교육기관 배출 인력과 지역대학과 연구소 등의 창업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수도권지역으로 역류되어 창업하므로 인력수급의 부족이 이

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생은 직장을, 연구인력은 수도권이나 중앙정부 중심의 용역을 찾아

지방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단체의 정책에 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의 인력난은

지방 정보통신산업을 더욱 난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통신관련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은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만한 흡입요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난과 함께

자금난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지방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지자

체나 금융기관에서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채를 쓸 정도이다. 단순히

자금에 관련한 기관 뿐 아니라 마케팅 등의 생산자서비스업계에서도 단지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

는 이유로 신뢰를 잃게 된 지도 오래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사업인 경우에도 유수의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IT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나마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몇 잔존기업의 경우 제품의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 중에서 바이어 상담, 자금지원, 부품구입, 시제품 생산, 판매 등 대부분을 서울에 의존

함으로써, 이로 인한 물류비, 통신비, 개발지연 등의 불이익을 견뎌내어야 하는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지방 정보통신산업의 현실은 본사를 수도권에 두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등의 정책안에 의해 지역에서 자립하던 정보통신업체들의

희생만 강요하게 된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실제로 지역 정보통신산업육성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

다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일관성이 실종돼 연속선이 끊어진다. 또한 민간중심의 정보통신정책 입

안 운동은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고 지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업체의 고

육지책에 불과하다. 단순히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정책 변화 또한 지방 정보통

신업체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지방 IT산업의 난관은 지역 벤처기업의 실패와 함께 실업자

를 대거 양산하게 되며 자칫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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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2>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의지역별·연도별생산액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 울 91.06 93.06 91.42 90.75 89.86
인 천 0.52 0.34 0.36 0.44 0.55
경 기 4.65 3.29 4.26 3.93 4.14
수도권 96.24 96.70 96.04 95.11 94.55

그 외 지역 3.76 3.30 3.96 4.89 5.45

합 계 46,834(100.0) 64,986(100.0) 107,316(100.0) 147,268(100.0) 182,228(100.0)

※자료 : <1999~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2. 지방정보통신산업육성을위한정책현황과문제점

지역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8월

지역경제발전의 현금 창출원의 역할을 담당할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확정되고 이와 연계하여 지

역차원에서도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몇 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역소프트타운은 지역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중앙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의 주요 소프트웨어업체 집적

지를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하고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즉, 소프트타운

은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기관, 시설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기

능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IT·SW산업 집적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산업환경을 고려한 산업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IT진흥조직이 주체적으로

지역 IT·SW산업 활성화 사업을 주도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인력양성·자금 등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실질

적인 지원이 주 내용인 것이다. 현재까지 부산·인천·광주·춘천(2002년 3월 기준), 대구·전

주·대전(2002년 11월 기준) 등 7개 지역의 정보통신진흥기관 설립 지원이 추진되었다. 추진과정

에서 지역의 전통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 분야를 지정하여 지역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

고 소프트타운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 특성화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전문가들과

정보통신진흥조직이 지역특성화를 통한 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별로 소프트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 및 정보통신진흥조직간 실질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지역정책개발과 제도개선 활동이 미진한 편이다. 

둘째로 지자체·정보통신진흥조직의 산업지원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역 정보통신산업과

연관산업을 네트워크화와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고, 클러스터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우수

기업의 유치역량이 부족하다. 

셋째, 우수기업의 이탈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역내 클러스터를 이끌고 갈 우수인력이 부재

하고, 기업들이 타기업들과 협력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도기업 부재와 역할이 미비하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현상이 단순한 지리적 집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인위

적인 집적지 형성의 특징을 가진 클러스터의 경우 실제 기업간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만들고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한 결과를 초래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산업단지란 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적 입지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 문화산업 업

체가 집된 지역을 첨단디지털문화산업의 기획·제작·생산·유통기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문화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지원

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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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시각을 벗어나 클

러스터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지방문화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화산업집적지

의 조성 및 정부지원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01년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을 위해 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현지조사 실시 등 조성계획의 검토 및 조성 협의를 거

쳐 4개 지역(대전, 춘천, 부천, 청주)이 문화산업단지로 1차 지정을 받았으며, 이어 광주, 전주, 경

주, 부산, 대구, 제주지역이 지정되면서 현재 장르별로 특화된 10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지방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방문화산업단지와 같은 경

우에도 다음과 같은 애로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현 상황과 법 제도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발

전에 장애가 된다. 둘째,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본 인프라 및 관련 산

업이 서울 위주로 발달되어서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하며, 기본 여건이 취약하다. 셋째, 전국

차원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연계가 미흡하다. 넷째, 지방문화산업단지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장

경제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의 입장을 반 하고 있다. 즉, 정부 주도

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인 지역 수요자의 정서와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반 하지 못

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육성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

시의 경우 도시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이자 지역혁신을 창출하는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필요함을 느껴 구축한 서울 디지털미디어단지(DMC)를 들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판

교지구내 비즈니스, 물류 및 지식기반산업·벤처단지 조성을 위하여 최소 50만평의 개발을 통해

벤처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판교 벤처단지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업무중심)으로서 수도권의 서울 집중 구조

를 극복하고 선진형의 다핵도시군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분당·용인 등 전문직·연구직 종

사자의 고용 흡인, 서울통행을 최소화하여 기반시설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는 지식·기술집

약적 중소기업 창업의 묘상과 혁신창출·확산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엔진

을 창출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방정보통신산업육성을위한향후방향과과제

앞으로의 지방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은 물리적인 투입요소보다 소프트웨어 및 조직

적 측면을 중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산업입

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학, 연구소,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체계 주체들간

의 지식과 정보교류의 활성화로 기술개발 및 연구결과가 생산 및 유통단계로 바로 연계되는 혁신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하에서 제시되는 기본방향과 과제는 국가혁신체계로의 통합

을 도모하고 장차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단지정책을 비롯한 지역혁신 및 산업발전과정에서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입지한 지역

정보통신 산업체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인력과 기술능력 및 경쟁력을 감안하여 지역의 핵심산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점진적 추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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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중소벤처 혹은 첨단기업의 입지를 위한 기술혁신의 거점이 형성된 후

연구개발기능과 중소벤처기업이 어우러지는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현을 위

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된 복합단지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체제의 확충이 요구된다. 즉 유관부처 및 기관단체의 사업 및 기능의 연관성이 조정되어

야 한다. 즉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의 지역정보산업기능과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혁신협의회 및 기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필요하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사회적 특성과 지역산업 및 공공부문

의 정보산업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특성과 수요기반에 근거한 핵심산업이 도출되어야 한다. 산

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되, 가이드라인

및 평가, 모니터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권역간

균형과 권역내 효율의 원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권역간 산업발

전의 균형을 강조하고, 권역내 시·도간 경쟁으로 지역진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충,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발전전략에 근거한 핵심산업 마련

으로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구조재편 전략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의지가 함께 해야 한

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보산업정책 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지식정보시대의 지

역산업경제 지원주체로서 의식을 제고하여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아

울러 지자체공무원이 기업가적 정신을 갖고 지역정보산업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권역별 정보통신사업 및 활동의 촉

진, 지역별 고유산업 및 정보화테마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농어업지역, 관광지역, 공업지

역 등과 같이 분류하여 정보산업화를 통해 특화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신규 정보

수요를 개발, 사업화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의

료, 교육 등의 사회분야에서 필요한 공공지역정보망을 구축, 고도화하여 정보서비스산업의 육성

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 기업들은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전략하에 정보수

요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요구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하고, 정보

이용 및 유통증대를 통하여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행정, 교육, 금융, 기술개발 등 정보산업 및 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조직과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기획단계에서 운 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

역기업간의 지식교류와 혁신적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기존의 네트워

킹과 차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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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남북한정보격차대응

1. 개요

가. 북한의정보화수준

북한의 경제사정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

계하기 위해 북한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야 했으며, 또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이에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 자립경제와 대외 경제협력 전략을 병행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

술재건의 경제개혁 및 실사구시적 경제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경제회생 노력

의 최우선 전략으로‘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채택하 다. 

1999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학원을 현지 지도한 후, 1999년을‘과학의 해’로 지정했으

며,1) 또한 2000년 신년 사설은 과학기술을 사상,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2)

하 다. 북한은 이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정보화(IT)를 통한 단번도약을 모

색하고 있지만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이는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체제 아래

발전되어온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원활

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

용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 부분의

발전은 선군사상에 의해 산업용보다는 군수용으로 한정해 발전돼 옴으로써 민간의 수요나 산업적

수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가장 기초적

수단인 유선전화조차도 미비한 상태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집약적 기술과 인력 역

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정보통신을 군사분야 혹은 주민통제와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갖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본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보다는 두뇌와 창의력만 있으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음성, 지문인식, 암호화, 애니메

이션 부문에서의 북한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전국의 프로그램 개발 부문의

과학자·기술자·교원·학생 등이 참가하는‘전국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제로 북

한은 각종 IT 관련 전시회및 경연대회를개최하여 북한내소프트웨어개발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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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과학기술을‘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 다.
2) 「로동신문」2000년 1월 1일자.



결국 북한의 정보화 실태는 1990년대 이후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재건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

해 정보화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전 수준이

현저히 낮은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든지, 통신 인

프라 측면이든지, 인터넷 현황 측면이든지 극히 낙후되고 폐쇄적인 상황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물

론이고, 일반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은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나. 남북간정보격차해소의필요성

북한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적 위기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양성했다. 이들은 최초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월경을 시도하 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남한을 비롯한 제 3국으

로 입국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

원이었으나, 지난 4년간(1999∼2004년) 해마다 2배씩 증가하 다.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은 증가일로에 있고 실제로 NGO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 북한

이탈 주민은 10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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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남북한정보통신현황비교 (2001년말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비교(Ratio)
인구(천명) 22,253 47,343 2
국민총소득(GNI: US$) 707 8,894 13
유선전화회선수(천회선) 500 22,590 45
100인당 회선수 2.3 47.7 21
이동전화가입회선수(천회선) - 29,046 -
100명당 가입수 - 62.0 -
인터넷사용자(천명) 30* 24,380 813

100명당 사용자수 0.13 52.1 401

※인터넷 사용자는 인트라넷 이용자를 의미한다.
※자료 : <Broadband Korea : Internet Case Study> ITU, by Tim Kelly, Vanessa Gray and Michael Minges, 2003. 3

<표 3-6-1> 북한의정보화실태

구 분 인프라 현황 특 징 비 고

통신분야 매우취약 (남한의 1980년대 수준) 사회통제의수단화
·평양을중심으로한선형구조 최근현대화작업추진

하드웨어분야 보유대수및생산능력에있어서매우취약
(대략 13만대, 인구 200명당 1대 수준)

바세나르협약등에의해대외수입이제한적
선군주의에의해군우선보급
조선컴퓨터쎈터(KCC),
평양정보쎈터(PIC) 등 연구기관의경우
최신기종의 PC 다량 보유

전자공업성산하전자제품개발회사에서
조립·생산추진등을자체개발노력
병행

소프트웨어분야 다양한개발기관보유
상당한기술인력보유

북한당국의대대적인지원
단위기관별로자체개발능력보유

조선과학원, PIC, KCC 등에서개발한
프로그램을수출까지추진

인터넷분야

북한내부와외부인터넷연결은제한
다양한웹페이지운
내부네트워크인인트라넷운
(1,300여 개 기간상호연결)

체제유지에큰위협이될수있다는
인식으로매우제한된범위내에서보급
주요인터넷서버가제3국에위치
인터넷보다는내부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치중

최근들어인터넷에대한관심과북한
내부에서외부인터넷에접속가능
상업적웹페이지운
인터넷부분에서의남북경협추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이렇게 증가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특히

남한사회가 급속한 정보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남북간 정보격차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은 이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 컴퓨터 사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78%가 컴퓨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결국 남북한간의 정보격차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사회 부적응 수준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시대 남북간이 겪어야 하는 통일쇼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남북간 정보격차 문제는 통일과정에 통일한국의 통일비용에서도 막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을 보이는 남한과 폐쇄성 속에 퇴보하고 있는 북한과의 격차는

증대되고 있고, 남북간의 격차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정보통신 분야의 통일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

다. 사실 독일도 통일 과정에서 600억 마르크(환율 500원 기준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

보통신 통합비용을 지불하 으며,4) 통일 이전부터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통해 독일통일의 기초를

다졌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내 1,000만 국민정보화 교육 시 소요예산이 약 1,466억원(1000만명 정보화교

육 성과 및 향후과제, 연구보고 2002-2001, ICC, 2002. 7)이 소요된 것을 비추어 볼 때 북한에 대한

정보격차를 대응치 못할 때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간 정보격차

문제해결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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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단위 : 명)

<표 3-6-4> 북한이탈주민의재북시직업별분포 (단위 : 명)

구분 1989년
까지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594 687 760 5,170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노동자 봉사

분야 군 인 기 타 계

2001년 22 26 16 277 43 7 192 583

2002년 32 45 18 503 72 11 459 1,140

2003년 32 21 13 471 52 8 684 1,281

2004년 5월 19 6 5 220 21 2 338 611

계 105 98 52 1,471 188 28 1,673 3,615

※관리직 : 당 간부, 지도원 등 / 전문직 : 의사, 교원, 통역원 등 / 예술체육 : 배우, 작가, 선동대원, 체육선수 / 
봉사분야 : 사무원, 요리사, 미용사, 체신소 교환원, 유치원 보육원 등 / 기타 : 무직, 부양, 아동, 학생 등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3) <북한이탈주민 IT 전문교육생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6



2. 사업목적및추진체계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 사업은 현저히 증대되고 있는 남북간 정보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점

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주

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국

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소양교육 및 중급 활용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이들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화교

육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정보화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남북

간 정보격차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 사업은 첫째,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간 정보격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둘째, 정보소외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셋째, 정보화 교육을 받

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통일시대 대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사업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사업계획 및 실행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사무소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 소양교육이 진행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교육장을 활용하여 북한 이탈 주민 IT 전문교

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전문교육생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협

조를 받아 취업특강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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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은 동·서독간의 정보통신 통합계획인「Telecom 2000」을 수립 시행하 고, 1990년에서 1997년까지 8년간 600억 마르크(당시 환율 500원
을 적용하 을 때 30조에 달한다)라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하 다.

<표 3-6-5> 남북간정보격차대응사업추진체계

구 분 주 요 역 할

정 보 통 신 부 ·사업총괄및관리
·기본계획수립등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세부계획수립
·하나원교육지원
- 강사선발및파견
- 교육계획수립및교육진행
- 교재지원

통일부(하나원) ·하나원교육계획수립/통보
·교육장지원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북한이탈주민대상 IT 전문교육홍보
·북한이탈주민신분확인
·취업특강지원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전문교육홍보및교육수료생대상취업지원
·기타업무협의

·북한이탈주민대상 IT 전문교육
- 기본계획수립
- 교육생모집
- 강사선발및교육진행

·남북간정보격차해소연구용역추진
·사업홍보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3. 주요사업추진현황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급속히 발전하는 남한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된 북한의

정보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소

양교육을 시작으로 2004년 현재 남북간 정보격차대응 사업은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 연구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소양교육, 전문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대상정보화교육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 입국하여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되는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정착

지원사무소(하나원)를 통해 이들에 대한‘정보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 소양교육은 하나원 입소기간 2개월 중 총 30시간 내외로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컴퓨터 기초, 워드작성,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 소양교육은 성인반, 청소년반, 노인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둘째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2003년부터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

나원 과정과 연계된 중급활용교육과 이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증 과정으로 구성된‘북한

이탈 주민 대상 IT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대상 IT 전문교육은 현재 총 2개월 과정(120시간 내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워드작성, 인터넷 활용 등 기초과목과 DATA 관리, 프리젠테이션, 홈페

이지 제작 등 중급과정을 통합한‘중급활용반’과 컴퓨터활용능력, MOUS, PCT, 워드프로세스 등

의 자격증을 대비하는‘자격증반’으로 구성되어 교육 중에 있다.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해 2002년부터 현재(2004년 9월말)까지 총 2,818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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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북한이탈주민 IT 전문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원 비고

중급과정반 3시간/일
(총 120시간)

윈도98, 한 97,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홈페이지제작등중급활용과정(6개 과목) 30명 2개월 과정

자격증준비반 3시간/일
(총 120시간) MOUS, 컴퓨터활용능력, PCT, 워드프로세스등 30명 2개월 과정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3-6-7>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말 계 비고

정보화소양교육 (하나원) 58 1,103 1,491 2,652 2002. 10월 부터

전문교육 - 63 103 166 2003. 4월 부터



나. 남북간정보격차대응연구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남북간 정보격

차 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연구로써‘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으며, 2004년에는‘통일대비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회장 황철홍)를 비롯한 중국 단동의 하나소프트(대표

문광승), 연변과학기술대학(총장 김진경) 등을 통해 북한의 정보화 수준 및 교육실태 등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북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사회 각층의 의

견을 듣기 위한‘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4. 향후발전방향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 사업은 통일이후 남북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속 실시하며,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한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직접적

인 북한 정보화를 지원 모색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지원의 경우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학술교류, 북한 정보화 선도기관(조선컴퓨터쎈터: KCC, 평양정보쎈

터: PIC 등)의 북한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엘리트 계층의 정보화 지

원을 시작으로 대학이나 제1고등중학교 등 학교 교육의 정보화 지원,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지역

주민 및 근로자들의 정보화 지원 그리고 이후 주민들의 정보화 지원 등의 단계적 사업추진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및 통일대비 북한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국내에 입국해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교육을 경험으로 북한주

민들에게 적합한 정보화 교육내용을 개발, 점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북한내 정보화 진전을 위

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북한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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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개도국정보접근지원

1. 개요

우리나라 IT산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1990년대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와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IT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규

모도 세계 13위권에 해당하여 1인당 GNP 만불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위치로 입장이 바뀌어 우리의 선진화된 정보기술과 문화를 개

발도상국에 나누어주고 나아가 미래의 IT 전략 수출기점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정

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개도국 원조사업을 통하여 국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국내 IT 산

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분주히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추

진되어 오고 있는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사업이 있다. 이는 ASEAN+3 정상회의(2000.

11) 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가.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사업은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 개도국에 정

보화 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 운 요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정보격차해소 지원활동이라는 IT 강국의 역할수행모델을

제시하고 IT Korea라는 국가이미지를 각인시키며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IT기업들을 위한 수

출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사업은 한국정보문화진흥

원 국제협력사업의 중심사업 중 하나이다.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동아시아 정보접근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2년에는 ASEAN 국가 중 IT 후발국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IT 인프라 구축,

운 요원 초청교육 등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협력사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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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8>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현황 (단위 : 명)

지원국가 도시 기관명 개소일자

캄보디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2002. 11. 25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경제대학 2003. 10. 16

베트남 하노이 우정통신교육훈련센터 2003. 11. 05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여성개발연합 2004. 03. 03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무역훈련센터 2004. 10. 15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철도청소피아사무소 2004. 12. 2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 자료, 2004



2003년부터는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캄보디아에 이어 루마니아, 베트남, 이집트 3개국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

지원하 다. 2004년에는 주요 IT협력국가인 필리핀과 불가리아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올해

까지 총 6개국에 6개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지원중이다.

개도국 정보접근센터를 구축·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국가와 기관을 선정하

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와의 긴 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IT 협력 전략국가 중 후보국을 추천 받는

다. 그 이후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협의하에 사업대상국이 선정되면 현

지 합동 조사단을 파견하여 선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조사과정을 거친다. 그 이후 센터 설치기관

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MOU가 체결되고 지원시설, 설치시기, 운 비용, 시설유지보수, 운 실

적 제출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이때 세부적으로 결정된다. 그 이후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내용은 <

표 3-6-9>와 같다. 

여기에 센터 개관식전 정보접근센터 시설 운 요원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

써 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센터 운 기법 교육, 장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고장

처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나. 기타개도국정보기반격차사업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사업 외에 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외교통상부 산

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이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지원 등 특정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

여 다년간(통상 2년 ~ 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 수단이다. 사업분야는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교육훈련, 보건의료 및 IT 분

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운 에 소요되는 물적·인걱자원을 수원국

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원국측은 부지, 현지비용, 현지인력 등을 부담하며

협력단은 물적·기술적·인적 협력수단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사업은 현지 정부 관료의 관심 및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

다. 이러한 친 한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 및 IT 강국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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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개도국정보접근센터지원시설및장비

구분 장비현황 용도 비고

컴퓨터교육장 PC, 빔 프로젝터등 컴퓨터교육및연수시설활용

인터넷라운지 PC, PDP TV 등 인터넷및자유로운컴퓨터활용

세미나실 PC, 빔프로젝터등 세미나, 회의 등을위한공간

사무실 PC, 복사기등 운 요원사무실로활용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 자료, 2004



제3절해외정보화봉사단파견

1. 개요

우리나라는 개도국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보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요한 사

업으로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

견 사업과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는 국제협력봉사단을 들 수가 있다. 이

들 사업들은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통신산업을 배경으로 우리의 정보화 경험 및 선진 정보화 교

육 기법을 여타 정보화 후발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파견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

해 지금까지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270팀 1,026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 다. 한국의 IT 강국이란

특화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 정보화 봉사활동에 기반한 국가 이미지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또한 1990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파견하기 시작한 봉사단을 최근에는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강국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IT 관련 봉사단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들 정보화 봉사단은 해마다 그 성격과 다양성이 확대되어 정보화 봉사활동의 여러 분야에 걸

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2. 주요사업

가.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인터넷교육을 통하여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국내 IT산업의 정기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IT전문가 파견 등의 봉사활

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2001년에 2~3명을 1개 팀으로 하여 총 61개팀, 175명을 중국, 캄보디

아, 말레이시아, 몽골, 방 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에 2001년 7월 10일 ~8월 31일

까지 파견하 다. 파견된 인력들은 현지에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

시하고 한국의 정보화 및 IT 산업 현황을 홍보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 다. 2002년에도 ASEAN을 포함한 개도국 등 국내

IT 기업진출전략국가 및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학생 등 IT 전문인력 205명을

파견하 다. 2003년 하반기에는 44팀 174명을 30개국에 파견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대학생, IT전문가 등 IT인력을 20 ~30일간 개도국에 파견

하여 정보화교육,  IT Korea 홍보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

고 한류확산 및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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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75팀(300명)을 7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아시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등 전 세계 32개국에 파견하여 개도국 공무원, 대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주

민들을 대상으로 IT교육, 한국의 IT산업 소개 및 문화교류 활동 및 현지 정보화 교육을 하 으며

활동 중 사용한 IT기자재(노트북 포함)는 현지에 기증하여 현지 정보화 노력을 지원하 다. 

파견성과로는 많은 현지기관에서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국내외

언론보도가 총 68건이 있었는데 이중 해외 언론보도가 45건으로 TV방 이 8건, 라디오방송이 6

건, 신문보도가 31건이 있었다. 국내 언론보도로는 TV가 2건이며‘MBC 고려인 이주 140주년 광

복절 특집 방송’과‘EBS 추석특집 프로그램’에서 봉사단의 활약상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봉사단

관련 인터뷰 및 활동취재 신문보도가 21건을 차지했다.

봉사단 파견의 또 다른 성과로는 현지 언론들과의 접촉 외에도 현지의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민간외교활동을 들 수 있다. 올해 파견 봉사단은 현지의 주요 인사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가

졌는데 주요 사례로는 스리랑카 농림부 장·차관과의 면담, 동티모르 부인, 캄보디아 정보통신

부 장관, 타지키스탄 하원의원 등 10개국 고위층 인사 면담을 들 수 있다.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은 개도국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

여 국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우리 IT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수행으로 IT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에 IT Korea

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확산하여 신흥 IT 수출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KOICA의해외봉사단파견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은 개도국들과의 상호협력 정신과 순수한 봉

사이념을 바탕으로 파견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책임과 협력의 역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이념을 바탕으로 파견국의 경제·사회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농림·수산에서 컴퓨터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봉사단을 2년 기한으로 파견하고 있다. 다

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 최근에는 IT 관련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컴퓨터 기초교육 및 다양

한 정보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인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갖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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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0>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현황

년도
사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파견사업

파견국가 21국 27국 42국 32국 51국

파견팀 61팀 47팀 87팀 75팀 270팀

파견인원 175명 206명 345명 300명 1,026명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3. 향후전망및제언

정보화 후발국에서 우리 IT 인력들이 펼치고 있는 정보화 봉사활동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

한 우리나라의 선진 IT 산업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향후 우리 IT 산업의 대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지에서의 정보화

봉사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우리의 젊은 IT 인재들은 정보화 혁명의 파고 속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귀중한 인적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에는 해외 정보화의 대상을 재

외동포에게도 확대하여 중국 및 CIS권 등 재외 동포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한민족정보화지원단

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비롯한 정보화 봉사단 파견 기관

들의 해외 정보화 봉사활동은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화 환경을 홍보하고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룩

한 정보화 경험을 전 세계 정보화 후발국과 나누어 정보통신선진국의 역할을 하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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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해외봉사단파견및활동 (단위 : 명)

<표 3-6-12> 연도별해외봉사단파견현황 (단위 : 명)

구분 파견 귀국 활동
일반단원 1,115 853 262

협력요원 367 226 141

협력의사 69 48 21

계 1,551 1,127 424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구분 합계 봉사단원 협력요원 협력의사 활동국가 신규 파견국가

2003년 208 120 80 8 27 캄보디아

2002년 207 139 60 8 25

2001년 181 134 37 10 24 모로코외 2국

2000년 126 84 34 8 21 라오스

1999년 103 70 28 5 21 우크라이나

1998년 108 64 39 5 18 미얀마외 2국

1997년 138 90 39 9 23

1996년 131 93 30 8 26 세네갈외 7국

1995년 106 78 20 8 19 우즈벡외 3국

1994년 59 59 11 중국 외 1국

1993년 51 51 9 방 라데시

1992년 52 52 8 몽골

1991년 37 37 7 태국 외 2국

1990년 44 44 4 인니 외 3국

합계 1,551 1,115 367 69 33



제4절 IT 전문가인적교류

1. 개요

세계는 지금 과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정

보의 생산과 활용능력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인식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따

라서 지식기반사회로의 대응이 각 국가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격차는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ICT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선·후진국간에 더욱 높은 소득

격차를 초래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있어 지역, 인종 등에 따른

국가간 정보격차는 국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

제 정보격차 심화의 심각성은 많은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 다. 이에 관해서는

UNDP의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1999, 2000, 2001)에서 교육, 소

득, 성별, 계층, 지역간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하 으며,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회의에

서 로벌 정보사회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로벌 정보격차 해소는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자본과 경험이 극히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IT 선진국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에

서 특이점과 함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함께 찾을 수 있겠다. 현재 지식정보기반 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주요 선진국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 중

이다. 미국의 경우 개발협력처(USAID) 주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위주 사업에서 2003년부터

미 상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도 하에 개도국 36만개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전자상거래 촉진 등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는‘디지털 자유화사업(Digital Freedom

Initiative)’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는 동남아교육센터 30개소 구축을 지원하는‘J-NET’, IT

석·박사 학생 초청교육 등‘SEED-NET’, ‘아시아 국가들간 첨단 이동통신기술 확산 사업’등 오

키나와 국제 IT 허브화 전략과 연계하여 총 150억불 규모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 IT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참여를 통해 자국 IT 산업의 수

출 및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IT Korea 강국의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활동

을 통해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ASEAN·중남미·동유럽 및 중동지역 등 신흥시

장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친한 해외 IT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정보화 성공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고 개도국의 정보화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여 한국에 친

화적인 IT시장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IT 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로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41제4절 IT 전문가 인적 교류

제
3
편



2. 주요사업내용

개발도상국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IT 정책결정자와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IT 산업 및

정보화 모델을 전수하고 발전상을 홍보함으로써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며 해외 IT 인적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개도국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초청

연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3년 하반기에는 33개국 169명을 초청하여 전자정부 CIO, 전자정부 컨설턴트, 모바일 엔지

니어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나누어 5차례에 걸쳐 4주∼3개월간 교육을 실시하 으며 각 과정별로

중앙아시아, 동유럽,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대상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추진

하 다.

또한 2004년에는 18개 과정 320명 연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국내기업과의 연

계강화를 위한 업체협력과정과 국제기구와의 협력과정을 확대 운 하는 등 10 개과정 29개국 189

명 초청연수를 실시하 다. 단기 초청연수과정은 고위정책결정자 및 CEO 대상으로 업체협력과정

과 APT/ACD 국제기구협력과정 등으로 구성하고 이동통신, SI, 모바일 콘텐츠, NGN, 정보보안,

ITS, GIS 등에 대한 국내 IT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 연수과정은 정책결정자 및 실무

자 대상으로 정보화고위관리자과정, 정보화전문가과정, 모바일고급전문가과정 등을 운 하여 IT

Korea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선진 IT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제사회에 친한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해외 IT 전문가 초청 연

수사업은 국내 IT 업계 및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 우리나

라 공관 및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희망과 확대 요청을 받는 등 IT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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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3> 연도별 IT 전문가인적교류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합계

초청연수생수 93 158 168 266 207 341 189 1,422

※자료 :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구성, 정보통신부, 2003

<표 3-6-14> 해외 IT전문가초청연수국가별현황 (단위 : 명)

국 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아
시
아
|
태
평
양

베트남 8 25 27 39 17 30 16 162

중국 3 11 14 33 11 10 3 85

필리핀 6 10 8 10 13 19 13 79

몽고 5 6 8 19 9 12 6 65

태국 3 9 19 9 17 24 7 88

캄보디아 1 1 12 4 8 6 32

인도네시아 6 8 14 16 20 12 6 82

라오스 3 6 5 5 5 11 16 51

미얀마 5 6 3 5 2 6 2 29

브루나이 1 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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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4> 해외 IT전문가초청연수국가별현황 (단위 : 명)

국 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아
시
아
|
태
평
양

몰디브 1 2 2 3 1 9

미크로네시아 1 1

파푸아뉴기니 4 4 3 2 2 2 1 18

말레이시아 4 3 7 3 9 11 6 43

대만 2 1 3

인도 5 7 7 24 9 7 66

파키스탄 1 5 2 3 1 5 23

싱가폴 1 1

스리랑카 4 5 4 3 4 9 2 31

네팔 4 3 4 4 8 9 2 34

부탄 2 1 5 4 1 1 14

방 라데시 3 7 3 1 6 5 25

아프카니스탄 6 2 8

동티모르 8 8

마카오 1 1

통가 2 1 2 3 1 10

피지 1 2 2 2 7

쿡아일랜드 1 3 1 5

팔라우 3 2 3 1 3 12

나우루 2 2

사모아 3 2 5

호주 2 2

중
동

쿠웨이트 2 1 3

이란 5 7 8 4 5 2 35

이라크 14 16

예맨 3

시리아 1

레바논 4

사우디아라비아 6 8 14

모로코 9 5 5 4 22

오만 3 1 4

이집트 2 5 7 2 16

중
남
미

파라과이 1 5 6

에콰도르 3 3

콜롬비아 1 1 3 1 6

베네쥬엘라 2 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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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4> 해외 IT전문가초청연수국가별현황 (단위 : 명)

국 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중
남
미

코스타리카 5 3 13 17

파나마 1 1

바베이도스 1 1

도미니카 1 1

페루 1 1 2

브라질 8 2 10

칠레 7 2 8 17

멕시코 5 2 4 2 13

엘살바도르 0

아
프
리
카

가나 1 1

짐바브웨 1 1

튀니지아 3 3

카메룬 1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알제리 6 7 2 15

이디오피아 1 1

보츠와나 7 7

모리타니아 2 2

C
I
S

러시아 5 1 6 1 2 15

카자흐스탄 2 2 2 3 2 5 6 22

키르키즈스탄 2 2 3 4 3 14

타지키스탄 1 3 1 5

우즈베키스탄 2 7 3 12

우크라이나 1 2 3

투르크메니스탄 1 1

그루지아 3 3

아제르바이젠 1 5 6

유
럽

헝가리 4 2 6

폴란드 1 9 5 15

터키 1 1 2

프랑스 1 1

루마니아 4 10 2 2 9 27

체코 3 3

불가리아 2 2 6 3 13

몰도바 2 2 3 10 4 21

합계 93 158 168 266 207 341 189 1,422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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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5> 2004년해외 IT 인력초청연수일정

구 분 과 정 명 일 시 예상인원 (명) 초 청 대 상

중장기과정
(4개/84명)

국가정보화CIO과정 5.3∼5.28(4주) 24
동유럽및 CIS
체코(3), 폴란드(3), 불가리아(3), 루마니아(3),러시아(3), 
카자흐스탄(3), 키르기즈스탄(3), 우즈베키스탄(3)

국가정보화컨설턴트과정(1차) 6. 7∼7.30(8주) 20
중동 및북부아프리카
레바논(3), 시리아(3), 이집트(2), 이란(2), 이라크(2), 
알제리(2), 튀니지(2), 콩고(2), 예맨(2)

모바일 엔지니어과정 5.10∼7.30(12주) 20
아세안회원국
태국(2), 인도네시아(2), 말레이시아(2), 필리핀(2), 베트남(3),
미얀마(3), 라오스(3), 캄보디아(3)

국가정보화컨설턴트과정(2차) 10.4∼11.26(8주) 20
중남미
칠레(3), 멕시코(3), 브라질(3), 아르헨티나(3), 베네수엘라(2),
코스타리카(2), 페루(2), 파나마(2)

업체협력과정
(6개/105명)

전자정부 SI 과정(1차) 4.28∼5.4(7일) 15 기업체수요조사

초고속통신망과홈네트워크과정 6.9∼6.15(7일) 15 〃

정보보호과정 11.3∼11.9(7일) 15 APT회원국

이동통신과정 11.23∼11.29(7일) 30 기업체수요조사

전자정부 SI 과정(2차) 12.1∼12.7(7일) 15 “

모바일 SI 과정 12.1∼12.7(7일) 15 “

국제기구
협력과정
(5개/75명)

국가정보화정책과정 5.19∼5.25(7일) 20 ACD회원국(14개국)

텔레매틱스과정 6.30∼7.6(7일) 12 APT 회원국(9개국)

전자정부과정 7.21∼7.27(7일) 17 APT 회원국(15개국)

통신정책과정 8.18∼8.24(7일) 14 APT 회원국(9개국)

NGN과정 10.20~10.26(7일) 12 APT 회원국

이라크특별과정(14명) 통신정책과정 3.9∼3.17(7일) 14 이라크

위탁관리과정
(2개/42명) 전파방송과정(1,2차)

5.18 ~ 5.27(10일)
10.3 ~ 10.9(7일)
11.23 ~ 12.2(10일)

42 APT 회원국(15개국) APT회원국(11개국)
APT회원국

계 18개 과정 320명 목표
(단기 14, 중장기 4) 32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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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및유통활성화

1.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및활용의중요성

21세기는 지식자본과 정보기술의 차이로 경제발전과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정보 기반 사

회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21세기 신경제체제에서는 지식정보 기반의 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

속화되고, 모든 경제적 관점이 자본위주에서 지식위주로 변화되는 지식기반 경제가 본격화될 전

망이다. 즉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활용, 확산이 모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국정 운 전반에서도 핵

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지식기반 산업이 성장과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사회의 세 주체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활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이를 응용

하고 결집한 지혜의 가치창출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지식정보의 활용과 함께 전략적인

관리방안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더욱 높

아지고 있다. 즉 초기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던 인터넷은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역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으며, 국민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

요한 요소로 보급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급성장하는 인터넷은 범용적인

디지털 시대에 지식정보의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용자는 인터

넷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를 지닌 지식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가치 있는 지식정

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선별·축적해서 활용을 유도하고, 국민의 관심에 따라 맞춤형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용과 활용의 확대 측면 외에도 지식정보자원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할 것인

지, 보관·축적·관리, 그리고 인터넷상에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프사이

클 관리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분실이나 소실, 변질될 우려가 있어

소장만 하고 있는 귀중하고 희귀한 고문서나 고물건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관 및 활용, 그리고 국

가의 중요 지적자산의 디지털화는 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자원 확산과 지식정보 기반 인프라 확충

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된 1차적인

국가 지식정보자원과 이의 연계·활용을 통해 2차적으로 재생산된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등은 지

식정보 기반 사회에서 의미 있는 디지털‘사회간접자본(SOC)’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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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정의및목표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은 교육·문화·오

락·행정·기업 활동 등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역에서 산출될 수 있는 모든 지식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전문가 집단을 공급자 및 수요자로 하는 지식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를 공급

자 및 수요자로 하는 지식까지 포함시킨 방대한 국가의 지적자원을 이른다. 즉, 국가 지식정보자

원이란 지식정보의 생성위치 및 저장매체에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모든 지식정보로서, 지식정보의 본질적 가치로서 내용면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학문적으로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지녀야 하며, 국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국가 정책

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뜻한다. 

따라서 학술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조직에서

내재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를 지니고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수집한 모든 지식정보

가 바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민간기업체 정보와 행정정보는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공유가 가능한 정보만이 대상이 된다.(한국전산원, 2000)1)

이러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국민이 손쉽게 획

득·공동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월에「지식정보자원

관리법」제정과 함께「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가

적으로 공공성은 높으나 상업성이 낮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식정보자원, 문화유산으

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자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적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전략적 지식정

보자원 DB 구축 분야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용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구축된 IT 인프

라를 통해 양질의 많은 콘텐츠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적극적으로 디지털화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로서, 이는 국가 모든

구성 주체의 창조적 지식정보 창출을 촉진하고, 아울러 고도화된 IT 통신망을 활용해서 국민이 지

식정보자원과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건설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1차 사업기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3,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현황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을 통해 현재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1) 국가 지식정보자원이‘디지털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는“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으로서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
먼트성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디지털 형태로 처리된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그러나 국가 지식정보자원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불문하고“사회자산의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국가 지적재산으로서 공공재의 의미를 가진 콘텐츠”를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
서 디지털 콘텐츠와는 다르게 디지털화 되기 전의 오프라인 콘텐츠도 국가 지식정보자원에 포함되며, 자유재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매우 가치 있고 궁극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주요 자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치가 있거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교육학술·문화·역사·정보통

신·산업·건설기술·해양수산 등 주요 8개 분야의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DB로 구축해서 인터넷

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말에는 1차 사업 완료와 동시에 2억1천만건의

방대한 국가 지식정보자원 DB가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제공되며, 국가 디지털 지식자원으로 축적

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국가 지식정보자원 DB는 활용가치가 높고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기술 분야 포함), 기초학문 연구와 지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교육학술 분야, 국가적 유물

로 보존가치가 높은 고도서·고문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분야,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해 왔으나,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 분야의 지식

정보자원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란 국가사회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의 중요 지식정보자원을

가공해서 체계적으로 DB화하고, DB로 구축된 지식정보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검

색해서 업무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은 텍스트(논문·

연구보고서·단행본), 그림(사진, 화보집), 음성(음반·녹취록), 동 상(공연· 화) 등 유형에 따

라 XML·PDF(텍스트), JPG·GIF(그림), MP3(음성),  MPEG2(동 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디지

털화 하고 있다. 

한편, 도서 및 텍스트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문화·역사·

산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해서 미래 지식정보기반 강국 건

설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개 정부부

처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재되어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는 매년 지식정보자원관리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당해

연도 사업 과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 표준

화, 공동이용, 평가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 해서 국가 지식정보자원 DB 구축 사업

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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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국가지식정보자원분야별주요DB 내용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국내과학기술인용색인(KSCI)
·신약개발/유전자/인체 상등첨단과학DB
·산업기술전문정보등

교육학술

·학술지목록및원문자료
·국내학위논문및해외취득학위논문원문등
·정치/경제/사회 통계자료
·국방학술정보

문 화

·국보, 보물 등문화재정보
·전국박물관정보
·공연기록물, 공연대본, 악보 등공연예술정보
·미술작품및작가정보등

역 사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사료총서등고도서
·고전국역총서 (고려사절요, 성호사설등) 및 한국문집총간
·궁중문화역사자료, 항일운동관련자료등

정보통신
·연구개발보고서및세미나자료
·정보통신관련산업통계및정책동향
·인터넷백서, 정보통신윤리자료집등

산업/
건설기술/
해양수산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등연구보고서
·시공절차서, 시공계획서등건설공사정보
·해양수산관련연구현황및최신기술정보
·해양수산학술연구자료등

※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연계기관인 종합정보센터 및 전문정보센터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4-1-1>참조).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생성·유통시스템 보급을 촉진하

고 있다. 자동생성·유통시스템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작한 생성자(creator)가 직접 메타정보를 입

력하고 생성한 전자파일을 등록하면 시스템에 의해 콘텐츠가 자동 변환되어 파일 저장소에 적재

되고 콘텐츠 이용자에게 제공된다.즉 자동생성·유통시스템이란, 정보를 생성시킨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생성한 정보(원문파일 등)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인터넷으로 공유 및 서비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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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국가지식정보자원유통체계개념도

일반사용자

국가 지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www.knowledge.go.kr)

종합정보센터

전문정보센터

과학기술
(KISTI)

교육학술
(KERIS)

문화
(문화관광부)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정보통신
(IITA)

생명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산림청
행양수산부등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학교 등
전국 각 대학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전국 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추진회 등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등

①

③
②

One - stop
인터넷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2004. 7

<표 4-1-2> 지식정보자원분야별연계기관및연계DB량

분야 시스템명 연계기관수(개) 자료량(건)

과학기술 science.knowledge.go.kr 21 71,311,213

교육학술 www.riss4u.net 444 110,180,074

문화
문화예술 www.culture-arts.go.kr 20 999,212

문화유산 www.heritage.go.kr 82 1,743,156

역사 kh2.koreanhistory.or.kr 8 6,742,365

정보통신 www.itfind.or.kr 41 5,126,630

산업 www.ikis.re.kr 22 2,124,023

건설기술 www.codil.or.kr 7 2,624,520

해양수산 www.ocean.go.kr 4 493,900

합 계 649 201,345,093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통상 생성된 정보(문서 등)를 등록하는 지식정보등록시

스템, 등록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지식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가능한 유

형으로 가공(변환)하는 변환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현재 분야별 정보 유통기관에서 지식정보 자동

생성·유통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까지 121개 기관에 보급했고, 2004년에는 76개의 기관에 추가

로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생성·유통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성·유통된 지식정보를 국민 모두가 공유

해서 적시에 활용하면 경제적 가치 발생은 물론,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 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

해지기 때문에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축소되고, 지식정보의 이용 또

한 훨씬 원활해지게 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소기술 및 시스템 모델

을 정의하고 시스템 구축 및 보급기준, 확산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자동생성·유

통시스템의 보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을 통해 검증

되고 가치 있는 국가 지식정보자원 DB를 방대하게 구축해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서

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자원 DB 및 관련 메타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검색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건수도 월 평균 495만건(연간 5,946건)으로 매년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2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청소년 권장 사

이트에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으로 구축된 3개의 사이트(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문

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국립국악원)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검색 포털인 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비롯한 관련 사이트가 학생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정보이용을

유도하는 유익한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를 보면,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

하는 DB구축 사업의 특성으로 2003년까지 하루 평균 1,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의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2004년에 1단계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이 마무리되면 과학기술·교육학술·문화·역

사·정보통신·산업·건설기술·해양수산 등 8개 분야 2억1천만건의 방대한 지식콘텐츠 DB가

구축되어 지역 및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 번으로 도서관, 콘서트홀, 박물

관, 문화회관 등을 누빌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식정보를 e-learning 학습자료로 활용함으로

써 인터넷에서 교수·학습·문화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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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지식정보자동생성·유통시스템보급기관 (단위 : 개)

분야
구분 문화 과학기술 교육학술 정보통신 건설교통 산업 소계

2000~2002년 58 18 - - - 76

2003년 26 - 8 10 - 1 45

2004년(예정) 10 5 12 20 8 21 76

소계 94 23 20 30 8 22 197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3.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및활용전략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1단계 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되며, 2005년부터 새롭게 2차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1)

따라서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의 주요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

지 DB로 구축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지식정보자원은 산업이나 생활기반 시설처럼 새로운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이므로 경제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지식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공하고 이용하기에 따라서 2차 지식 콘텐츠로 재생산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정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고부가가치

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코디네이터의 양성이 필요하

다. 즉,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기획 입안부터 자금조달, 진척관리, 권리관계 관리까지 전반적

인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일관성 있게 전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지식정보

코디네이터를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식뱅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필요하다.

셋째, 국가 지식정보자원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정보자원을 생산해 내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존에 필요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장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보기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자원의 장기 보존은 기존 종이 문서의 보존과는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맞게 새로

운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255제1절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유통 활성화

제
4
편

<표 4-1-4> 국가지식정보자원DB 이용자현황

분야 시스템명 회원수(명) 접속자수 (일평균) 접속자수 (월평균)

국가통합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한국전산원) 27,790 4,328 129,839

과학기술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4,833 24,468 734,042

교육학술 교육학술종합정보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19,831 33,689 1,010,682

문화예술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문화관광부) 119,902 29,854 895,624

문화유산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문화관광부) 995 64,461 1,933,844

역사 역사종합정보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448 12,442 373,255

정보통신 정보통신종합정보시스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4,526 7,322 219,670

합계 998,325 175,879 5,296,956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2004. 7

(메일링그룹)

(메일링그룹)

1)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개정(2004.12.30)으로인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부터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개발할 솔루션은 급속한 기술 진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문서관리·아카이브 시스템에 보존된 지

식정보의 검색 및 장·단기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지

식정보자원을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 체계와 시스템 구축

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다. 

특히 지식정보자원 공유를 위해서 국가는 관련 정보기술 및 표준의 제정, 디지털화에 따른 재

정지원,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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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2004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내용

사업명 주 관 기 관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국가학술연구DB(4차) 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건설교통기술지식정보DB구축사업(4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정보통신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 한의학지식정보자원디지털화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

6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5차) 문화관광부

7 사이버지질자원과학관구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5차) 문화관광부

9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구축확대 산림청

10 국가지정중요전적문화재 DB 구축(2차) 문화재청

11 정부출연연구기관지식정보 DB 구축(5차)사업 산업연구원

12 한국독립운동사종합지식정보시스템구축(3차) 독립기념관

13 과학기술및산업기술전문정보DB구축(5차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 한국 화 DB 구축사업(3차) 한국 상자료원

15 한국여성사지식정보자원구축사업 한국여성개발원

16 민주화운동사료DB구축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7 국토공간 상정보 DB구축및인터넷서비스시스템개발 국토지리정보원

18 한민족전쟁사관련자료디지털화사업및대국민서비스 전쟁기념사업회

19 독립운동관련기록물의대국민서비스체제구축 국가보훈처

20 기초학문연구정보서비스구축 한국학술진흥재단

21 근대법령지식정보 DB구축사업 법제처

22 유교문화종합정보DB구축사업(4차) 한국국학진흥원

23 국방학술정보시스템구축 국방대학교

24 표준형한국어언어/음성 데이터베이스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 한국경학자료 DB 구축사업 성균관대학교존경각

26 국방형상자료 DB구축 국방품질관리소

27 자연생태동 상 DB 구축 사업 사단법인무지개세상

28 산림정보탐사용항공사진 DB구축 국립산림과학원



제2절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정립

1. 개요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은 책, CD, 신문 등 물리적으로 상품화된 콘텐츠의 유

통을 기존의 물류 유통에서 TV나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이나 방송 등 통신 미디어를 사용

한 온라인 유통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처럼 음악, 화, 상, 텍스트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유통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유통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

문에 개별적이고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 상의 콘텐츠 유통을 지원해 주는

역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디지털콘텐츠의 실체가 정보와 물건 사이에

서 성립되기 때문에 명확한 소유관계 또한 분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

건의 소유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무체물의 소유 형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나 소유권 등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은 콘텐츠 생성자(creator) 및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단순하

게 직접 전달하는 단방향 전달에서 스폰서를 사이를 둔 광고제휴, 그리고 PtoP 등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유통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그림 4-1-2> 참조).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 유통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특징에 대응하는 다양한 권리 유통 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콘텐츠를 안심하고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의 암

호화, 식별자, 동일성의 증명, 저작권 보호, 콘텐츠 요금의 안전한 과금 등 광의의 시큐리티 기술이

필요하다. 즉, 네트워크 상에서 대량의 콘텐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식별기반, 저작권

보호, 과금 기능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별 콘텐츠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민

등록번호와 같은 디지털콘텐츠의 식별체계는 콘텐츠 유통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콘텐츠의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

다. 따라서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논리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디지털콘텐츠의 관리 및 보급 확산 체계 구

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MPRIMATUR((Intellectual Multimedia Property Rights Model

and Terminology for Universal Reference), FILIGRANE(FlexibLe IPR for Software AGent

ReliANcE)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유통 모델이 개발됐고, 이를 토대로 한 MPEG-21, TV-anytime

등 표준기술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이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

은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정립하고, 유

통 모델이나 표준을 꾸준히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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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인터넷 자원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

안으로 인터넷 분야에도 다양한 식별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주소, 이용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된 콘텐츠 등은 모두 이러한 식별의 대상이다. 

이처럼 콘텐츠 식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이용이 점차 유료화 되면서 디

지털콘텐츠의 관리 및 보급 확산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국

제 표준기구 및 정보통신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하거나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제도

상에 식별제도의 도입 규정을 명시하기에 이르 다.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란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개별 콘텐츠에 부여하는 고유한

인식코드를 관리하는 체계이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는 콘텐츠 제작에서 이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인식코드를 사용함

으로써 연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는 디지털콘텐츠의 접

근, 이용, 판매 등 콘텐츠 유통의 주요 기능 수행에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상품 유통과정에서 상품 식별을 위한 바코드가 상호연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디지털콘텐츠를 식별하는 식별체계도 콘텐츠 유통 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러

나 바코드 같은 상품 식별체계와는 달리,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는 인식코드 이외에도 저자, 제

목, 파일형태 등 콘텐츠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운 정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여하면 각 관련기관과 업체들이 서로 디지털콘텐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유통과정을 추적해서 판매와 구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콘텐츠 몰에서 거래된 내역을 거래인증기관을 통해 확인받아 콘텐츠 권리자들은 자신의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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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콘텐츠유통의4가지모델

·디지털네트워크를기반으로콘텐츠생산자가생산,
상품관리, 점포(mall)판매 등을통해콘텐츠를
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형태의유통

·생산자와소비자양자간의직접합의형성으로
이루어지는유통형태

직판형

·콘텐츠생산자, 스폰서, 소비자를중개하는유통형태
·지금까지의물건이나물건화된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모델의콘텐츠유통

중개형

·커뮤니티내에서개개인이콘텐츠교환을하는모델로,
PtoP 형태의 콘텐츠유통모델

·콘텐츠유통의주체(player)에 개인이개입되어있는
유통모델

교환형

·콘텐츠에액세스되는것자체가목적인형태
·광고선전이나카탈로그등물건판매사이트,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등이여기에해당

·이경우는누구나알수있도록정보를확산시키는것이
콘텐츠유통의목적

공유형

※ 자료 : <콘텐츠 유통교과서> ASCII, 2003.



츠가 얼마나 판매됐는지 알 수 있고, 이용자는 향후 분쟁시 거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부분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 역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URN 기반의식별체계「UCI」개발

URN(Uniform Resource Names)은 정보자원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에 상관없이 고유한 번호를

통해 정보자원을 액세스하기 위한 전역적인 식별체계이다. 즉, 디지털콘텐츠의 구적이고 고유

한 객체 식별기호이며 디지털콘텐츠 자원의 위치 또는 접근방법과는 무관하게 해당 자원에 접근

하는 수단이다.

URN은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URL이 주소를 이용해서 정보의 위치를 찾아내

는 것과 다르게, 콘텐츠 자체에 식별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흔히 사용하는 URL을 이용한 현

재 방식의 인터넷 자원 식별체계는 정확한 식별기능이 떨어져서 콘텐츠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URN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각각의 디지

털콘텐츠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에도 고유의 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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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국내외동향

기관명 적용사례 개요

KIPA
유통시스템 ·정보통신부와 KIPA 주관으로구축되어 KBSi가 직접 운 하고있는 CONPIA시스템을 2002년도에개설

·등록된콘텐츠수 : 약 2만건

거래인증시스템 디지털콘텐츠거래의공인인증제도

KERIS 교육정보시스템 교육학술콘텐츠관리

KISTI 학술정보시스템 ·자체식별체계인 KOI개발 및 DOI와 연계하여학술정보관리
·총 5종의과학기술정보 66만 건 대상

KINS(주) 학술정보서비스 ·Open URL 및 DOI와 연계하여학술정보관리
·수천편의아시아와유럽, MIT의 학위논문, 특허, 악보 및정부간행물보유

Enpia(주) DOIRA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의 9개 RA중 하나로활동
·실제 DOI를 적용하여운 중인서비스없음

KOCCA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

·KCRC(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시스템 구축
·자체식별체계인 CCI(Content Copyright Identifier)를 개발해서비스준비중

IDF DOI를 개발하여실제적용하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 7개의 RA와 천만건의콘텐츠를확보하고있음

clDf 일본의 NTT Docomo 주도로개발되었고, 실제 적용은미미한실정이나기술적으로는상당수준에있음

IETF ·URN 프레임워크, DDDS변환구조, IANA와 namespace 협력등 기술적작업을위주로활동전개
·2004년 2월 서울에서‘59th IEFT Preliminary & Interim Materials’개최

MPEG-21 디지털콘텐츠프레임워크제정을목표로하는세계적인표준화기구로, 최신 유통기술확보및표준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도한부분으로포함되어있음

TV-anytime 포럼 디지털방송플랫폼표준제정을목표로하여 CRID라는 자체식별체계를제정해서사용

DMP 디지털미디어의본격유통표준제정을위한사설기구로서, 실세계의디지털미디어이용저해요인에대한
제반기술적정책적해결방안제시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를 부여해서, 콘텐츠의 중요한 정보(메타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콘텐

츠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URN은 개인별 주민번호에 해당되며, URL은 개인의 현재

주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2003년에 URN 기반의 독자적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개발해서 디지털콘텐츠 관리 및 유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

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UCI의 독립적인 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에 UCI

상표출원 신청을 마쳤으며, 특허출원이 완료되어 등록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에 국제적으로는 DMP(Digital Media Project)

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 UCI를

네임스페이스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URN 기반 구축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산원은 현재 독자적 변환기능 수행이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식별시스템 테스

트베드를 개발해서 KISTI(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운 을 마쳤으며,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2004년 말까지 외부서비스가 가능한 시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독자적 식별체계인 UCI가 국가 전반에 걸쳐 정착되면 첫째, 유통체계의 기

능별 분화 및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둘째, 유통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으로 공정거래기반이

확립되어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

력의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우리나라의 UCI가 식별체계의 세

계 표준으로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인프라의 구축 및 활성

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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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국가대응전략개념도

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및 유통의 활성화

제작

생성

인터넷 자원의 공공성 멀티미디어 강국 면모지속

식별체계의 중요성 증대 저작권 보호등의 인증필요 인터넷 자원의 공공성

디지털
콘텐츠에
적합한
독자적

식별체계
구축

UCI 
식별체계
총괄관리
기구

유
통

이
용

※자료 : 한국전산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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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장애인·노인을위한콘텐츠

1. 개요

장애인·노인 등의 전통적인 취약계층이 신체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반시설의 제공과 함께 대상층의 욕구에 맞

는 정보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진다. 또한 실생활에 유용한 온라인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습득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의 여건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다.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하면, 국내 장애인 수는 약 150만명이 넘는 수

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수의 정보 제공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

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질적 양적 수준 및 종류가 매우 미흡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 장애

인의 다양한 생활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콘텐츠 수요조사에 따르면, 자주 찾는 장애인 관련 사이트는

68%가 없다고 응답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을 나타냈다. 조사

된 자주 찾는 사이트로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도움나라(정보통신부) 외

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부), 장애인복지망 프리겟(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장애인신문

사), 아이소리(복지재단) 등이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장애인의 낮은 구매력을 이유로 관련 콘텐

츠 개발·보급에 소극적이며 인터넷 콘텐츠가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장애인이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장애

인 단체는 오프라인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 열악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온라인 서

비스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한편, 생활환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

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 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전망

이다.(통계청 2002) 하지만 노년층을 고려한 인터넷 콘텐츠는 미비하고 노인의 정서에 맞는 콘텐

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눈이나 귀가 어둡고 거동이 불편해 지는 등 후천적 장애를 겪는 노

인의 수는 많으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실버산업의 대중화와 산업 발전 가능성이 기업으로부터 인지되어짐에 따라 대부

분의 노인관련 사이트가 고령자를 위한 쇼핑몰 위주로 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에서 실시한 2003년 취약계층 콘텐츠 수요조사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의 약 60%가 노인 관련

사이트에 대하여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도움나라를 통하여

노인과 관련한 정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으나, 고령사회 및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

는 다양하고 노인생활에 착된 콘텐츠는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콘텐츠의 개

발·보급을 통해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도움나라(www.itall.or.kr)’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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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노인을위한콘텐츠개발·보급

가. 추진경과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개발·보급사업은 2001년 정보통신부‘정보취약

계층 콘텐츠 개발대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고 2002년 7월에 장애인, 노인 관련단체를 통하여

20개 콘텐츠(공통 분야 3개, 장애인 분야 9개, 노인 분야 8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11월에 포털

사이트‘도움나라’의 서비스를 개시하 다. 2003년에는 10개 콘텐츠(장애인 분야 7개, 노인 분야

3개)를 신규 개발하 으며, 기존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20개 콘텐츠를 보완·확충하 고 커뮤

니티를 보강하 다. 2004년에도 10개 신규 콘텐츠(저소득층 분야 3개, 공통 분야 1개, 장애인 분

야 4개, 노인분야 2개)와 16개 기존 콘텐츠를 보완·확충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 사업내용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관련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 보급사업의 목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개발하여 정보제공 포

털사이트인 도움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욕구

에 맞는 개발 대상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기개발된 콘텐츠는 제공되는 정보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상태에 따라 보완·확충을 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개발시‘장애

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반 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전맹자를 위한 스크린리더 기능,

약시자나 노인을 위한 화면확대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 상 자막 기능 등의 제공이 그 예라고

하겠다. 

도움나라는 전문가 상담실을 운 하고 있어 장애인·노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고민거리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으며 동호회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에 관련된 우수 웹사이트를 목록화하여 각종 유

용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렉토리검색서비스 및 정보격차 해소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서

비스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다.

다. 추진실적

장애인, 노인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원시데이터를 온라인 콘텐츠로 가공하여 장애인·노인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2002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공통 분야 3개, 장애인 분야 16개,

노인 분야 11개 콘텐츠로 구분하여 30개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 노인 콘텐츠 포털사이트인

‘도움나라(www.itall.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2004년 9월 현재 저소득층 분야 2개 콘텐츠, 장

애인 분야 6개 콘텐츠, 노인 분야 2개 콘텐츠를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를 통하여 개발 중에 있으

며, 2004년 11월에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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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도움나라제공콘텐츠

분 야 콘텐츠 종류 주 요 내 용

장애인,
노인

공통분야
(3)

교통시설정보 지하철, 장애인택시회사, 차량이동서비스등안내정보

편의시설정보 관공서, 공공시설및위락시설에대한편의시설안내정보

법령/시책정보 장애인및노인에대한관련법규, 복지제도, 법률 정보

장애자가진단정보 인터넷상에서장애유형별로가족또는자신이진단할수있는프로그램정보

장애인주택시설정보 장애인이편리하게거주할수있도록설계된주거공간및문헌, 매뉴얼정보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기관 및단체정보

재활교육정보 재활교육정보, 교육지침, 교육기관정보

화/도서정보 시각장애인을위한기존 화의더빙및베스트셀러도서를음성으로낭독하여제공하는
화/도서 정보

직업훈련정보 장애인대상의직업훈련기관, 교육과정및구인/구직 정보

학술자료정보 장애인복지등관련논문, 학술지정보

장애인분야
(9)

장애용품정보 휠체어등장애인보장구의사용법및구입처정보, 재활 전문도서정보

장애인레포츠정보 페럴림픽, 장애인운동경기규칙, 운동방법등장애인스포츠관련정보

자립생활정보 중증장애인자립생활/뉴스정보, 외국의자립생활, 케어서비스정보

장애인보조기술(AT)정보 장애 역별특수기자재및소프트웨어매뉴얼번역개발정보

장애가족정보 치료교육, 부모 교육, 사례 공유, 관련 종사자교육정보

정신지체인정보 정신지체인을위한지능검사, 애착 장애및성격검사정보

농아인수화정보 수화뉴스/생활정보, 정보통신수화정보

여성장애인정보 여성장애인자립생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취업, 직업, 노동교육정보

여성장애인인권/상담정보 인권문제, 여성장애인전문상담정보

치매정보 치매에대한증상, 예방, 치매 전문병원, 요양시설안내정보

노인분야
(8)

평생교육정보 노인대상의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안내및교양강좌정보

노년건강정보 노인병, 질환, 운동, 양관련정보

학술자료정보 노인관련복지, 문화 등의관련논문정보

노인레포츠정보 게이트볼규칙, 경기법등노인오락및취미프로그램정보

노인복지시설정보 노인복지관, 양로원등노인전용복지시설정보

실버용품정보 지팡이, 용변기구등노인전용용품, 재활, 장례용품정보

간병정보 간병기초상식, 응급처치, 복지서비스, 강좌 및세미나정보

문화/생활정보 여행/나들이/여가 문화정보, 노래 교실, 오락실등취미여가정보

취업/사회봉사정보 구인구직고용정보및사회참여를위한사회봉사정보

정보화교육 기본 IT 소양 과정, 컴퓨터/인터넷에대한기초이해과정정보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9



도움나라에서는 장애인, 노인이 인터넷상의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에 관한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우수 사이트를 182개 카테고리에 2,600 사이트를 목록

화 하여 디렉토리 서비스로 현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움나라에서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

소 사업에 대한 정책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정보로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법·제도·시책, 무료 정보이용시설 및 정보화 교육기관의 위치, 이용방법, 시설안내 등, 정

보격차해소 관련 연구보고서·논문·통계자료, 정보격차 관련 행사안내, 뉴스, 신문기사 및 해외

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동향 등의 정보를 4개 카테고리로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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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2004년‘도움나라’신규콘텐츠

<표 4-2-3> 도움나라디렉토리서비스구축·제공

분 야 콘텐츠 종류 주요내용

저소득층(3)

취업전교육정보 저소득층의취업활성화를위한온라인취업교육정보

창업가이드정보 저소득층의취업활성화를위한자기개발및취업정보

창업사례정보 저소득층의창업정보실사례정보

공통(1) 지하철편의시설정보 장애인·노인등을위한지하철편의시설동 상정보

장애인(4)

장애인운전면허교육정보 장애인의운전면허취득, 면허교육장, 관련법규정보

수화로읽어주는동화 청각장애아동을위한수화동화제공

실시간수화상담실 청각장애인을위한동 상수화상담실제공

외국장애인기관정보 해외장애인기관안내및장애관련기업정보제공

노인(2)
노인의 성 노년층을위한성교육프로그램및만남정보제공

상장례정보 장례절차, 장례시설, 장례예절정보제공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11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분 야 대 분 류 소 분 류 카테고리 링크수

공통
뉴스와미디어 방송, 신문, 잡지, …

117 1390
정부/정책 기관, 지자체, 법률서비스, …

장애인

단체 장애인단체/협회, 장애인관련기관, …

35 659

교육 특수학교, 재활교육, 정보화교육, 수화교육, …

생활 자동차, 주택, 성, 결혼, 장애용품, …

시설 놀이시설, 복지관, 생활시설, …

건강과의학 보조공학, 재활병원, 훈련기관, 자원봉사, …

문화/여가 여행, 레포츠, …

취업 전문자격사, 구인구직기관, …

노인

단체 노인단체/협회, 노인관련기관, …

30 551

교육 평생교육기관, 노인대학, 정보화교육, …

생활 장례, 제례, 성, 결혼, 노인용품, …

시설 요양원, 양로원, 복지관, …

건강과의학 노인병, 치매병원, 재활병원, 자원봉사, …

문화/여가 여행, 레포츠, …

취업 전문자격사, 구인구직기관,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 협력단체 사이트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이트 운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장애인·노인단체의 사이트 재정립과 동시에 정보화능력 함향

에 기여하 다. 특히, 부산시 노인정보센터 16개소, 부산시 사이버정보화교육사이트에 기개발된

노인전문 콘텐츠(노인건강콘텐츠, 노인정보화교육)를 무료로 보급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의 콘텐

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 으며 보급된 콘텐츠의 사용자 반응이 우수하여 업그레이드 및 신규 콘

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장애인·노인정보화교육장, 지방자치단체, 전국 특수학교, 기타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라. 추진체계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콘텐츠 개발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체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사업제안서 심사, 개발단체 선정 및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보

통신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역할을 하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세부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운 등 실무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노인단체는 컨소시엄 업

체와 함께 산재되어 있는 오프라인 자료를 온라인으로 DB화하여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 구축 역할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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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장애인·노인의정보격차해소관련정보제공서비스

<표 4-2-5> 장애인·노인의정보콘텐츠개발참여단체

분 야 내 용

법령/시책 정보격차해소에관한각종법령및시책, 시행계획등의자료제공서비스

연구보고자료 정보격차해소에관한각종연구논문, 보고서등의자료제공서비스

해외정보동향 해외각국의정보격차해소시책및보고서등의자료제공서비스

교육기관안내 국내의각종장애인·노인관련교육기관및단체안내

단 체 분 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법령/시책정보, 장애자가진단정보, 직업훈련정보, 자립생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편의시설정보,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장애인레포츠정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주택시설정보, 화/도서정보, 장애용품정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통시설정보, 재활교육정보, 학술자료정보

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수화정보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장애가족정보, 정신지체인정보

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정보, 인권상담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장애인보조기술정보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평생교육정보, 학술자료정보, 노인레포츠정보, 노인복지시설정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치매정보, 노년건강정보, 실버용품정보, 간병정보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마. 추진성과

도움나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단체의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 참여 단체의 정보화 능력 함양 토대를 마련하 으며 우수 콘텐츠 발굴

을 통해 장애인·노인관련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를 온라인화 시킴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이 스스로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는 장애인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정보접근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리를 부여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 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대시켰

다. 그리고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신규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정보화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공공및민간의콘텐츠보급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노인과 관련한 정보 콘텐츠는 시장성과 관련한 상품성이 타

콘텐츠에 비해 상당수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

정보사회로의 보편화와 전면화가 이루어지고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운 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과 관련한 콘텐츠는 방송, 쇼핑몰, 언론, 교육, 문학 등 그

성격의 다양성이 예전보다는 상당수 확보 되었다. 또한 운 주체 측면에서 볼 때도 민간기업이나

비 리 법인이 상당수 늘어났다. 2004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장애인·노인의 콘텐

츠 제공 사이트 주요 현황은 <표 4-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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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장애인·노인관련사이트조사자료

사이트명 주소 성격 구성내용 운 주체 운 주체구분 웹접근성
준수여부

희망방송HMN http://www.hmn.or.kr/ 방송 장애인, 사회소외계층을위한인터넷방송, 
라디오, 상, 날씨채널등수록 (사)로이사랑나눔회 비 리법인 △

Cozylife http://www.cozylife.co.kr/ 쇼핑몰 노인, 장애인복지용품전문매장 코지라이프 민간기업 △

KBS 3AM http://www.kbs.co.kr/
radio/3radio/main.html 언론 장애인및소외계층대상채널 KBS 공공기관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언론 장애인뉴스정보지 코지라이프 민간기업 △

복지와장애인 http://handicapp.net/ 장애인일반 장애인정보화, 강좌, 복지뉴스, 동 상 등장애인
들의정보공유및사회복지사정보제공 개인 △

프리겟 http://www.freeget.net/ 장애인일반 장애인복지통합창구, 정부시책, 온라인상담,
온라인교육등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비 리법인 △

장정21 http://www.jj21.org/ 장애인일반
장애 역별디렉토리, 장애인정책, 법률, 
등록제도, 복지시책, 장애인시설, 
올림픽자료수록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비 리법인 △

정보통신접근성
향상표준화포럼 http://www.iabf.or.kr/ 정보통신 장애인, 노인 정보통신제품,서비스개발, 

관련기사제공 IABF 사무국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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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기타장애인·노인정보콘텐츠제공웹사이트현황

사이트명 주소 성격 구성내용 운 주체 운 주체구분

장애없는
인터넷환경
만들기

http://web.icm.or.kr/ 정보통신 장애인, 노인의웹접근성향상캠페인소개, 참고
자료수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공공기관

사이버
교육연수원 http://edi.kepad.or.kr:8888/ 교육 장애인직업교육, 재활교육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공공기관

장애이해사이트 http://edu.kise.go.kr/ 교육 장애인에대한이해, 보조공학의이해등 국립특수교육원 공공기관

장애인정보화
교육관리시스템

http://www.edu4u.or.kr/
main/ 교육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관련장애인교육관리

시스템구축, 교육과정검색, 수강신청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비 리법인

장애인
디자인DB

http://www.designdb.com/
designdb/universal/ 디자인

치료훈련기, 위생도구, 이동기기등제품및주택,
대중교통, 주차장, 쇼핑센터등
시설관련디자인사례모음및
유니버셜디자인안내서등

한국디자인진흥원 민간기업

솟대문학 http://www.sosdae.net/ 문학 장애인문학지, 시, 수필, 동화, 소설 등
장르별작품, 구상문학관소개 솟대문학 민간기업

장애인선교
방송 http://www.hmbc.co.kr/ 방송 장애인선교비디오, 수화찬양교실, 

행사 현장중계등 장애인선교방송 민간기업

사랑의소리인
터넷방송 http://www.voc.or.kr/ 방송 장애인인터넷방송, 프로그램안내등 사랑의소리

인터넷방송 비 리법인

하사가상담넷 http://www.988-7373.net/ 상담 장애인상담, 장애 관련뉴스, 상담사례등수록 하사가장애인상담넷 민간기업

장애인전화 http://0420.or.kr/ 상담 장애인전화소개, 재활정보DB, 온라인상담 장애인전화 비 리법인

에이블몰 http://www.ablemall.co.kr/ 쇼핑몰 노인및장애인용품쇼핑몰로서휠체어, 
의료기기, 복지용품, 재활훈련기기등판매 코지라이프 민간기업

대세엠케어 http://www.daese.com/ 쇼핑몰 장애인, 노인을위한휠체어전문생산, 
재활용품판매 대세엠케어 민간기업

경기도
곰두리공판장 http://www.gom.or.kr/ 쇼핑몰 장애인직업재활및자립기반마련을

위한생산품판매
경기도

곰두리공판장 민간기업

메디타운 http://www.meditown.com/ 쇼핑몰 장애인, 노인 등을위한복지용품및
건강용품판매 메디타운 민간기업

스포츠나인 http://www.sportsnine.com/ 스포츠 장애인스포츠포털 포사이버 민간기업

위드뉴스 http://www.withnews.com/ 언론 장애인인터넷신문, 인권사회, 교육문화, 
의료재활등기사제공. 위드뉴스 민간기업

오픈웰 http://www.openwel.com/ 언론 장애인신문, 사회복지,노인, 복지정보뉴스제공 오픈웰 민간기업

점자도서관 http://www.sori.or.kr/ 온라인
도서관

점자녹음도서대출, 소리도서관운 , 
자원봉사자모집, 흰지팡이점자판보급

한국시각장애인복지
재단 비 리법인

새생명인
공신장실 http://www.newlifegm.or.kr/ 의료정보 인공신장실, 야간 혈액투석,만성신부전증, 

식이요법, 신장병등신장정보제공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비 리법인

사랑의의료봉사 http://www.kmib.co.kr/
loveclinic/love_clinic.html 의료정보 세주민,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노약자, 

노숙자 의료봉사활동소개 국민일보 민간기업

장애인치과진료
구강보건 http://www.dentalfriend.or.kr/ 의료정보 장애인을위한치과진료기관지역별정리, 

상담실, 자료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 리법인

데코 http://www.uk-ortho.co.kr/ 의료정보 의수, 의족, 재활기구소개및체험기, 경험담소개 개인

코리넷 http://www.korre.net/ 장애인일반 상담실, 게시판, 복지 자료실, 대화방, 동호회 경기도장애인 재활협회

사랑과사람 http://www.lovenpeople.com/ 장애인일반 생활정보검색, 복지기관검색, 자원봉사정보, 커뮤
니티 사랑과사람



4. 향후계획

장애인·노인 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관련 콘텐츠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매우 커졌다. 

이런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신체장애상의 구애를 받지않고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그림·동

상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사용성을 향상시켜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의 기회를 넓혀 차별 없는

정보접근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리더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콘텐츠

를 제작해야 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이 어렵거나 언어장애로 인한 콘텐츠 내용의 이해 곤

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동 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웹접근성 강화를 추진해

야 한다. 그리고, 최근 추가된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 발달, 간질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장애인 자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수용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 보급과 무선 인터넷 증가

등의 변화추세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

무선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모바일 콘텐

츠 제공은 정보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방식으로의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정보접근의

기회를 높여 생산적 정보활용과 정보생활 촉진의 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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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기타장애인·노인정보콘텐츠제공웹사이트현황

사이트명 주소 성격 구성내용 운 주체 운 주체구분

하니메이트 http://mate.hani.co.kr/ 장애인일반 장애인관련이벤트, 사진 컨테스트, 
희망의배너릴레이등행사소개 인터넷한겨례 민간기업

우리넷 www.woorinet.or.kr/
start.htm 장애인일반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페이지로서
지역장애인재활정보제공, 관련기관소개,
취업생활정보, 장애우정보화교육,
기타 파견활동안내

충북장애인
재활협회 비 리법인

프리레이버 www.freelabor.or.kr/ 직업정보 장애인고용정보네트워크,구인구직, 
취업정보안내

(사)장애인직업
안정연구원 비 리법인

오뚜기 www.ottogi.org/ 직업정보 간병인, 아이돌보기, 가사, 산모도우미등
구인구직장애인재활운동소개 오뚜기 비 리법인

엘피지카닷컴 www.lpgcar.com/ 차량정보 장애인자동차개조, 차량구입, 혜택 등 코지라이프 민간기업

장애인차마을 www.lpgcar.co.kr/ 차량정보 장애인자동차매매사이트 장애인차마을 민간기업

강병주의
장애인차량
매매정보

www.plpg.co.kr/ 차량정보 장애인, 국가유공자용면세 LPG중고차매매, 개
조, 차량관리정보 PLPG 민간기업

올포원 www.elpg.co.kr/ 차량정보 장애인 LPG 차량 전문매매,장애인차량구입및등
록대행안내 ㈜올포원자동차 민간기업



제2절농·임업인을위한정보시스템과콘텐츠

1. 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에 있어서도 농업정보에 대

한 농업인의 수요증가와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새로운 농업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

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농업인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농업정보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농업

인들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으로서의 농업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밖으로는 무한경쟁의 속성을 지닌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과 경쟁

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라든지, 선진 농가정보, 정확하고 신속한 농산물

가격 및 시황정보가 필요하며, 안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보다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지역단위

농정시책 수립 및 농활동에 필요한 지역 고유정보의 수집, 축적 및 교환이 시급하다. 게다가 농

촌 생활여건이 도시지역과 점차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교육, 문화,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환경 속에서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 농촌 생활여건의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농업정보를 기초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농업관련자간의 의사소통

이 필요한데 이의 지원책으로 농업정보에 관련된 콘텐츠의 강화가 필요하다.

2. 농림정보시스템현황

농림정보는 전담기관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수

산물 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농업관련기관·단체에서 각각의 고유업무에 따라 정보를

자체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주로 제공되는 정보는 농림생산기술·연구정보, 농림자원관리정보, 농림산물가격·유통·무

역정보 등이며, 최근 들어 농림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제고 차원에서 농림정보시스템간에 연계·

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농림수산정보망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있는 농업정보 중 실질적으로 농에 필요

한정보를취합·가공하여제공하는포털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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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부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PC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00년에는

인터넷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품목종합정보, 농업뉴스, 생활·문화·교육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망은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동 상으로 확대하고, 품목 중심의 사이트 개편, 농업인

성공사례 등 앞서가는 농업인 소개코너 운 , 우수 동호회 지원 등으로 잠재고객과 휴면회원의 활동

재개 등으로 일 평균 접속건수가 2002년 52천건에서 2003년 176천건으로 약 240%의 증가율을 보이

는 등 방문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업정보화를 위한 선도적인 사이

트임에도불구하고이용자의 다양한정보요구에대응하는실질적인콘텐츠 제공이미흡한 편이다.

2004년에는 수확 후 기술, 수출입, 기상 등 농업콘텐츠를 추가하고 (주)대교를 통해 유아, 초등

학생용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 동호회를 집중육성하고 동 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림생산기술·정보시스템

농업진흥청 등에서는 개발·연구한 농업생산기술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농업인·학교 등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등으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질의를 받으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하

는 원격 농상담을 운 하고 있다.

현재 운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으로는 농업진흥청의 원격 농상담시스템, 농업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시스템, 농업기계자동화정보시스템, 원예작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작물연구정보서

비스시스템 등이 있다.

다. 농림자원관리정보시스템

농업진흥청,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등은 종자, 농지, 농촌용수, 토양 등 주요 농림자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농업인 등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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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주요농업정보시스템구축현황

기 관 명 구 분 내 용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농촌종합정보망
유통종합정보제공
정보화교육시스템

농업전문포털, 품목종합정보
인터넷방송, 출하지원시스템
교육관리, 원격교육등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경 정보 농업기술, 재배, 경 지원, 병해충, 기상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DB 품질관리, 재배현황등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유통정보 통상, 무역, 가격DB 등

농협 금융, 유통정보 금융, 가격, 농촌관광DB 등

농업기반공사 농지, 용수관련 농지지리, 정보, 용수관리시스템

산림청 산림기술정보 산림, 병해충, 임업통계D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관측정보 농업연구자료, 농업 관측정보등

지자체(지역별농업기술원) 지역농업정보 해당지역농업관련정보등



보는 해당기관의 고유업무에 관계되는 중요 정보로 많은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되거나 농림정책

사업의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국립종자관리소의 종자관리시스템, 농진청의 가축개량정보시스템, 농업환

경 정보(토양, 곤충)DB화, 농업생명공학정보관리시스템,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 농업기반공사

의 농지정보화(농지원부 전산화, 농촌지형 정보체계, 농지종합정보화),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 산

림청의 국가생물종지식정보화 등이 있다.

라. 농림산물가격·유통정보화

농산물시장의 특성을 극복할 농림산물 가격유통 정보화는 다수의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필요

한 시장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지원하고,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유

통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하지원시스템(www.chulha.net)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출하시 최적의 시기 및 시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1999년부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 해

오고 있다.

농산물 가격등락이 심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중 44개 품

목에 대한 가격정보, 시황 및 전망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으로도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다양화 하 다.

2004년에는 23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황 및 전망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련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출하정보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비교적

등락폭이 큰 26개 품목(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생산단계부터 출하시까

지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관측사업을 지난 1999년부터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통해 시작해 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1∼2개월 후의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는

단기관측과, 국내외 거시경제와 농업경제 동향, 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등을 발표하는 중·장기

관측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측사업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정확한 양질의 관측결과를 생산해 내느냐에 달려

있는데 반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측내용은 주로 생산정보와 국내정보에 치중되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나 유통정보, 해외정보에 대한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관

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표본농가의 선정에서부터 다양한 관측내

용의 조사 및 해외정보 확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관측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조사장비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4년에는 지난 1999년에 선정된 표본농가의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서 품목 주산지의 변동이

나 품목 분화, 표본농가 노령화 등에 의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표본 재설계

를 통한 표본농가 교체를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동향 및 의향을 조사하기 위한 대도시

272 제2장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보급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소비자 패널을 구축 중에 있으며, 산지 농산물의 재배동향이나 작황

및 출하 동향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자료송신을 할 수 있도록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산지 모니

터에게 지급하는 등 산지정보 수집체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에 향을

미치는 중국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에 해외모니터를 배치하여 농산물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임산물 생산량, 임산물 가격(단기소득임산물, 목재, 합판

등) 임업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에서도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 농림산물무역정보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른 교역량의 증대와 수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정보의 수집과 신속

정확한 무역행정처리 및 잔류농약, 가축발병 등에 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산물 무

역정보가 본격화 되었다.

우선 수출을 위한 각종 무역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국의 수출입 정책과 생산 및 무역동향, 각국의 수출입제도, 관세율, 수출사례

등의 무역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거래 알선 및 상담도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신속

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와 농산물무역거래알선시스템(www.agrotrade.net)이 있다.

한편 교역량이 증대되면서 농산물의 품질에 관한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검

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동물과 식물에 관한 검역체계를 시스템화하 다.

이는 우선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와 관세청간에 검역자료교환시스템(EDI)을 구축하여 신속

한 검역과 서류 없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하 고, 각 본소와 지소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각종 자

료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역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업자에게

검역증 발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검역실적을 비롯 각국의 검역제도, 질병, 병해충 등에 관

한 검역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

출입농축산물검역·검사시스템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식물검역·검사시스템 등이 있다.

바. 기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정부지원 농·임업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모아놓은 팜모아

(www.farmmoa.com), 아피스닷컴(www.a-peace.com)과 푸르미(www.puruemi.com) 사이트

를 구축·운 하면서 품목별·농가별·지역별로 농·임업인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해당 농가 등의 농·임산물 전자상거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관련 정보시스템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축산물품질관리시스템, 산

림청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산림통합정보, 산림휴양정보, 산림항공운용정보,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의 가축질병방제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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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어업인을위한정보시스템과콘텐츠

1. 개요

정보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나 이를 실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콘텐츠의 확보도 중요하다.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

인 방법으로 교육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업의 경우 그 특성상 교육기관의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방법만으로는 이들을 정보화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어업인 대부분 일정한 교육 시간

을 내기가 어렵고 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기관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 등에 소모되는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하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는 농업보다 환경이 열악하며 이들은 연중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기상의 급격한 변화와 거주지가 대부분 섬이나 바닷가 근처이므로 교육의 기회

도 적은 편이다. 즉 도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이 잘되어 있고 각종 콘텐츠와

교육의 기회를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 받고 있으나 어민들은 주로 지리적으로 도시권에 속하지 못

하는 생활권을 갖고 있어 점점 정보화 시대로 대변되는 현 시대의 소외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어업인의 정보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과 더불어 적절한 콘텐츠의 보급과 이

들을 위한 사이버공간이 적절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통한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어민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유통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해 인터넷의 생산적 활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분

야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신유통 채널과의 보조를 맞추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보다 내실있

는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바다로21」시스템

수산물 생산기반인 어촌은 연안, 도서,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여건에

있으며 해상조업과 같은 수산업의 특성상 정보화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커서 교육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경 지도와 병행

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해야 하며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업인들

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인지

하고 2000년부터 신기술에 의한 생산기법 도입 및 어가 경 합리화를 위한 SW 개발·보급으로

수산업의 부가가치 산업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바다로 21’이라는

전문 수산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다. 바다로 21은 어업과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

으며,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바다로 21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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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바다로21’시스템구성도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그림 4-2-2> 어업인원격 상교육시스템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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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덕해양수산사무소



바다로 21은 어업인 신지식 공유시스템의 콘텐츠 부분을 담당하는 수산정보 공유시스템의 코

어(core)에 해당하며 다른 중요한 부분은 화상회의에 기초하여 어업인들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

는 원격 상교육시스템이다. <그림 4-2-2>은 원격 상교육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을 나타내고 있

다. 즉, 어업인들은 원격교육을 인근의 원격교육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콘텐츠를 바다로 21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유 콘텐츠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 중에서도 어업인들에

게 필요한 각종 정보가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은 바다로 21이다. 바다로 21에는 각종 동호회

를 비롯한 수산기술 방송, 한일 한 무료 번역서비스, 직거래 장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인터넷에서 유용한 해양 수산 관련 사이트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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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바다로21’서비스내용

<표 4-2-10> ‘바다로21’운 실적

구 분 서비스 내용

홈페이지 새소식, 수산기술정보, 교육상담안내, 공지사항, 해양수산주요홈페이지 100선 연결등

동호회 품종별, 업종별정보교환, 대화방 등

사이버강의 수산기술, 법령, 주요 시책, 유통가공등멀티미디어강의

쇼핑몰 생산자어업인직거래장터, 입점안내등

알기쉬운수산업법 수산관련법령, 판례, 질의응답사례용어사전등

양식출하시스템 가격동향, 현지생산동향, 양식박사, 게시판등

홈페이지마법사 초급, 중급자용홈페이지작성마법사, 수정 등

수산프로그램 푸른바다2000, 셈돌이, 양식박사

번역서비스 어·일어로된자료를한국어로번역등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주요서비스 접속건수 회원가입 동호회 원격강의 양식출하시스템 기술방송 프로그램(SW3종)

활용실적 349,591건 5,896명 2,035건 145과목 내려받기 803회 자료제공 204건 내려받기 9,366회

부가서비스 자료실 벼룩시장 어촌계 유통업체 기상정보 수산기술

활용실적 게시물151건 정보검색452건 1,920개 476업체 4개분야 9개분야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4. 6

<표 4-2-11> 해양수산관련사이트

홈페이지 이름 홈페이지 주소 주 요 내 용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해양수산부공식홈페이지, 민원처리, 부서소개와보도자료, 
주요정책소개, 수산물교역동향과별법, 주부요리교실등

국립수산과학원 www.nfrdi.re.kr 수산동식물정보, 어항자료, 해양관측자료, 논문검색, 어업자원, 중양식,
해양환경, 위생가공, 어구어법등최신수산기술연구자료제공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www.nipqis.go.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소개및수산물검사내역, 
위생관리원산지표시제도수산물안정성조사안내.

해양경찰청 www.nmpa.go.kr 해양경찰주요활동, 해난사고, 오염사고정보, 여객선운항정보등



3. 수산업용소프트웨어소개

수산업용 정보화 콘텐츠 중에서 무료로 어업인들이 바다로 21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한 소프

트웨어로‘양식박사’, ‘셈돌이’, ‘푸른바다’가 있다. 각기 수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발 되

었으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양식박사’는 양식장을 경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맞추어 개발되었으나 내수면이나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양식박사에는 양식장 경

에 필수적인 수조관리와 치어관리, 사료관리, 직원들의 급여관리 등이 제공되며 매일 매일 관리일

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모든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하다. 저장된 데이터는 그래프와 리포트 형태로

다양하게 출력되고, 컴퓨터활용 능력이 우수하지 못한 어업인들을 위하여 명령수행 절차들은 가급

적 아이콘화 하여 원클릭 개념을 도입하 으며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약간

의 교육을 통하여스스로 프로그램을관리하는것이 가능하도록구성했다. 

‘푸른바다 2000’은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활동 및 가계운 의 종합적인 정보처리 도구로

서 어활동, 가계활동, 수산관련 업무 등의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여 풍부한 수산관련업법

및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명령수행 절차들은 가급적 아이콘화 하여 원클릭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

그램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 운 토록 하 으며,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

여 일상적인 자료를 통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셈돌이’회계세무 소프트웨어는 선도어가, 어 조합법인, 어업인 후계자, 전문 어업경 인을

대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회계 세무의 처리 도구로 전표작성, 회계장부, 자금현황, 보조장부, 결산

등의 회계처리를 전표입력만을 통하여 쉽게 결산까지 갈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특히 복식장부로

기재하는 회계의 업무처리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3전표 제도(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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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해양수산관련사이트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홈페이지 이름 홈페이지 주소 주 요 내 용

한국수산경 인중앙연합회 www.hsy.or.kr 수산경 인중앙연합회공식홈페이지, 한수연소개, 한수연소식, 
자료실, 회원소리, 벼룩시장

바다로 21 www.badaro21.net 어업인전용홈페이지, 품종별동호회, 최신기술정보동 상기술교육, 
번역시스템, 어촌계소개, 지방청해양수산사무소링크

어업생산통계자료 http://fs.fips.go.kr 어업별 종류별, 업종별, 행정구역별수신통계자료제공

실시간조석정보 www.nori.go.kr 국립해양조사원이제공하는실시간조석정보

이달의수산물과어촌 www.nfpqis.go.kr 매월 제철에맞는수산물소개, 아름다운어촌

해양수산지식정보서비스 www.ocean.go.kr 해양식물, 어업지원, 위생가공, 수산경제, 디렉토리서비스

해기사시험관련전문포털사이트 www.marineschool.co.kr 항해사 6급 및소형선박시험안내, 선박관력서류안내등



제4절여성을위한정보시스템과콘텐츠

1. 개요

21세기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21세기를 여성(female), 가상(fiction), 감성(feeling)의 3F의

세기로 보는 규정은 여성들에게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주고 있다. ‘감성’과‘여성’의 세기라는 측

면은 관계맺기, 배려하기 등 감성적 코드에 익숙해져 있는 여성들에게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문

화적 코드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의 특성을 가상공간에서 발휘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보와 지식을 이용한 부가가치 생

성, 편리한 정보생활 향유, 새로운 여가 및 문화 즐기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쌍방향적 참가 등 지

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주류화를 이루고 가상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지식이 요청됨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21세기

초기에 가졌던 낙관적인 전망이 점차 비관적인 결과로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낙관적인 전망

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사회·경제·문화적인 관심과 참

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의 여성을 위한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필

요한 콘텐츠 분야를 파악해 보기 위해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 주 목적을 살펴보며, 현재 제공되는

여성을 위한 사이트 분석을 통해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2. 콘텐츠현황

여성을 위한 콘텐츠는 첫째, 상업적인 목적의 여성 전용 포털사이트, 둘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식, 권익증진을 위해 사이버상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하는 정부와 여성단체 혹은 여성단

체의 연합으로 운 되는 비 리 사이트, 셋째 정부나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주부 등 특정 집단이 중

심이 되어, 그들의 문제를 여성 의식적 관점에서 고민하며 운 하는 리, 비 리의 여성 관련 사

이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성 콘텐츠의 현주소를 보기 위해, 여성부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2002년부터 운 해 온 위민넷, 여성단체가 온라인상에서 운용하는 100여개 홈페이지 중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20여개의 사이트, 여성전용포털 사이트 10개, 언니네 등 여성의식과 일상적인 여

성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비 리사이트 10여개를 중심으로 동향과 특성을 보기로 한다.

가. 여성부운 공공포털사이트‘위민넷’

위민넷(www.women-net.net)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반면, 여성들이 정보를 나누고 교

류할 만한 네트워크가 없다는 점에 착안, 여성부가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

해 2002년 개설한 여성공공 사이트이다. 현재(2004년 9월 21일) 방문객이 134만명을 넘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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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다. 2004년에 개편을 단행하여 양성평등교육과 여성관련 정보를 보강했으며, 회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도 넓혔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과‘여성

행복찾기’, ‘육아’, ‘경제’, ‘노동’, ‘커리어 개발’등 5개 분야의 생생칼럼과 카툰 등 다양한 읽

을거리도 보강해 네티즌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위민넷에서는 사이버멘토링, 상담실, 온라인교육, 취업상담, 뉴스정보, 지킴이 등 실생활에 필

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차별화되고 이용률이 높은 부문은 사이버 멘토링

과 상담실 운 이다

첫째,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콘텐츠로 사이버멘토링을 들 수 있다. 멘토링은 여성들의 사

회진출 및 경력개발에 선배 직장인들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 점에 착안, 멘토(조언자)와 멘티(피

조언자)가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실제 만남의 날도 가지는 등 인생상담으로 연결되는

풍성한 인간교류의 장으로 멘토·멘티 가입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멘토링 서비스는 2002년

20개 분야의 105 쌍의 멘토링 커플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총 70여개 분야 200쌍의 멘토링 커플

이 활동했으며, 2004년에는 경 /금융/무역/교육/법률/의료/ 문화/광고/방송/마케팅/IT / 로벌/

창업 등의 전문 분야에 400쌍의 멘토, 멘티 매칭이 완료되었다. 현재 위민넷에서 사이버멘토링의

멘토는 여성사업가, 교수, 기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오지여행가 한비야, 이재순 국군간호사

관학교장 등도 활동하고 있으며(윤철호, 강원일보, 2004년 9월) 여성멘티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전

문정보와 지식 뿐아니라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 등 차별성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성

공적인 사이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1:1 멘토링, 1:N그룹 멘토링, N:N오픈 멘토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멘토링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멘토, 멘티 자매결연식과 커리어 전문교육,

베스트 멘토링 시상식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여성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둘째, 다음으로 활성화된 상담서비스를 들 수 있다. 여성관련 법률, 자녀교육, 의학, 직업, 가정

법률에 관해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어 게시판 활용도가 높으며, 이용객수도 상당하다.

나. 여성단체의주요사이트

보건복지부‘여성단체명부’에는 전국의 652개의 크고 작은 여성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 중 상당수가 온라인에서의 활동 필요성을 느껴, 자체사업 혹은 정부지원을 받아 홈페이지 등

을 개설하여 사이버상에서의 여성운동 및 회원간 친목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그 중 방문객 수가

279제4절 여성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제
4
편

<표 4-2-12> ‘위민넷’에서제공되는서비스종류

서비스명 내 용

사이버멘토링 2002년 20개 분야 105쌍, 2003년 70개 분야 200쌍, 2004년 80개 분야 400쌍

온라인상담실 실시간상담이용자(362)
전문가상담법률(181), 자녀교육(724), 여성의학(1429), 직업상담(797), 가정법률(2084) 

온라인교육 컴퓨터/ 인터넷, 어강좌, 취업/추천강좌, 워킹우먼길잡이, 양성평등교육, 자녀교육

취업, 창업 생활채용정보, 아르바이트, 일반채용정보, 취업정보, 취업자료실, 창업성공스토리, 
창업성공마케팅, 창업성공마케팅

뉴스정보 여성뉴스, 칼럼&자료, 여성생활정보

지킴이 환경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이버지킴이

※자료 : www.women-net.net, 2004. 9. 20



많고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사이트는 20여개 정도로 이를 통해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사이트 수는 여성단체의 수에 비해 볼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

는 단지 여성단체가 정보사회를 맞아 사이버상에서의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기보다는 세성을 면치 못하는 여성단체가 가진 본래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단체들은 일반적인 여성관련 사이트가 여성들의 관심사를 건강, 육아, 미용, 패션 등

으로 한정하거나 유도하는 반면, 여성문제나 여성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여성의 의식화, 정치

세력화, 경제세력화에 일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노력

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셋째,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운 하는 사이트는 인력, 재정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재미있게

보다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이벤트나 홍보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넷째, 인터넷은 지식이나 정보가 투명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또 시민들 역시 빠르게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됨으로서 여성들의 여론형성도 중요해 지고 있다. 총선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친숙하게 찾아와, 여성관점을 가지고 참여하고 놀다갈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표 4-2-14>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단체의 사이트들은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홍보

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에 단체의 특성이 잘 반 되어 있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홍보성은 미흡하여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기사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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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여성단체의주요사이트명과특성

단체명 URL 주내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iwomen.or.kr 여성관련뉴스, 성명서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각종 성명서, 호주제폐지

대한 YWCA연합회 www.ywca.or.kr 전반적인 YWCA 사업소개, 세계평화, 여성연대자료

전국주부교실연합회 www.nche.or.kr 소비자관련활동, 소비자상담

전국여성노동조합 kwunion.jinbo.net 여성의 경제적지위개선운동, 비정규직사례집, 상담게시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www.hotline.or.kr 성폭력, 성학대, 성매매관련자료, 지역여성의정치의식향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www.kwfa.net 농업정책관련성명서, 활동소식

한국여성중앙회 www.jw21.org 여성복지증진, 인력개발, 교육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여성노동센터, 미디어운동본부,가족성상담소, 여성환경센터, 생협, 
즐거운게시판문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www.womenvoters.or.kr 여성정치인DB, 여성유권자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성폭력 필수정보,유형별성폭력

한국여성상담센터 www.iffermnist.or.kr 가해자상담안내,지침서/자료집

한국여성정치연구소 www.feminet.or.kr 선거의 여성참여현황, 여성의정치적지위향상

한국여성노동조합 www.womencourt.or.kr 여성노조뉴스, 여성인권보호

한국여성정치연맹 www.womenrights.or.kr 여성의 정치적지위개선, 여성의정치세력화, 여성관련정책

한국소비자연맹 www.consumersunion.or.kr 소비자상담, 소비자정보

김포여성민우회 kpwomen.org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실, 인권

한국여성재단 www.womenfund.or.kr 건강한 기부문화, 기부금관리

서울여성의전화연합 hotline.jinbo.net 핫라인상담실, 인권, 이혼상담

성남 YWCA synwca.or.kr 정치적 지위개선, 경제력강화

※자료 : 해당 홈페이지 검색결과, 2004. 9. 20일 현재



다. 비 리여성관련주요사이트

다양한 주체에 의한 즉 주부, 여성문화동호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단체, 단체들의 연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를, 일상의 눈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들로서 제공

되는 서비스 및 특징은 <표 4-2-15>와 같다. 

첫째, ‘달나라 딸세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후 만들어졌으며, 여성단체들의 사이트들

이 운동지향적, 이념지향적 색채가 강한데 비해‘호주제 철폐’등 일상적인 이슈 중심이며 실천운

동 전개에 관심이 많아, 회원들의 거부감 없는 자연스런 참여가 활발하다.

둘째, 일반 보통 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백화점식이라기 보다는 특정 주제나 이슈 중심으

로 구성된다.

셋째, 여성들에게 문화적으로 보다 친 성 있게 문화적인 색채를 가지고 다가 간다.

넷째, 여성단체나 정부에 의한 사이트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구성이 강하며, 중심 주제와

주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언니네’는 심마니 등에서‘베스트 사이트’상

을 수상할 정도로 차별화된 풍부한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살류주’는 2003년 9월 현재 가입 회원수가 3만5천명에 달하며, 2004년 9월 현재 방문

자수가 93만여명으로 백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활발한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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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4> 여성단체의주요사이트운 현황

단체명 자료실
신뢰성

단체특성
반 도

컨텐츠
독창성 홍보성 제공되는 정보 형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ｏ ｏ ｏ - 단체제공자료, 사진자료등

한국여성단체연합 ｏ ｏ ｏ - 혼합(기사, 모니터, 보고서등)

대한 YWCA연합회 ｏ ｏ ｏ new 선언문, 상담원교육, 포럼자료등

전국주부교실연합회 ｏ ｏ ｏ news 월간지, 상담관련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 ｏ ｏ ｏ news 사례안내, 지부소식, 외국노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ｏ ｏ ｏ news 성명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ｏ ｏ ｏ -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슬라이드

한국여성중앙회 - ｏ ｏ - 기사, 칼럼, 그림해석등

한국여성민우회 ｏ ｏ ｏ - 판결문, 기자회견문, 성명서, 모니터, 보고서, 프로그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ｏ ｏ ｏ - 세미나, 모니터링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ｏ ｏ ｏ news 단체제공자료

한국여성상담센터 - ｏ ｏ palm up 상담, 프로그램안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ｏ ｏ ｏ - 칼럼

한국여성노동조합 ｏ ｏ ｏ - 법률자료, 성명서, 교육자료등

한국여성정치연맹 ｏ ｏ ｏ - 소비자관련법률, 뉴스 등

한국소비자연맹 ｏ ｏ ｏ news 상담사례

김포여성민우회 ｏ ｏ ｏ - 기부캠페인, 기사

한국여성재단 - ｏ ｏ news 통계자료, 소식지

서울여성의전화연합 ｏ ｏ ｏ - 사진자료

성남 YWCA - ｏ ｏ - -

※자료: <여성단체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연구> 한정자외, 2002



라. 여성포털사이트

2000년 이후 여성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www.easytown.co.kr에서 제공)하면서 이들을 위한

여성전용 포털이 생겨 검색창에서‘여성포털’이라고 치면 10여개가 소개된다. 2004년 9월 21일

현재 여성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www.easytown.co.kr에서 제공), 사이트 명, 제공하는 주요 정

보는 <표 4-2-16>과 같다. 이 외에 여성포털로는 건강을 다루는 닥터우먼(www.drwomen.co.kr),

문화와 여성인생상담 코너운 이 매우 활발한 이매진(www.imagine.or.kr), 소호몰, 창업아이디

어와 경 정보를 제공하는 카우걸(www.cowgirl.co.kr)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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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5> 주요여성관련사이트명과특성

사이트개설 단체명 URL 주내용

2002년 여자만세 www.womenv.net 부천지역 9개 여성단체연합사이트운 , 여성권익보호, 복지증진, 
삶의 질향상

2000년 호주제폐지운동본부 no-hoju.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운 , 호주제폐지운동

2000년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 www.tal-hoju.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운 , 호주제폐지,
폐지서명참여자명단/서명참여자주장

2000년 호주제폐지를위한
시민연대 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서명운동, 호주제피해사례

2003년 여성마당 www. womenplaza.or.kr 사이버 폭력추방네트워크, 참세상여성마당, 여성이용자길라잡이

2000년 살류주 www.saliuju.pe.kr 여성주의문학도들이서울중심, 남성중심의문학지형도를
바꾸기위한문화동인

2002년 또 하나의문화 www.tomoon.org 남녀평등적삶의양식을담은대안적문화만들기및실천을위한동인모임

2000년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2주 간격으로발행하는여성신문전체기사수록

2000년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www.jubu21.or.kr 주부들의새로운문화모색, 주제별토론방
(친정어머니와의관계, 남성들의회식문화, 사교육 열풍)

2000년 우리 www.woori.or.kr 경기도에서운 하는여성웹진, 열려라여자여성통계, 여성정책, 뉴스, 기사

1998년 달나라딸세포 dalara.jinbo.net 딸사랑 사이트, 딸들의눈으로보는세상이야기, 여성에대한고정관념, 
주제별칼럼

2000년 언니네 www.unninet.co.kr 동호회를통한커뮤니티서비스제공, 성차별개선운동,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지위개선운동

※자료: 해당 홈페이지 검색

<표 4-2-16> 여성포털사이트의검색순위

순위 사이트명 URL 제공 정보

1 아줌마닷컴 www.azoomma.com 여성정보, 아줌마아지트, 개인비서, 사이버작가, 대화방, 공동구매

2 마이클럽 www.miclub.com 여자인터넷, 여성관련각종정보와커뮤니티, 홈페이지만들기

3 주부닷컴 www.zubu.com 주부를위한무료이메일, 쇼핑, 컴퓨터교육, 주부카드, 주부클럽

4 미즈방 www.mizbang.co.kr 주부를 위한추천정보, 사이버스쿨, 뷰티, 다이어트, 레저

5 쉬즈홈 www.sheshome.co.kr 여성정보전문포털사이트, 미용, 결혼, 의료, 섹스, 요리

6 우먼라인 www.womenline.com 주부대상사이트, 베스트라이프, 눈높이를맞추자

7 이브클럽 www.eveclub.com 여성전문패션몰사이트

8 아이지아 www.izia.com 20대 여성포털사이트, 여성뉴스, 창업, 취업정보

9 여자와닷컴 www.yeozawa.com 맞춤형여성전문포털사이트,가계부, 동호회

10 톡투미 www.talk2me.co.kr 여성 운 진이여성회원을대상으로꾸미는쌍방향의커뮤니케이션

※순위: www.easytown.co.kr에서 검색, 2004. 9. 20 현재 검색순위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와 주부층, 그중

에서도 주부층을 겨냥하여 구성·운 되고 있다 둘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의 관심

사를 건강, 육아, 패션, 미용, 건강 등에 한정시키거나 잡지를 온라인으로 옮겨 온 듯한 내용이 많

다.  셋째, 포털사이트 중‘아줌마닷컴’은 상업성을 가지면서도 여성 이슈에 대한 긴장성을 유지

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인기있는 사이트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아줌마닷컴’은 여성부 등 여성계

에서 전개중인‘5대 생활실천문화’중‘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만들기’의 선두주자로 2004년 명절

을 위한 재미있는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넷째, 다이어트, 미용, 패션 등 쇼핑몰이 많지만, 여성

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반 하여, 기혼여성의 자 업 비율이 높고 희망률도 높은 점을 감안, 소호몰

창업 및 경 에 대한 정보와 지료를 제시해주는 사이트가 많다. 특히‘카우걸’과‘아이지아’는 소호

몰, 창업아이디어와 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여성 포털사이트의 인기도 순위에서 보듯,

여성 이슈를 건강하게 제기하면서 상업성도 추구하는 콘텐츠를 지향할 때 보다 성공적인 사이트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여성을위한콘텐츠의성과와향후과제

정통부의‘주부 200만 인터넷 교육’과‘노인 인터넷 교육’은 여성 인터넷 인구 증가에 획기적

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주부들의 인터넷 이용은 많은 여성 포털사이트와 여성 관련 사이트를 낳

게 했다. 여성단체들도 사이버공간의 위력을 알게 되어, 여성운동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이념을 일상생활로 풀어내는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리 사이트는 지

나친 상업주의에 매몰되기보다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콘텐츠를 제

공할 때, 보다 생명력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성단체는 정보화시대에 마지못해 구색으로 홈페이지를 갖춘 수준을 벗어나, 확장된 운

동공간을 가졌다는 마인드로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운용기술과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총선 등에서 보듯이

여성들이 무관심 하기 쉬운 정치적 역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역에 대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시민정치 부문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요청된다.

셋째, 여성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소비자 수준을 극복하고 보다 주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의 문화강좌들이 여성을 문화 소비자로 보는 관

점에서 탈피해 문화생산자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넷째, 인터넷의 콘텐츠가 20대 직장인, 30-40대 주부 중심이어서, 50대 이상이나 여성노인들의

이용이나 접근에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과 가장 거리가 멀어 여성내부에서 격차가 가

장 심한 여성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관심사를 반 한 주제 즉 건강, 의학, 의료

중심의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이 요청된다

다섯째, 화 등 문화산업에 여성 진출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비율적으로 낮으며, 하

위직군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부문에서 여성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IT 교육 강화 등 전문

인력양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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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생활촉진활동

1. 개요

문화라는 단어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도 드물다. 정보문화, 상문화, 동양문화 등 쉴새 없

이 문화가 포함된 용어들이 일상 생활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내용 중에서 문화의 개

념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의 것이다.

그는“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습득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관습, 법 그밖의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체”라고 하 다. 결국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파생된 정보문화는 정보화를

통해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공유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의 적응 능력 제고 및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정보활용의 고

도화, IT 분야의 인적 저변 확대를 위한 IT 재 발굴·육성, 정보화 역기능 제거 및 정보격차 해소

에 기여하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를 포함

한 민간분야에서도 일반국민의 정보 생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진

정한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상을 수립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선진국민에 걸맞는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건전정보문화확산

정부는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정보활용 고도

화를 위해 1988년부터 매년 6월을‘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기념식 및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해 왔다. 정보문화의 달이 6월로 정해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된 것이 6월

이었고 유선전화가 자동화된 것도 6월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정보문화의 달’은 그동안 매년 70여개에 달하는 정보화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해마다 1백만명에 가까운 일반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제

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 다. 특히 올해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u-Korea :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90여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의 주요 행사는 예년과 달리 주간별로 지금의 정보화 시대를 특징짓는 주제를 하나씩 정해

운 되었다. 우선 디지털문화주간(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에는 국민들이 디지털 세계를 체험하

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먼저 유비쿼터스-코리아 비전 제시 및 디지털 강국

실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대통령을 모시고 정보통신부에서 U-Korea추진

전략 보고회가 열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풍요로운 디지털 참여복지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하기 위해‘제1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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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이어 COEX 대서양관에서는‘2004 정

보통신 보조기기 전시회’가 열려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기기와 SW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 장애인 정보활용 경진대회’도 함께 열려 장애인들의 축제

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건전 정보이용 주간(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에는‘e-Clean Korea’개막 선포식이 6월 5일 롯

데월드에서 열렸다. 또한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스팸, 도박, 성폭력 등 유해정보에 대한‘불

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가 열렸다.

세 번째 주간인 정보보호 주간(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에는 정보보호 주간 선포식이 6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려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제정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해소 주간(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에는 전국 8개 체신청을 중심으로

5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2004 어르신 정보활용대회’가 열리는 등 정보화를 통해 사

회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6월 한달동안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20여개의 정보화 관련 경진대회가 전

국 각지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디지털 상문화 콘텐츠 공모

전, 디지털 상제 등 디지털을 소재로 한 대회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가사회 정보화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정보문화상 수상자로 올

해에는 정보문화대상에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상인 정보문화진

흥상에는 국립특수교육원 김종무 연구사, 정보화교육상에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전수남씨, 정보

통신윤리상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가 각각 수상하 다.

이밖에도 국가사회 정보화유공 포상 수상자로 조민래 SK텔레콤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

으며, 신상철 한국전산원 단장이 동탑산업훈장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총55명의 정보화 유공자가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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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제17회정보문화의달유형별행사현황 (단위 : 건)

<표 4-3-2> 제17회정보문화의달지역별행사현황 (단위 : 건)

기념식 전시회 학술 세미나 경진 공모 기타 합계

4 8 6 11 26 6 31 92

<표 4-3-3> 연도별정보문화의달행사현황 (단위 : 건, 개, 만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전북 광주

전남
부산·울산

경남 제주 합계

45 8 6 6 2 4 4 7 6 4 92

구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행사수 38 42 50 58 95 121 100 132 105 116 122 85 72 84 71 70 92

행사기관 11 12 14 18 31 34 37 34 37 41 47 44 41 53 49 37 40

참여인원 10 14 17 22 69 72 70 85 90 79 59 28 32 52 50 50 5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3. IT 재발굴·육성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IT 전문인력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발굴·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의 우리나라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IT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자극과 정보사

회 리더로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984년부터‘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2001년부터‘대학생 프

로그래밍 경시대회’등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분야 인재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먼저 초·중·

고등학생 대상의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국내 최고 권위의 IT 관련 대회로서 지난 20년간 IT 분야

의 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선발된 이러한 인재들

이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국제컴퓨터경진대회(ISEF)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매년 우수한 성

적을 거둠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 위스콘신에서

열린 제15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는 전세계 IT 재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체 1

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IT 선진국의 위상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입증하 다. 공모전

을 통해 발굴한 재들도 국제컴퓨터경진대회(ISEF)에 매년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미국 클리블랜드 대회에서는 개인 3위를, 올해 포틀랜드 대회에서는 개인 4위의 성적을 거

둠으로써 IT Korea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 대상의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통해서는 그간 초·중·고등학교 이후 단

절되었던 IT 대회를 연계시킴으로써 IT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갖게 하 을 뿐

만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일

등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 또한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ICPC)에 참가하여 비록 상위권은 아니지만 꾸준한 성적을 올리

고 있으며, 올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KAIST 학생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

체 15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 다.

4. 언론및시민단체의참여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된 정보문화운동은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기여

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 등에 따라 정부의 역

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언론사, 정보통신업체 등

의 참여로 정보문화운동의 주체가 민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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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국제정보올림피아드참가결과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개최
나라 독일 아르

헨티나 스웨덴 네덜
란드 헝가리 남아프리

카공화국
포르
투갈 터키 중국 핀란드 한국 미국

순위 4위 6위 9위 17위 8위 24위 4위 4위 9위 3위 2위 1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보문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문

화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에는 121개 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민

간의 정보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 정보문화운동의 방향설정 및 제시를 위한 토론

회, 세미나 및 캠페인 등 15개 시민단체의 정보문화 운동을 지원하 다. 또한 자체 기획사업으로

웹접근성 향상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없는 인터넷 환경 만들기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 다.

그러나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는 국내의 급격한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 정보이용 증진에 대한 범국민 실천운동으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올해 4월 발전적인 해체를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간 민간 부분의 자율적 정보화 풍토 조성에 기여했던 협의회는 추진체

계를 재정비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정보이용 증진사업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킬 새로

운 민간기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한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터넷 권익을 지키고 음란사이트

신고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네스튠’이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내의 유해한 환경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감시·신고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민

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정보문화의 창출을 전

개하고 있는‘청소년정보문화공동체’등이 있다.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는‘학부모정보감시단’으로 이들은 인터

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모니터링,

정보통신윤리교육, 청소년포럼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사이버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녀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및 성폭

력 근절을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여성인터넷지킴이’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어머

니회중앙연합회에서도 컴퓨터 음란물 방지활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음란물 차단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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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연도별주요사업추진실적

연도별 지원사업 기획사업

1998년 31개 단체 43개 사업 4건 정보화심포지움, 교육정보화토론회,
지역별 TV정보화토론회, 노래공모등

1999년 33개 단체 42개 사업 4건
1단체 1홈페이지갖기운동, 뉴 레니엄과
정보문화토론회, 대학 정보화순위조사, 
정보화교육한마당

2000년 25개 단체 26개 사업 2건 은사님께 e-메일 보내기운동,
노소동락인터넷백일장

2001년 38개 단체 41개 사업 -

2002년 25개 단체 25개 사업 -

2003년 15개 단체 15개 사업 1건 장애인·노인을위한웹접근성향상캠페인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1998∼2003)



한편 언론에서도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다. 조선일보가 2003년 3월‘클

린넷’운동 발족을 선언하여 음란, 스팸메일 등의 인터넷 폐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인터

넷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터넷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 다. 

또한 동아일보도‘건강한 인터넷’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 으며 특히, 새로운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로 인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 다. 

이밖에도 중앙일보사가‘클린 인터넷’캠페인을 전개하여 유해 콘텐츠와 불법적인 인터넷 사

용을 추방하기 위한 자율 규정을 정해 전파시키기 위해 노력하 으며 국민일보는 사이버상의 음

란물을 추방하기 위해‘음란물, 자녀의 미래를 망칩니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 다. 한겨레신문

또한‘청소년 넷사랑! 아빠와 함께’라는 캠페인을 통해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인터넷 음

란물에 대처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 다. 

5. 교육·홍보활동강화

건강한 정보사회 조성과 건전한 정보생활의 향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올

바른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율적으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법

과 제도를 통한 규제활동과는 다른 한 축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이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21세기의 핵심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의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1997년‘정보화로 가는 길’로 창간되었다가 2002년 월간「아름다운 e

세상」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전문지는 정보화에 대한 홍보와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와 역기능에 대한 사회경각

심 제고 및 정책제안,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매월 1만부씩 발간하여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관

련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월간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웹진(http://webzine.kado.

or.kr)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부터 6월 한달동안‘e-클린 코리아’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e-클린 코리아’캠페인에서는 정보통신 윤리대사로 가수 윤도현, 베

이비복스와 개그맨 김종석 씨 등을 임명하여 홍보대사 사인회 및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TV

공익광고, 불건전 정보신고대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주말 가두 캠페인, 학술행사, 등 다양한 행

사도 함께 열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교사, 청소년,

학부모, 사업자 등 대상별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통신윤리교재 등을 발간하

여 보급하 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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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국민e-life 촉진지원

1. 개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사회정보화를 추진해 온 결과, 정보기기·인터넷 및 광대

역 보급률 등 정보화 준비도 및 일반국민의 정보화 이용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의 파급효과는 분야별로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인터넷

뱅킹·게임·커뮤니티 등으로 대표되는 민간·소비 중심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공공과 민간의

공통 역에 있는 보건의료·근로·교육 등 국민생활정보화 분야는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지금

까지의 국가정보화가 행정정보화 위주로 추진된데 기인하며, 이러한 편중된 노력의 결과로 UN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5단계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중 4단계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

정부 기반을 구축한 반면, 국민생활정보화(e-life)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사회의 제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 및 추진이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간 견고하게 구축해 온 국내 인프라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화의

편익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접근 기

회를 확대하여 기업과 사회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선순환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생활정보화(e-life)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반조성·문화확산·구체적 사업 추진이 종합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생산적 정보의 활용 및 정보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Digital Opportunity 확대’의 개념을 활용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

근함이 효율적이다. 즉, 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과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활용기회 확대 및 정보활용

능력의 제고가 그것이다. 

국민 e-life 촉진사업은 선진국의 경우 정보화의 효과가 사회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도록 교육·건강·노동·여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 e-life 촉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종합적인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정보화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

생활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종합적·체계적 국민 e-life 촉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의 일

환으로, 2004년 상반기에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한‘국민생활정보화(e-life) 응용사업 해외사례 조

사’결과를 토대로 실생활과의 관련성 및 정보기술의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부문

별(의료/복지, 교육/문화, 사회/경제) e-life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시의 선결조건 등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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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복지분야

가. e-health 분야

e-health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환자 및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e-health는 권역별 특성을 반 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북미권의 경우 지역이 넓고

주거지가 산재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원격진료나 병원 네트워크 사례가 많았으며,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도 활발한 투자 및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유럽 전체 및 개별국가 차원

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e-health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모습은 없는 상태이다. 

e-health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IT기술 및 멀티미디어

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지역의료네트워크, 의료정보 표준화·전자의무기록 도입 등을 목적으

로 한 병원전산화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 사이의 정보교류,

질병 및 치료법 등에 대한 온라인 DB 검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제공

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희귀병 치료를 위한 OrphaNet 이나 스위스의 의료정보 인증 프로그램

Health On the Net 등을 들 수 있다. ‘IT기술 및 멀티미디어 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서비스’

는 섬·오지 등 의료기관이 위치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원격지에 IT 장

비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미국의 Avera Mckennan TeleHealth Network, 스페인

의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역의료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간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진료기록의 공동활

용 및 원격진료·협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오사카 헬스케어 네트워크, 미국의 Guthrie Clinic

Patient Link Service 사례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의료정보 표준화·전자의무기록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한 병원전산화’는 업무·제도의 전산화를 통해 표준화 및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

로 프랑스의 전자건강카드를 이용한 의료보험 상환 청구제도 전산화, 일본의 온라인 의료비 청구

서 시스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을 감안할 때 e-health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

업으로는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원격상담·원격진단·원격진료 등 원격의료 분야의

모델 개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격의료에 있어서 법·제도

상의 제한, 진료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의료계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

고 있어, e-health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환경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결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은 현재의 의료법 테두리에서 적용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

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며 향후 확산을 위해서는 e-health 확산의 주요 이슈

인 의료정보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련 신기술 적용 등의 문제해결을 정부가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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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childcare 분야

전 세계적으로 childcare 분야는 그간 특화된 한 분야라기보다는 정부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교육·보건정책 및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정보화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점차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보육 및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면서 해외에서는 childcare 분야의 정보화로 세분화·전문화되어 추진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보육관련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포털화를 지향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아동 관련 시장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정보 및 제공 서비스의 차별화·전문화로 관련

시장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e-childcare 분야는 초기 기관 중심의 개별적 정보제공 단계에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지향

하는 원스톱 포털서비스화 단계를 거쳐, 최근에는 단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최신 정보기술을 이

용한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보육정보의 포털 서비스화’는 기존에 각국별로 childcare 담당 부처 및 기관에서 기관

별·주요 고객별로 제공되던 비체계적인 childcare 관련 정보를 수집·체계화하여 원스톱 포털서

비스화 함으로써 부모 및 보육 관련기관 담당자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미

국 아동·가족부의 Child Care 네트워크, 오클라호마주의 Child Care Locator 서비스, 워싱턴주의

e-Child Care Project 및 호주의 보육서비스 검색·인증서비스, 싱가포르의 Childcarelink 등을 들

수 있다. 

‘보육정보 제공의 다양화’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부모들의 아동보육 관련 정보 요구 및 급변

하는 환경 하에서의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고 차별화된 보육 콘텐츠 및 서비

스의 제공 추세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장단계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KidsHealth, 인터

넷의 교육적 활용을 강조하는 국의 Parents Online,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을 돕는 호주의

Cybersmart Kids Online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발달 및 신기술의 대두로 최근에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IT를

이용한 아동보육의 제 문제 해결 및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최신 정보기

술을 활용한 서비스 역의 확대’추세로, 주로 생체인식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을 활용한 미아방

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e-childcare 분야는 궁극적으로 기혼·보육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식기반사

회의 견고화에 기여하고,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

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기여 가

능한 부분을 도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된 신뢰성 있는 보육정보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보육 원스톱 포털서

비스는 국민들의 체감 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기 구축되어 있는 정보들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한다

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e-childcare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수요자와의 긴

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며,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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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문화분야

가. e-learning 분야

e-learning이란 PC, 휴대전화기, PDA 등 정보기기를 사용해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교육으로 보통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 방식을 지칭한다. 

e-learning과 관련한 각국의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기관별 특성에 맞는 e-

learning 서비스 제공, e-learning 정보의 체계적 제공, e-learning 관련 공유 프로젝트, e-learning

구축 지원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기관별 특성에 맞는 e-learning 서

비스 제공’은 각 기관별 수요에 맞는 e-learning 관련 솔루션·콘텐츠·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정보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미국의 PT3 프로젝트, 군 제대를 앞둔 군인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인

싱가포르의 e-Prep,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정규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게 원격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스페인의 Aulas Hospitalarias 및 호주의 Centrelink Virtual College

등을 들 수 있다. ‘e-learning 정보의 체계적 제공’은 e-learning 포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차

원에서의 체계적인 e-learning 정책의 공유·지원·확대·홍보를 위한 국가 대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의 PBS Campus, 싱가포르의 Singapore s e-learning

House, 유럽연합의 elearningeuropa.info 및 European Schoolnet, 국의 NGfL 포털 및

urriculum Online 등이 대표적이다. ‘e-learning 관련 공유 프로젝트’는 기구축되거나 구축할 예

정인 e-learning 관련 콘텐츠·솔루션·시스템 등의 재사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e-learning 관

련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코드의 공유를 통해 가장 좋은 특성들을 통합한 코스 관리시스템

(LMS)을 만들어 공유하기 위한 미국의 SAKAI 프로젝트, 호주와 뉴질랜드간 콘텐츠 공유를 위한

The Le@rning Federation 등이 있다. ‘e-learning 구축 지원 서비스’는 e-learning 경험이 없는 대

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게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

국의 eColle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e-learning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정보화 성숙단계를 구현할

수 있는 테마일 뿐만 아니라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체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e-learning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e-learning 육성을 위

한 정책방향 정립 및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나. e-culture 분야

e-culture는 관광, 여행,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여가 관련 정보에 접근·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e-travel, e-recreation, e-

culture, e-sports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

로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채널

을 활용한 여가생활이 급속히 부상함에 따라 e-culture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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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lture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국가별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크

게 고유 문화 자원의 이용 다각화(e-Treasure), 지역주민간 커뮤니티 구축(e-Community), 국내 문

화 및 관광자원이용 장려(e-Travel/e-Tourism), IT의 응용으로 주민의 레저 활동 지원(e-Sports) 등

의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고유 문화 자원의 이용 다각화(e-Treasure)’는 민속자료, 중세

생활양식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화, 건축물 등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적 자

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의 CHILDE 프로젝트, 미국의 NDLP, 호

주의 Film Australia Library 및 Experimenta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간 커뮤니티 구축(e-

Community)’은 일정 지역의 문화 정보 및 각종 생활정보를 해당 지역의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호주의 CCDNSW, 공공기

관이나 학교를 위해 극장식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예술 정보 제공자에서 지역 주민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고 혁신적인 예술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eRAV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문화 및 관광자원 이용 장려(e-Travel/e-Tourism)’는 국민들이 e-Travel 사이트에서 여행계획 수립

부터 여행사 선정, 계약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쉽고 통합된 웹기반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미국의

eTS가 대표적이며, ‘IT의 응용으로 주민의 레저 활동을 지원(e-Sports)’하는 사례로는 국의

SPORTS DeC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관련 정보화

를 추진해 오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해외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하지만 면 한 수요 분석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구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활용성

을 증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관광·여행·스포츠 등으로의 역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경제·사회분야

가. e-work 분야

e-work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

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식을 의미한다. e-work는 당초 교통 및 환경오염 문제 해

결, 비용절감 및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정보

통신기술 인프라의 보급·확충에 힘입어 근로환경의 구조적 변동,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역적 편차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work는 초기 단순 재택근무 방식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센터가 혼용되어 활용되는 보급

단계를 거쳐, 점차 모바일 솔루션을 활용하여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갖게 되는 이동원격근무(mobile offi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원격근무’는 가장 일

반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형태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센터로 운 되고 있으며, 미국 총무처(GSA)

의 Interagency Telecommuting Pilot Project와 네덜란드 교통부 및 일본 우정성의 원격근무 시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동원격근무’는 건물조사업무에 모바일을 적용하는 캐나다 사

례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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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원격근무를 적극 도입하여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

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확대해 나감으로써 e-work가 이미 보편적인 근로유형의 하나로 정착

되었다. 특히 유럽은 원격근무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e-work를 네트워크화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유럽 전체 및 개별국가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

다. 반면, 우리나라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경우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제·사

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도입이나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 기반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e-work 추진 및 확산 기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견고

하며, 또한 e-work의 추진은 국내 인프라의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e-work

을 단순한 근무조건이나 방법의 다양화라는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차원의 노동정책으로 인

식하고, 선진사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문화적 장애요인을 면 히 분석하여 국내 적용시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e-participation 분야

e-participation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관련 사회기반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의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적 참여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사이버 시

민사회 참여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e-participation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participation 분야의 해외사례는 크게 시민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구현, NGO 및 지역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활성화, 소외계층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주로 e-voting, e-campaign, e-polling 등 전자투표 및 정치이슈와 관련된

‘전자민주주의 구현’은 최근 미국·일본· 국 등에서 실험적인 성격의 전자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부행정관

련 정보 교환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미국의 GovNews, 국의 UK Citizen Online Democracy,

싱가포르 e-Citizen Center, 홍콩 ESDlife 등과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각종 현안을 제공하여

유권자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미국의 Vote-Smart 등을 들 수

있다. ‘NGO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활성화’는 인터넷을 통한 지역단위의 시민참여 및

소비자 참여 등을 유도하여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 하는 형태로, 미국 미네소타의 e-democracy

Project 및 국의 GreenNet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발달은 정책과정에 직접적으

로 참여하기 힘들었던 장애인·노인 등‘소외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가능케 했는데, 미국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실시간 상수화서비스인 VRI(Video Remote Interpreting) 서비스 및 은퇴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주로 민원서비스 및 행정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e-participation을 위해서는 전자적 참여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이 적극 참여

하고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다수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과 더

불어 소외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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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인터넷중독예방

1. 인터넷중독의개념과주요유형

현대 정보사회가 우리 생활에 놀라운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면에는 정보화로 인해 기존에 생각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두드러지면 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으로

부각된 문제 중의 하나가 인터넷중독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재미에 빠져 현실생활을 소홀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사용자가 인터넷에 얽

매이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밤늦게까지 온라

인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수면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늘 피곤

함을 느끼게 되고 학교에서 졸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현실 일상사에서 흥미를 상

실하고 실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현실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을 급속

히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가상공간에서만 즐거움을 느끼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

으면 금단현상까지 나타내며 급기야 현실감을 잃고 인터넷 교제에 흠뻑 빠져들어 실생활의 인간

관계에 무심해지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기도 한다. 주위의 걱정,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인터넷 사용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인터넷중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확한 진

단기준이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정신 의학에서

규정짓는 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인터넷중독의 증상을 진단하는데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2003년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을 설명하는데 7개 요인 (예, 가상적대인관계,

긍정적 기대, 일상생활의 장애, 금단, 내성, 일탈행위, 현실구분 장애)을 소개하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일정시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금단 증상, 인터넷을 사용

하면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내용면에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되는 내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의 저하나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

발되는 것을 중독의 핵심요인으로 간주하 다. 이 세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점수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 아직 중독에 빠지지 않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잠

재적 위험,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 다.

아직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의 인터넷중독을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주로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으로 분

류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시기마다 주로 문제가 된 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역마

다 서비스사용에 따른 행동과 결과의 차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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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중독

인터넷 서비스 중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

하고, 게임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컴퓨터 게임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빠져들어 다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의 온라인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기존의 게임에서처럼 컴퓨터 내에 설정된 프로그램을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가 무한하다. 또한 이야기의

결말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머의 참여도가 높으므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

게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게임에 빠져들게 되면 현실에

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소홀해지고, 게임내의 성취에 집착하면

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

는 더 좋은 캐릭터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훔치거나, 게임에서 진 게이머들이 이

긴 상대를 실제로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게임중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5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사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10명중 7명이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을 하 으며, 설문에 참가한 청소년

54.7%가‘자주 사용한다’라는 응답을 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나. 통신중독 (채팅중독)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팅, 이메일, 동호회 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일컫는다. 사이버 채팅에 빠진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어나 자주 메일을

확인하고, 자신이 즐겨 찾는 대화방이나 동호회를 검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활을 하다보면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게 되며, 실재 사회 생활이 감소하여 고립감

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통신 중독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다. 음란물중독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음란 사이트나 음란 채팅을 하던 것이 지나치게 음란물에 집착하고, 사이

버 섹스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채팅방에서는 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컴섹(음란 채팅)이 있

으며 실제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를 찾는 번섹(번개 섹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로만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컴퓨터에 부착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성행위 장면을 서로

보여주면서 사이버 섹스를 하는 화상 채팅도 성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언행들이 인터넷에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는 음란물을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서 청소년들에게도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

만 먹으면 어디에서건 음란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 중독이 되면 성에 대

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며, 여성에 대한 시각이 변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자신

이 보았던 장면과 똑같이 해보고 싶은 모방심리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채팅방에서 만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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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현실세계로 유인하여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음란물 중독

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2003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음란물에 대한 높은 중독성이 보고되었다.  

2. 인터넷중독실태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표집 대상, 측정도구, 분류 기준들에 따라 보고되는 중독군

의 비율이 큰 차이가 있다. 황상민, 황희 , 이수진(2001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13,588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독적 사용에 대한 자각여부와 번안된 Young척도의 상위

10%에 해당여부, 주관적 고통 호소 등을 준거로 사용했을 때 중독자각 및 중독부정, 중독과민자의

비율이 전체 중 무려 39.8%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2003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000명을 전국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 중독 경향성이 높은 고위험사용자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5% 내외 으며, 아직 중독의 성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중독으

로 발전될 수 있는 청소년은 18% 내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4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월 1회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국의 만 9세부터 39세 이

하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과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

구비례를 고려하여 선발한 후 2004년 5월과 6월 초 면대면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에서 인터

넷 사용기간과 접속장소는 인터넷중독 성향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속장

소에 관하여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전체 사용자의 80%, 청소년의 93%이상이 인터넷의 주요

사용 장소가‘집’이라는 응답을 하 다. 

직업과 도시의 크기에 따라 인터넷 사용장소에 차이를 보 는데,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보다는 직장에서 인터넷 사용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응답하 으며, 생산·기술직에 종사하거나

무직인 사람들의 PC방 사용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전체: 6.3%, 생

산 관련직: 14.9%, 무직: 13.5%).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PC방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며 정보

격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주 이용 목적은 게임 (1순위 :

34.9%, 종합: 58.0%)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반적인 주 이용 목적으로는

정보검색(1순위: 26.2%, 종합 : 62.0%)이 가장 많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6.4%). 

본 연구 결과 인터넷중독 성향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 사용자군은 만 9세에

서 19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전체의 4.3%이고, 아직 인터넷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독의 위험을 가진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6%로 2002년 조사 결과 (고위험: 4.2%, 잠재적위험:

18.7%) 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 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중독의 수준이 높아져 간다는 사실이다.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초등학생이 2.9%인

데 비해,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7.8%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을 암시

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경우도 비슷하여, 초등학생 12.8%, 중학생 17.3%, 고등학생

1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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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현 청소년 생활의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

넷사용 경험이 길어지는 반면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중독의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독의 분포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광주, 호남지역이 12.8%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0.0%, 전남 8.2%, 부산

7.7%, 서울이 3.5% 다.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의 경우 부산 29.5%, 울산 27.3%, 충남 24.2%, 강원

20.0%. 서울 15.6%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 다. 

인터넷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중 평균 이용 시간은 2.1시간, 주말의 이용시간은

3.3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주중에 비해 주말에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특히 인터넷중독 성

향에 따른 집단비교를 했을 때 사용패턴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록 주중 사용시간에는 큰 차

이가 없으나, 주말 사용시간을 보면 고위험사용자군이 평균 5.6시간으로 일반사용자군의 3.0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살펴보면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게임, 채

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현실에서도 게임과 똑같이 해보고 싶은 게임현실화 욕구(고

위험: 58.3%, 잠재적위험 : 50.0%) 및 게임세계 소속감 (고위험 : 63.9%, 잠재적위험 : 63.8%)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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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인터넷중독집단의분포 (단위 : %)

고위험 잠재적위험 일반

초등학생 2.9 12.8 84.3

중등학생 3.3 17.3 79.4

고등학생 7.8 18.7 79.5

전체 4.3 16.0 79.8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3-1> 인터넷사용시간

주말/휴일

주중(월~금)

6

5

4

3

2

1

0

2.1

2.9
2.4

4.1

2.0

3.0
3.3

5.6

청소년 고위험 (N=43) 잠재적위험 (N=160) 일반 (N=80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시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사용자군은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보다 정보검

색, 웹서핑, 홈페이지관리, 동호회 활동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

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에 대해서는 수면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고위험: 58.1%, 잠재적:

49.4%, 일반 21.0%),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장 (고위험: 49.4%, 잠재적위험: 46.9%, 일반:

25.1%)라고 응답했다. 

인터넷상에서의 교류에 의한 실제생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별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

은 응답이었으며,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응답도 20%내외 다. 반면에 중독성향이 높은 고위험사용자군은‘현실의 대인관계가 줄었다’는

응답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7배 이상 많이 보고 되었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에 비해 고위험사

용자군의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함

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라고 추정된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가진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균형있게 잘 사용하고 있

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고위험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의 경우에는‘인터넷

사용이 지나치다’(고위험 : 48.8%, 잠재적위험 : 44.4%)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또한‘인터넷사용

이 부족하다’(고위험 : 23.2%, 잠재적위험 : 10.4%)라는 응답이 나와 인터넷사용에 대한 강한 의

존성을 보여주었다. 

3. 인터넷중독상담및예방사업

가. 인터넷중독예방상담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의뢰하는 내담자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4월 개소 이후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총 2,599건, 2003년 3,774건 그리고 2004년 7

월 현재 3,582건으로 2002년에 비해 1.4배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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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인터넷사용에따른대인관계변화

현실의 대인 관계가 더 줄어들었다

별 차이가 없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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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위험 (N=43) 잠재적 위험 (N=160) 일반 (N=80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상담내용별 분류를 해보면, 주로 호소하는 문제가‘게임’으로 전체의 50%이고, 그 다음이 채팅

8%,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진단검사 외 기타가 36%로 나타났다. 상담기법에 따른 구분으로는 면접

상담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이용하는 온라

인 상담이 전체의 23% 으며, 전화상담이 8%로 보고되었다.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위하여‘한국형인터넷중독진단척도

(K-척도)’를실시하여상담센터를방문한청소년의중독경향성상태를파악한다 (<표 4-3-7참조>).

그러나 진단검사는 기초적인 정보만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검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최

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인터넷중독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의 면접을 통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심각성과,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 학교파견집단상담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외에 보다 적극적인 상담의 형태로 초·중·고등학교에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학교파견 집단상담)을 실시하

다. 2002년에 실시한 학교파견 집단상담은 20개교에 총 321명이었고, 2003년에는 30개교 총

297명, 2004년 상반기에는 15개교 총 188명이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는 인터넷중독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중독 경향성이 높게 나

타난 학생들을 10명 내외로 집단을 구성하며, 주 1회, 1시간 30분씩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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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한국형인터넷중독진단척도

①내담자의발달적, 의학적요인 : 내담자의건강이나발달에문제가있는지, 과거에인터넷중독으로상담을받아본적이있는지,

현재 다른약물치료를하고있는지그리고다른심리장애가공존하고있는지등을파악한다.

② 내담자의가족요인 : 인터넷중독에빠질수있는가족요인을평가한다. 가족의사회·경제적지위, 가족들의병력, 가족구조, 가족

관계, 가족 내스트레스요인등을파악한다. 

③ 내담자의사회적요인 :  내담자의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를파악한다. 

④ 내담자의인지적요인 : 인터넷 사용을조절하지못하는사용자의신념이나갈망, 합리화하는사고방식을탐색해간다. 

⑤ 내담자현재직면하고있는문제와인터넷사용에대한자신을평가해보고, 이전의 치료경험유무를확인한다. 

⑥ 필요에따라부모나배우자와의면접을실시한다.

<표 4-3-8> 한국형인터넷중독진단척도사용자군분류

고위험자 사용자군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세하위요인이모두표준점수 70점 이상이거나총점이표준점수 70점 이상인집단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집단1에 속하지않으며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세하위요인중적어도한요인에서표준점수 63점 이상
(상위 10%)이거나총점이표준점수 63점 이상인집단

일반 사용자군 위의집단1, 집단2 중 어느하나에도속하지않는집단

※자료 : <인터넷중독상담전략>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은 학교 담당 교사와 상담사의 협의에 따라 조정되었다. 또한 상황이 허락하면,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상담과 별개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세한 교육과정은 <표 4-3-9>와 같다.

개인 상담과 달리 학교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학교파견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일

선 학교에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조절력 향상을 목적

으로 구성하 으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표 4-3-10>과 같다. 

다. 인터넷중독예방사업

문제가 어느 정도 심해졌을 때 제공하는 치료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예방교육이다.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다양하므로 차별화된 예방교육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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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학교파견집단상담(인터넷사용조절) 프로그램

회기 주 제 목표 내용

1회기 반갑다! 친구들
프로그램의내용과취지이해, 참여동기부여,
집단구성원들간의공감대형성, 인터넷과다사용
탐색하기

집단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서약서작성, 인터넷
과다사용경험나누기, 인터넷을계속하는이유
탐색하기, 상담에대한긍정적인기대이끌어내기

2회기 나의인터넷일기
인터넷과다사용을확인하고, 문제의식갖기,
인터넷사용습관파악, 인지행동모델설명하기, 장기적
신체결과예측하기

나의인터넷중독자가진단결과확인, 나만의 인터넷
사용습관알아보기, 인터넷사용조절경험이야기하기,
과다사용인정하기, 과다사용에따른장단점평가하기,
장기적결과예측하기

3회기 난참괜찮아! 자신의긍정적모습발견 자신이어떤사람인지살펴보기, 장점찾기, 친구 장점
찾아주기, 나를 사랑하기, 미래의 변화된모습예측하기

4회기 가자꿈과
목표앞으로!

목표세우기와원리이해, 목표준비를위한
행동계획수립하기

자신의꿈그리기, 목표 세우기를위한원리이해, 구체적
목표설정하기, 할 일 목록작성하기, 목표를향한
행동계획세우기와보상체계를수립

5회기 시간이와
대안이찾기

시간우선순위이해, 인터넷사용시간에대한정확한
평가와시간관리의필요성인식, 인터넷사용을
효율적으로관리하여자기통제감획득, 인터넷외
대안활동알아보기, 대안활동실행계획

시간우선순위의중요성이해, 인터넷 때문에줄어든
활동알아보기, 줄어든활동으로인한손실계산하기,
대안활동찾아보기, 대안활동실행약속하기

6회기 스트레스안녕! 스트레스와인터넷과다사용에대한관련성이해,
스트레스대처방법알아보고연습하기

스트레스이해, 나의 스트레스알아보기, 스트레스와
인터넷의관련성이해, 스트레스알아차리기, 스트레스와
생각의관련성알아보기

7회기 내마음알아차리기,
전하기

자신의감정표현방법지각하기, 의사소통이해하기,
감정표현방법배우기

자주느끼는자신의감정이해하기, 나의 표현에따른
상대방기분이해하기, 감정 전달하기를통한의사소통
배우기, 자기주장행동이해하기

8회기 e-세상의주인공!
나와의약속

프로그램을통하여얻은긍정적변화이해, 집단원간
격려와다짐하기, 마무리

집단참여소감나누기, 인터넷세상의주인공, 나에게
편지쓰기, 피드백주고받기, e-세상의주인공인나와의
구호외치기, 마무리

<표 4-3-10> 학교파견집단상담프로그램의목표

①인터넷과다사용에대한문제의식을고취한다.
② 자신에대한자존감을향상한다. 
③ 대인관계기술을습득한다. 

④ 스트레스대처능력을향상한다. 
⑤ 바람직한시간관리및여가시간활용능력을배양한다.



먼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우선 정보화 사회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다

른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공부하며, 의사소통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인

터넷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특히 과다하고 부적절한 인터

넷 사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김동일, 2001). 

또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가 학

생들의 인터넷중독 경향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사로부터 적절

한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8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일선학교

에서 교사가 진행하는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2년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은 일선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 4월

전국 11,000개 초·중·고교에 보급하 다. 

그동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인터넷중독 예방특강을 실시하 는

데, 2002년에는 총 3회, 2003년에는 지역 상담실과 연계하여 23회 총 3,260명에게 실시하 고,

2004년에는 71회 총 20,119명에게 실시하 다. 

한편 인터넷중독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4년 상반기에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별로 상담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오던 인터넷중독

상담과 예방서비스를 확대하 다. <표 4-3-11>은 상담센터 협력기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협력기관은 주로 청소년종합상담실로 중·고등학생들이 주 이용 대

상이었으며, 주요 역할은 지역 내 인터넷중독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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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1> 인터넷중독상담협력기관목록

번호 지역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1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실 (051)405-5224 www.busanyouth.or.kr

2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053)654-0530 www.teenhelper.org

3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042)257-2000 www.dycc.or.kr

4 인천 인천연수구청소년상담실 (032)810-7307 www.yonsu.inchon.kr

5 광주 광주시남구효사랑청소년정신보건센터 (062)654-8236 adole2003@hanmail.net

6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052)227-2000 www.counteen.or.kr

7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실 (031)717-2000 www.snymca.or.kr

8 경기 안산시청소년상담실 (031)482-3181 www.aycc.org

9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054)853-3011 www.we7942.or.kr

10 경남 김해시청소년상담실 (055)324-9190 www.ghfriend.or.kr

11 전북 남원시청소년상담실 (063)633-1977 www.namwon1318.or.kr

12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061)742-5007 www.gominssak.or.kr

13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043)257-4834 www.cyber1004.or.kr

14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041)554-2131 www.nettore.or.kr

15 강원 강원도청소년종합상담실 (033)256-2000 www.gycc.org

16 제주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064)745-3366 www.doum1004.or.kr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및 학교파견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지역의 인터넷중독 상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

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와 지역 상담협력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4-3-3>과 같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전문적인 진단, 인터넷중독 예방 및 조절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 인력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한 인터넷 중독의 특수성 때문에 상

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기존의 상담 기법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상담이

나 청소년 발달 기타 관련 학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다양화하고, 이론적 배

경은 물론 현장경험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구상이 요구된다. 

한편 2002년부터 시작된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은 매년 2회 실시하여 2004년 6월 현

재 총7기 교육을 마쳤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251명에 이른다.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상담사들은 학교파견 집단상담의 상담원으로 위촉되거나, 인터넷중독

예방특강의 강사로 활용된다. 

라. 인터넷중독연구사업

인터넷중독의 현상과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사용자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기초적인 연구는 인터넷중독에 관한 실태조사이며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사용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

독의 형성과정과 사회, 문화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추적

조사를 시작하 다. 장기추적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의 진행과정 및 상황변화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터넷중독 서비스에 따른 사용자

의 특성과 증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제를

골라 세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채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

는 음란 채팅의 사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성인들의 인터넷중독이 심각해져가고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의 실태와 대처방안

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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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인터넷중독상담협력기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책임자 : 상담실장
담당자 : 상담원

지역내인터넷중독상담
인터넷중독홍보

총 16개소

관리책임자 : 상담실장
담당자 : 상담원

인터넷증독상담 협력기관

인터넷증독상담 협력기관



제4절건전정보이용교육

1. 추진배경

국가 정보화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창출,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교육을 포함

한 여러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정보화의 순기능 못지 않게 인터넷중독, 해킹, 바이러스의 유포, 음란물의 유통, 개인 정보의 오·

남용, 지적 재산권의 침해, 사이버 성폭력, 언어 폭력 등 많은 역기능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의 사회적 심각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2001년 2월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TFT를 구성하 으며 자체 예산

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교육

이 매우 중요하므로 2001년 8월에 교사, 공무원, 사업자, 일반인 대상의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시작해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하 다.

2. 건전정보이용교육의필요성

‘정보윤리’라는 명칭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정보통신윤리, 사이버윤리, 컴퓨터윤리 등 다양

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정보윤리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

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

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옮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

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이다.”(추병안 2001)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보윤리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학자들간의 정의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간략히 정보윤리를

정의하자면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규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정

보화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의 하나로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심어주는 것을 정보윤리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생산적인 정보활용으로 인터

넷을 삶의 일부분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함양케 하는 것이 건전 정보이용 교

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의 노력으로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안을 입법화하거나 혹은 프

로그램 개발을 통한 기술적인 대응들이 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이나 기술적인 대응이 가지고 있

는 한계에 부딪치면서 보다 중요하게 대응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교육적인 대응이다. 즉 학

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근본

적으로 정보화의 역기능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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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별건전정보이용교육현황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며 인간 중심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건전 정보이용 교육의 필요

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이 교육을 실행할 교육 주체인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연수 과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정보통신윤리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3-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강의형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교

사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교수·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들에게 교수·지

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전공 교수 및 윤리담당 교사를 주축으로 사이버윤리의 기본원리,

N세대의 특징과 문화,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및 네티켓 등에 대한 내용으로 30시간용 교재를 개발

하 으며, 2003년도 말에는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개편하 다. 이 교재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교

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 강의별 학습목표와 강의 시수, 학생활동 자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재를 활용하여 2001년 말부터 각 교육청으로부터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여

름과 겨울방학을 이용, 5일간에 걸쳐 30시간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

한 교원은 연수학점(2학점)을 부여받게 되며 승진점수에 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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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2> 건전정보이용교육대상의조건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대상 조건

교원집체연수
교원 학교장의추천을받은전국초·중·고교교사

교원원격연수

행자부 IT능력평가

공무원 행자부 IT능력평가대상공무원, 정보통신공무원 신규임용및집배전산과정교육생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및집배전산과정

e-Korean 교육
일반인 교육과정신청자

우체국정보교육센터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강사양성과정 박사과정대학원생 정보통신윤리교육관련전공박사과정또는석사과정수료후강의경력 1년 이상인자

<표 4-3-13> 건전정보이용교원집체연수교육과정

역 및 강의 과목 학습내용 교육시간(h)

정보사회와윤리 정보통신윤리개요 정보사회의개념과기본원리
정보윤리교육방법론 2

사이버문화 N세대의특징과문화 인터넷과사이버문화의이해
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문화 1.5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

컴퓨터게임의이해 1.5

인터넷중독의개념과유형 1.5

인터넷중독상담사례 1.5

인터넷중독 : 예방과치료 1.5



방학 중 교원 교육은 2001년 11월 1기를 시작으로 2004년 8월 현재 17기까지 621명의 교사가

수료하 다. 수료교사의 설문조사 결과 95%이상의 높은 만족도와 지방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

사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통해 2002년 12월 원

격연수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원격연수과정은 2003년 3월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배움나

라’사이트(www.estudy.or.kr)에서 운 함으로써 지방근무 교원들도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연

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4년 8월 말 현재 8회에 걸쳐 교원 1,111명이 교육을 받았

다. 원격교육과정은 집체교육과 마찬가지로 30시간으로 진행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원은

출석평가를 거쳐 수료시 2학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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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3> 건전정보이용교원집체연수교육과정

<표 4-3-14> 건전정보이용교원원격연수교육과정

역 및 강의 과목 학습내용 교육시간(h)

정보화역기능대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방법및사례연구 1.5

바이러스/해킹 바이러스/해킹 개념과대처방안 1.5

지적재산권 정보화시대의지적재산권 1.5

불건전유해정보 불건전유해정보및내용등급제 1.5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유형및실태 1.5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의실태와예방 1.5

사례교육

초등네티켓지도론 효과적인네티켓지도방안모색
3

중등네티넷지도론 효과적인네티켓지도방안모색

정보통신윤리교육사례(초등) 정보통신윤리교육모범사례발표
3

정보통신윤리교육사례(중등) 정보통신윤리교육모범사례발표

견학 정보나라견학 정보통신체험관견학 3

오리엔테이션및종합토론
종합토론및설문 종합토론및설문 1.5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1

총 교육시간 3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역 및 강의 과목 학습내용 교육시간(h)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

1강 : 정보사회와정보통신윤리 정보사회의개념과특징, 정보사회와생활의변화
정보통신윤리의개념과기능, 기본원칙 2

2강 : 인터넷과사이버공간 인터넷과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의특징과문화
사이버공간이청소년에게미치는 향 2

사이버문화
3강 : N세대의특징과문화 N세대의특징, 디지털시대의교사의역할 2

4강 : N세대의문화 엽기문화, Anti-문화, 팬픽문화이해와대응 2

정보화역기능

5강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정의, 개인정보침혜사례
개인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침해대응방안 2

6강 : 지적재산권 디지털환경에서의지적재산권 2

7강 : 불건전유해정보와
사이버성폭력

건전정보와불건전정보이해하기
불건전정보의종류와 향
사이버성폭력의개념과유형, 예방법

2

8강 : 바이러스와해킹

컴퓨터바이러스에대한이해
컴퓨터바이러스감염여부확인방법, 백신프로그램
컴퓨터바이러스예방및대응요령
해킹에대한이해, 다양한 해킹수법
해킹방지및대응방법

2



그 외에도 지방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여 온 특강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육요청이 급증하여 2002년에 1,462명(6회), 2003년에는 5,496명(34

회)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 으며, 교육대상을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로 확대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2003년 대비 특강요청 횟수가 21배나 폭증하고, 교육대상도 학생으로까지 확대되어 8월

말 현재 67,247명(171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에서는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2004년 8월까지 총 70명(2회)이 교육을 수료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에는 지역단위의 부족한 강사양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체신청과 연계하여 강사지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인적, 물

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역기능 해소에 기여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의 효율

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대상의 교육은 공직자로서 공공부문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의 중요성과 국민의 정보보

호 책임을 인식하기 위하여 숙지해야 할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전자정부, 불건전 정보 유형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2002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공

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무원을 모집하여 실시하 으나 2003년부터는 정부전산정보관리

소에서 운 하는‘공무원 정보활용 능력과정’과 정보통신부의 천안‘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

과정’에 지원하는 체제로 변경하여 2004년 8월까지 총 3,155명(76회)을 교육하 다.

사업자 대상 교육은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서 건전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보

윤리 확립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 책임,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프라이

버시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2001년 12월 정보통신관련 1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다. 2002년 하반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 으며 교육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는 교육운 주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일원화시켰다.

일반인 대상 교육의 경우 상물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의 동기유발 및 교육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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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4> 건전정보이용교원원격연수교육과정

역 및 강의 과목 학습내용 교육시간(h)

인터넷중독

9강 : 채팅중독 인터넷중독의개념, 인터넷중독의원인과예방
채팅중독의개념, 채팅중독의원인과예방 2

10강 : 게임중독 게임중독의개념, 게임중독의원인
게임중독의대처방안 2

11강 : 음란물중독 음란물중독의개념, 음란물중독의원인
음란물중독의대처방안 2

12강 : VDT증후군 VDT증후군의개념, VDT증후군의증상
VDT증후군의예방과치료 2

사례교육

13강 : 네티즌과네티켓 네티켓의개념, 네티켓어떻게지킬것인가?
네티켓교수방법 2

14강 : 네티켓의지도방법
(초등/중등구분)

네티켓교육의필요성, 네티켓의의미
네티켓의지도방법 2

15강 : 네티켓모델수업사례
(초등/중등 구분)

상자료와토론을이용한학습방법
제작을통한학습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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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과를 고려하여 8종 90분 분량의 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e-Korean 교육기관에서‘배움

나라’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를 교육에 활용하고 또한 누구나 접속하면 회원가입없이 상물을 시

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또한 필요시 상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도 있게 하 으며, 이를 통

해 e-Korean사업이 종료된 2003년 말까지 총 287,644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e-Korean 교육에 이어, 우체국 정보교육센터의 교육과정에 건전 정보이

용 교육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2004년 8월말 현재 일반인 124,507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인구의 저연령화에 대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육용

콘텐츠(플래시 애니메이션) 4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다. 연차적으로 제작편수를 늘려 어린이

에 대한 예방교육을 점차 강화하고 사이버상의 건전한 청소년 정보생활을 위한 교사용 교재, 동

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가이드북, 브로셔 등 교육용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 나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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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5> 일반인대상건전정보이용교육 상물내용

강 의 내 용 세 부 내 용 시간(분)

건전하고유익한정보공간으로가는길
디지털시대의환경오염
당신의정보가유출되고있다.

디지털시대의신중독, 인터넷
신종범죄의천국사이버공간

사이버사회를보호하는법·제도

사이버사회에서의학부모의역할
인터넷속의희망나누기

정보화역기능실태및정보윤리의이해
인터넷유해사이트사례(자살, 엽기, 음란물등)
개인정보오남용실태
(프라이버시, 보안, 해킹 등)
인터넷중독실태및대처방안
사이버범죄실태및대처방안
(통신사기, 사이버성폭력등)
관련법규를통한대처방안소개
(각종 사이버범죄와청소년보호관련)
청소년컴퓨터사용지도및학부모지침
건전정보이용사례를통한올바른정보이용방법안내

15
10
10

10
10

15

10
10

총 교육시간 90

※ 상물 시청 : www.estudy.or.kr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표 4-3-16> 연도별건전정보이용교육대상인원및교육실적 (단위 :명)

교육명 교육
대상

연도별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실적
비고교육대상인원 교육인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원집체연수

교원
80 200 200 200 73 203 184 161

교원 원격연수 - - 800 1,200 - - 462 649

행자부 IT능력평가

공무원 - 200 1,155 1,200 - 313 2,214 528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및집배전산과정

e-Korean 교육
일반인

70,000 120,000 80,000 - 75,381 127,906 84,357 - `2003년 사업종료

우체국정보교육센터교육 - - 67,700 74,000 - - 79,086 45,421

정보통신윤리교육
강사양성과정

박사과정
대학원생 - - 40 80 - - 32 39

※주 : 1. 교육대상인원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목표 인원
2. 공무원의 대상인원은 행자부 정보화교육평가 대상자 및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 및 집배전산과정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산출
3. 현재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건전정보이용 특강을 실시

(2004년 8월 현재 교원 10,034명, 학부모 3,269명, 학생 60,902명을 교육)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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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7> 정보화역기능예방을위한교재및교육용콘텐츠개발현황

자료명 제작연도 부수 용도

교원교재
- 제목 : 선생님과함께하는정보세상

2001. 11
2004. 1

1,000부
1,000부 수정판 방학중교원대상집체교육교재

역기능예방가이드북 2003. 1 100,000부 한겨레21 공동발간

청소년사이버경제교육용브로셔 2003. 12 500부 대상별교육과정진행시배포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양성교육용교재
- 제목 : 인터넷중독상담전략 2002. 3 1,000부 전문상담사양성과정교재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도(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2003. 3
2003. 10

12,000부
2,000부 추가

전국초중고교보급(11,000개), 
상담기관보급등

학교파견집단상담프로그램 (워크북)

2002. 5
2003. 4  
2003. 9
2004. 2

300부
700부
700부
1,500부

학교파견집단상담, 상담기관배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브로셔
2002. 2
2003. 4
2004. 2

2,000부
2,000부
2,000부

청소년관련상담기관, 학교 배포, 
외부 행사시배부

학부모가이드북 2003. 1 2003. 12 1,000부

건전정보이용교소양교육용동 상(8종)
- 건전하고유익한정보공간으로가는길
- 디지털시대의환경오염
- 당신의정보가유출되고있다
- 디지털시대의신중독-인터넷
- 신종범죄의천국사이버공간
- 사이버사회를보호하는법제도
- 사이버사회에서의학부모의역할
- 인터넷속의희망나누기

2001. 9 8종 일반인대상동 상교육콘텐츠
(www.estudy.or.kr)

정보화 역기능예방특강용강의동 상(강의내용별 7종)
- 건전 정보이용교육의필요성
- 건전 정보이용교육방법
- N세대 문화의이해
- 인터넷중독현황및예방
- 사이버범죄현황및예방
- 네티켓교육방법(초등, 중등)

2004. 9 7종 특강용콘텐츠
(www.estudy.or.kr)

어린이 건전정보이용교육용플래쉬
- 인터넷중독
- 거짓정보유포
- 개인정보보호
- 언어파괴

2004. 6 4종 어린이교육용
infoethics.kado.or.kr

사이버범죄예방플래쉬
- 음란물유포, 바이러스제작및유포, 아이템절도, 
아이템불법거래, 인터넷사기, 불법복제물유통, 
타인비방, 언어폭력, 개인정보, 스팸메일

2003. 11 10종

청소년교육용
cybercrime.kado.or.kr사이버범죄예방플래쉬

- 휴대폰결제사기
- 사이버성폭력
- 지적재산권
- 휴대폰스팸발송

2004. 6 4종

함께만들어요즐겁고건강한사이버세상 2003. 2 1종 청소년교육용동 상 www.kado.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공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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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공유의 환경과 개방적인 인터넷 구조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역을 매개로 하여 생활

의 편리함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위험원들을 더욱 다양화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발생시켜

현대사회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

한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사이버범죄의 발생이 6만6천여건 증가했다는 사실은 1) 인터넷에 대한

위험인식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선도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상에 대해 재점검을 촉구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생활을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이제 예측불가능하고 사회

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위험들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대

책의 모색과 더불어 관련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범방지대책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범죄현황분석

가. 사이버범죄현황

사이버 세계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며 시·공간 및 계층의 장벽을 초월하여 존재

한다. 이러한 사이버 세계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2) 는 수많은 일탈

적인 범죄유형들을 만들어 내고, 그 유형들은 나날이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어 유형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기존의 제도적인 틀로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만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집계결과에 따르

면, 200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68,445건으로 전년도 대비 14%이상 증가

했다(<표 4-3-18>참고). 또한 같은해 사이버범죄 혐의로 인해 검거된 건수는 51,722건이며 내사종

결 사건을 제외한 연령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10대가 34%(10,187건), 20대가 37%(11,185건)로

10·20대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표 4-3-1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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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의 발생이 1999년 1,709건, 2003년 68,445건으로 집계되었다.
2) 사회학적 인식에 따르면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이동의 문화, 연결의 문화, 다원성의 문화, 합성의 문화, 그리고 가상의 문화

의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가상의 사회로서 가상의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통신시스템 그 자체를
비롯한 수많은 가상적이고, 익명적인, 비대면적인, 비인격적인 새로운 보호법익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버범죄의 주요발생 유형은 해킹 및 바이러스 제작유포,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사이버 테러

형 범죄와 불법사이트 운 , 인터넷 판매사기, 불법복제판매, 명예훼손 등의 일반 사이버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표4 -3-20> 참고). 전년도 대비 해킹 및 바이러스 제작유포와 불법 복제판매행위

로 인한 검거건수는 줄어든 반면, 인터넷의 익명성과 파급력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불법사이트 운

,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범죄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의 주요 발생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사이버범죄 중 통신 및 게임사기

등 인터넷사기로 인한 검거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서 2001년 전체 사이버범죄의 13.8%, 2002년

46.3%, 2003년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을 이용한 주요 여

가활동으로 확산되면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그림 4-3-4>는 사이버범죄 발생유형별 검거추이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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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8> 사이버범죄발생및조치현황 (단위 : 건, 명)

<표 4-3-19> 연령별사이버범죄검거현황 (단위 : 명, (%)

<표 4-3-20> 유형별사이버범죄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 조치인원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2001년 33,289 22,693 24,455 650 4,402 19,403

2002년 60,068 41,900 47,251 2,925 18,892 25,434

2003년 68,445 51,722 56,724 4,629 25,521 26,574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statistics/)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2001년 5,052 (100) 2,193 (43.4) 1,661 (32.9) 777 (15.4) 421 (8.3)

2002년 21,862 (100) 8,250 (37.7) 6,876 (31.5) 3,743 (17.1) 2,993 (13.7)

2003년 30,150 (100) 10,187 (33.8) 11,185 (37.1) 5,437 (18.0) 3,341 (11.1)

※주 : 사이버범죄로 인한 검거자 중 내사종결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statistics/)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statistics/)

구분 계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인터넷사기
(통신/게임)

불법사이트
운 불법복제 판매 명예훼손/

성폭력 기타

2001년 22,693 8,099 926 3,141 722 1,312 1,668 5,587

2002년 41,900 9,707 1,964 19,395 862 1,778 2,762 5,432

2003년 51,722 8,891 2,015 26,875 1,719 677 2,976 8,569

계 116,315 26,697 4,905 49,411 3,303 3,767 7,406 19,588



나. 범죄유형별법규현황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을 도구로 이루어지거나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로써 국가규정을 어

기고 사이버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이버 질서에 직접 피해를 끼치는 각종 범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최초 형태는 해커행위가 많아 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피해로 나타났지만, 최

근의 사이버범죄는 점차 다른 범죄대상과 역으로 번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법률 조항들

을 정비하여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범죄에 적

용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형법·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선거법·청소

년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되고 있다. 다음 <표 4-3-21>은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규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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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사이버범죄발생유형별검거추이 (2001~2003)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운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성폭력

해킹/바이러스

인터넷사기

2001

26,875

19,395

8,099 9,707 8,891

3,141

1,668

2,762

1,964

1,778

2,976

2,015

1,719

677
862

1,312
926
722

2002 2003

<표 4-3-21> 사이버범죄유형별적용법규

범죄유형 관련법규 관련항목

해킹/바이러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벌칙)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침해행위등의금지) 

정보통신망법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4(벌칙)
제48조의7(전자문서및물류정보의보안)

개인정보침해

형법 제316조(비 침해), 제318조(고소) 

정보통신망법 제62조(벌칙), 제49조(비 등의보호)

통신비 보호법 제16조(벌칙), 제3조(통신 및대화비 의보호)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벌칙),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의무) 

인터넷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69조(미수범) 



3. 사이버범죄예방과교화

가. 사이버범죄예방대책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면서 범죄인식에 대한 희박성이 두드러지는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

회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로 인해 검거된 10대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2,193명, 2002년 8,250명, 2003년 10,18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자의 증가는 단순히 인터넷인구의 증가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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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1> 사이버범죄유형별적용법규

범죄유형 관련법규 관련항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61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2호

성폭력
정보통신망법 제65조(벌칙)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벌칙)3호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제97조의5(권리의침해죄), 제98조(권리의침해죄)
제102조(고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벌칙),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등)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침해등의금지)
제47조(상습범), 제48조(고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2조(온라인콘텐츠의복제등의죄)
제18조(금지행위등)

스팸메일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벌칙)
제50조( 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무단수집행위등금지)
제62조(벌칙),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제64조(벌칙),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사이버윤락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아동복지법 제40조(벌칙), 제29조(금지행위)

음란물및
화상전시판매등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벌칙)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벌칙)

불법사이트
정보통신망법 제65조(벌칙)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제247조(도박개장)
제248조(복표의발매등)

<표 4-3-22> 10대사이버범죄현황 (2001-2003년) 

구분 발생(건) 검거(명)

2001년 24,455 2,193

2002년 41,900 8,250

2003년 51,722 10,187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statistics)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원인은 우수한 인터넷 환경과 온라인 게임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물질문명에 대한 빠른 적응력, 왕성한 호기심, 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등 청소년 자신의

내재적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간은 이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화려한 아이템이나 높은 레벨로

의 업그레이드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의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성세대보다 새로운 물질문명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과 왕성한 호

기심은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빠르게 적응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시도하게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이 사이버세계의 익명성·비대면성 등의 독특성과 맞물려 죄의식 없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

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대책은 이러한 범죄원인을 어떻게 통제·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사이버범죄 예방대책은 무엇일까. 먼저 사이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좋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환경은 청소년에게 양질의 학습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하며, 사이버범죄로부터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인 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깨끗한 사이버 공간 조성

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e-Clean Korea’캠페인을 펼쳐 전국

민 대상 건전 인터넷 이용 운동을 홍보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불법유해정보신고

및 명예훼손신고, 불건전정보 심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전국

의 지역별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보통신윤리특강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서는 클린넷운동, 건전한 인터넷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통해 네티즌 윤리의

식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한

데,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 인터넷사기 등의 사이버범죄와 폭행, 협박

등 이에 연관된 각종 오프라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게임사 연합을 통해 아이템 판매사기

신고 및 관련 범죄 방지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범죄 증가에 막대한 사회적 책

임을 지는 게임 업체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청소

년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업체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아

이템 현금 거래시 약관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게임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게임 접속시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미성년자의 게임이

용시 부모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 등이 체계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

인 게임업체와 사이버범죄 수사기관간의 핫라인 구축은 불법적인 게임이용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이버범죄 예방방법은 청소년이 예방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단을 시범적으로

운 하고 있는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사 9명을 선정하여 소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활

동단원을 모집하고 활동단을 조직토록 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유기적인 활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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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범죄예방수단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버범죄인식을 높이

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규범에

대한 지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 계층

이 저연령으로 확산되면서 사이버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청소년에게 행동규범과 법질서에 대한

사전교육은 중요한 사이버범죄 예방 요소가 된다. 

이러한 내재적 요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전국 지역의 학교에 정

보통신윤리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법규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

중·고교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 법규교육물은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개발되었으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실제 범죄사례 및 관련 처벌법규를 중심으로 14편을

제작하 다. 

나. 사이버범죄사범교화방안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대개 고학력, 저연령을 특징으로 하며 비교적 안정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작위적이고 우발적인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사범을

교정시설에서 격리수용하는 처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을 개발하여 사회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유용한 범죄관리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며 보호관찰제

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죄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남

부보호관찰지소와 시범적 업무협력에 착수하여 2004년부터는 전국의 21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

력을 추진하여 본격적인 교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초범이면서 반성하고 재

범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든지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와 보호관

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며, 이때 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부과된다. 

사회봉사명령은 위에 제시된 <그림 4-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원이 범죄인에게 부과하고

보호관찰소가 집행을 담당하되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인 특성에 맞게 이행토록 하는 보

호관찰 처분3) 의 하나로써 형사정책적 이념인 범죄인의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그리고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력을 추진하여 사이버범

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분야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의 불법이용에 대한 반성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사회봉사명령집

행은‘중고PC 정비 및 보급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보호

관찰대상에게 부과한 80~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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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현대적인 형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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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사이버범죄사범의보호관찰실시절차도

※자료 :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www.probation.go.kr)

보호관찰대상자

판결의확정일또는
처분의결정일로부터

10일내에신고

지도 및 원호 등
보호관찰개시교육 보호자교육 개별처우계획수립및대상자별분류
범죄예방위원회 지도감독의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원호(취업알선, 직업훈현) 응급구조

성적 양호자 가해자 부정기형종료 가정보호처분종료
보호감호집행면제

준수사항 위반자 경고, 구인, 유치 보호처분변경, 취소 기간연장, 보호관찰정지
선고유예실효 집행유예취소등

개
시

집
행

보호관찰기간 경과
선고유예자(1년) 집행유예자(집행유예기간또는법원이정한기간)
가석방자(잔형기간) 자퇴원자(6월~2년) 보호처분자(단기 6월, 일반 2년)
가출소, 가종료자(3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1급 1년, 2급 6월)

결정 부정기형종료 가정보호처분종료 보호감호집행면제
치료감호종료

취소 및 변경 보호처분변경 선고유예실효 집행유예취소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가종료취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취소

형의 집행 보호관찰기간중금고이상의형의집행

종
료

보호관찰소

판결(결정)문 접수
대상자신고접수

초기상담

검찰청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법원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보호처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가퇴원, 가석방

사회보호 위원회 가출소, 가종료치료위탁

주거지
관찰보호
관찰소에
출석신고

판결(결정)문
10일이내에

송부

<표 4-3-23> KADO 보호관찰소협력내용 (2003년 6월~ 2004년 8월)

구분 협력대상 항목 내용

2003년 시범협력 (서울남부보호관찰지소)
사회봉사명령집행

중고PC 정비 및보급
범죄정도에따라 80-200시간 집행
주요대상 : 소년범, 성인범

인터넷중독성검사 주요대상 : 소년범

2004년 협력확대 (21개 지역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집행 상동

인터넷중독성검사 상동

사이버범죄방지교육
사이버범죄예방특강
미래정보통신기술체험학습(IT월드)
주요대상 : 소년범, 보호자

교화프로그램개발 사이버범죄소년수강명령집행프로그램개발 (10월 개발완료예정)
주요대상 : 소년범

※전국 보호관찰소 현황 : 총 33개소(본소 12개소, 지소 21개소)



이처럼 익명성, 광역성, 신속성, 자극성,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확산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특

히 윤리적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악 향을 주는 공간이 되

기에 용이하다. 나아가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제도

적 차원에서의 교화방안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증하는 사이버범

죄소년에 대한 전문교화체계를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기존의

일반범죄가 사이버 세계를 타고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일반범죄인의 처우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 현격한 비행율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

한 범죄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일반범죄인의 교정책의 답습은 범죄인에 초점을 둔 관리체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이버범죄 사범을 교화하기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서는 사이버범죄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집행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 하반기 완료예정인 사이버범죄소년 수강명령집행프로그램은 사이버윤리전문가, 수강

명령집행 실무자, 인터넷중독전문가 등의 개발진으로 구성되어 4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 하도

록 개발되어 제도화를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의 보호관찰 관련 법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이 대등한 관계로만 규정하여

두고 있어서 각각의 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연방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서는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기본 준수사항 14항목, 특별 준수

사항 11항목을 제시하면서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법원에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4)

따라서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집행제도를 마련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사이버범죄사

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기본처분으로 하여 수강명령 및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조

건을 부과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재범방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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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웅장, 「약물사범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방안」p. 91, 「보호관찰」제 3호, 2003. 



제6절불건전정보유통방지

1. 불건전정보유통현황과문제점

가. 인터넷유해정보의유형과내용

인터넷 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접한 사람에게 나쁜 향을 미치는 정보로

써 음란성과 폭력성 정보를 비롯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고 하는 바, 음란

물 사이트, 엽기 사이트, 폭탄물 제조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유해정보

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4-3-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나. 인터넷유해정보의현황과문제점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는 현재 국내 인터넷상에

떠도는 불법, 유해 정보 수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불법유해정보의 경우,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 2001년에 25,210건이었던 심의 건수가 2004년 10월 현재 57,600건으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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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4> 인터넷유해정보의내용

※전국 보호관찰소 현황 : 총 33개소(본소 12개소, 지소 21개소)

유형 내용

음란

남녀의성기·음모·항문이노출되거나, 성행위 등을표현하는내용
청소년성매매·매춘등을권유·유도·조장하는내용
성관계를목적으로하는만남등을유도하는내용
어린이또는청소년을성유희의대상으로묘사한내용
성학대·변태적인성행위를묘사한내용

명예훼손 개인의사생활침해·초상권을침범한내용
개인이나단체에대한비방이나허위사실에관한내용

폭력/잔혹/혐오
욕설·폭력행사또는조직폭력을하게하거나, 또는 이를미화·조장하게하는등의내용
살인을촉탁하거나, 또는 이를권유·유도·매개하는등의내용
사이버스토킹에관한내용

사행심조장

금전(사이버머니)거래를통한도박행위를권유·조장하는등의내용
불법적인피라미드식 업행위를권유·조장하는등의내용
불법적인경품/복권을강매또는판매하는등의내용
아이템을거래하거나이를판매하는하는등의내용

사회질서관련

자살을미화·권유·조장하거나, 자살방법을적시하거나, 또는 동반자살을유도하는등의내용
범죄관련한내용을미화·권유·조장하는등의내용
불법적인해킹이나바이러스를유포하는행위
특정계층이나종교를비하하는등의내용

기타 상기내용에없는것

※ 자료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internet119.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음란정보의 경우 2001년 14,508

건에서 2004년 10월 현재 47,755건으로 급증하여 21세기 한국의 정보화 단상은 인터넷의 대중화

현상에 못지 않은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확산이라는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만연하기 시작한 시대

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의 급증현상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심의 및 시정조치 건수 증가를 통해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유통

되는 정보의 종류와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통계치는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1)

<표 4-3-25>은 2004년 불건전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2. 불건전정보유통방지정책동향

가. 최근정책동향

불건전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터

넷불법유해정보의방지사업을추진해왔다. 각 기관의역할을표로나타내면 <표 4-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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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5> 불건전정보심의및시정요구현황 (2004년 1월~2004년 10월) (단위 : 건)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47,755 22,855 7,980 5,124 4,654 5,107
명예훼손 737 416 297 101 17 0
폭력/잔혹/혐오 1,196 544 145 360 35 4
사행심조장 794 38 10 25 1 2
사회질서위반 6,266 3,866 3,301 479 3 83
비심의대상 852 0 0 0 0 0
합 계 57,600 27,719 11,733 6,089 4,710 5,196

<표 4-3-26> 인터넷불법유해정보방지를위한주요기관의역할

기관 주요 기능

정보통신부 정보보호및정보화역기능에대한종합적대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윤리교육및관련인력양성
인터넷중독예방상담및관련인력양성
사이버범죄사범교화및사이버범죄예방활동등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해킹·바이러스대응
스팸메일대응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운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정보모니터링과신고센터운
사이버명예훼손및성폭력신고및상담
민간자율규제활동지원등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2배 가까이 충원하고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감시 기능이 그 어느 해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점도 불법 유해정보의 심의 건수에 대한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표 4-3-26>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

대처계획에 따라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사업중 불건전 정보의 유통방지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윤리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와 공무원, 그리고 관련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발생

한 역기능 문제의 관리를 위해 불법 정보의 유통에 연루된 사이버범죄사범을 대상으로 지역별 보

호관찰소의 업무협력하에 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불건전 정

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 스팸 대응센터를 운 하여 메일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를 운 함으로써 정보의 모니터링과 심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인터넷 유해정보의 생산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관련법제

우리 법제는 건전한 정보윤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미풍양속을 해치

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적 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

법·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

회의 설치를 명문화하 다. 이로써 정보통신상에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

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요구를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불건전정보 신고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행위에 대한 규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표 4-3-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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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7> 불건전정보의유통행위규제관련법규주요내용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2 ‘건전한정보통신윤리의확립’에따라불법·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와
청소년보호등에대한정부의시책마련을요구

전기통신사업법

불법통신의금지
정보통신부장관의취급거부·정지·제한등의명령권행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설치목적과업무내용규정
시행령을통해불법통신의취급정지명령등의요청, 심의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 
시정요구내용등을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 동법시행령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표시방법등을고시
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처벌
정보통신제공자에대한정보이용자의정보삭제요구권등을규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설치목적과업무내용규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결정)에 따라전기통신상의음성정보, 상정보및
문자정보에대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3. 불건전정보유통방지활동

가. 불건전정보신고처리및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네티즌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하여 인터넷 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3-28>은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

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1995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시정요구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있다.

연도별 자세한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은 <표 4-3-29>와 같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심의과정을 거쳐 불법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결정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PC통신사 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신고물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검찰청·경찰청·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기구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불건전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3-6>

은 불건전 정보의 신고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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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8> 불건전정보신고처리내용분석현황 (2004년 1월~2004년 10월) (단위 : 건수)

<표 4-3-29> 연도별불법·청소년유해정보심의및시정요구현황 (1995년~2004년 10월) (단위 :  건)

구 분 계

신 고 처 리 내 용

심의상정
(CSS등록)

상담 및 안내

소계 신고
재요청

관계기관
안내 차단요청 자체상담 기타

2004.10월 76,807 36,115 40,692 13,648 6,333 9,248 4,250 7,213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0월 합계

심의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32,221 79,134 57,600 286,060

시정
요구 598 2,137 6,346 12,682 19,729 15,440 21,502 11,033 18,031 27,719 135,217

※주 : 2003. 6. 23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 실시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표 4-3-30> 청소년유해정보결정및고시현황 (1997년~2004년 10월) (단위 : 건)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0월 합계

결정 607 755 90 95 400 816 3,524 6,070 12,357

취소 0 0 7 0 14 470 13 8 512

※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운

2003년 10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

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 해 온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를 확대개편하여‘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운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사

이버 상의 명예훼손 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 뿐 아니라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내용 및 이에 대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4-3-31>과 같다.

다. 스팸메일을통한인터넷유해정보대처

2004년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메일은 인터넷 이용자 중 86.6%가 전자

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우편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하고 광역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하는 이외에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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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불건전정보신고센터운 체제

이용자-파랑새

신고

Internet 119
Hompage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접수/처리

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법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기구

ISP
IP

접속

신고

고발

시정요구
결과통보

결과통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자료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 4-3-31>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접수된피해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피 해 내 용 접 수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상 담 신 고

2001년 1,054 278( 33) 204 22 550 - 1,054

2002년 3,616 1,248(115) 224 53 2,091 442 3,174

2003년 4,217 1,916(894) 557 95 1,649 3,216 1,001

2004년 10월 3,302 1,849(796) 287 69 1,097 3,302 0

합계 12,189 5,291(1,858) 1,272 239 5,387 6,960 5,229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은 음란성 정보를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의 전파수단으로도 악용되어 대량의 스팸메일이 전송되고

있다. <표 4-3-32>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스팸메일 발생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같은 무작위 스팸메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지난 2003년 1월 불법

스팸대응센터(www. spamcop.or.kr)를 개설하여 국민의 스팸관련 상담 및 불법스팸신고를 원활

히 처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일반 국민에게 스팸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

여 처리한다. 이외에도 스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인식제고 활동들을 벌이고 있으며,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도 주력한다. 또한 스팸규제 강화

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스팸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한국발 스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스팸대응기구와의 국제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제공

국내외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내용등급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인터넷 정보의 자율등급 표시 및 해외 음란·폭력정보

등급DB 구축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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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2> 최근 3년간스팸메일유형별사례수 (단위 : 개, %)

※자료 : <2004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4. 7.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음란성정보 367 18.5 1,220 61.0 1,746 87.3
일반 상품·서비스홍보및광고(DM) 1,050 52.8 609 30.5 170 8.5
경품 및돈벌기정보 285 14.3 90 4.5 68 3.4
불법 SW(CD판매 등) 홍보 및광고 246 12.4 56 2.8 11 0.6
도박, 복권 관련내용 13 0.7 17 0.9 5 0.3
행운의 편지 12 0.6 1 0.1 0 0.0
기타 14 0.7 7 0.4 0 0.0

합계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표 4-3-33> 자율등급표시현황 (2001년~2004년 10월) (단위 : 건)

구분 자율등급표시 건수

2001 1,701

2002 3,255

2003 1,088

최적화(2001-2003) 삭제 -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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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03

※주 1. 2001. 9. 24부터 국내 자율등급표시 웹서비스(www.safenet.ne.kr)를 제공하고 있음
※ 2. 국내자율등급표시 정보에 대한 최적화 작업(2003.12.531)을 통하여 중복데이터 1,088건을 삭제·변경하여 2004.1월부터 누적건수 변경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또한 해외의 음란·폭력 사이트 등은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

한 규제방안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을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에서 유입되는 불건전 정보를 선별하여 차단할 수 있는 등급DB를 구축하고 있다. <표 4-3-34>는

2004년 10월까지 구축된 등급DB 현황을 나타낸다.

마. 불건전정보차단SW 보급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음란스팸차단 SW인‘음란스팸잡이’

를 개발하여 2003년 1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보급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 개발완료된 내용선별 SW를 기술이전하여 35개 기술이전업체에서 다양한 내

용선별 SW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 차단 SW 보급현황을 살

펴보면 <표 4-3-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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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4> 해외에서유입되는불건전정보등급DB 구축현황 (2001년~2004년 10월) (단위 : 건)

※주 1. 2001.10 불건전정보 차단DB의 구축을 종료하고, 기존의 해외 불건전정보 차단 DB 총131,700건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여 109,010건을 등급DB로 전환함
2. 해외등급DB에 대한 최적화 작업(2003.1.2 기준)을 통하여 접속불능(폐쇄)데이터 38,192건을 일괄 삭제하여 2004.1.2부터 누적건수 변경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구분 등급DB 구축 건수

2001년 119,914

2002년 51,224

2003년 39,035

최적화(2001~2003년) 삭제 -65,364

2004년 10월 26,829

합계 171,638

<표 4-3-35> 불건전정보차단SW 보급현황 (2001년~2004년 10월) (단위 : 건)

구분 음란스팸차단 SW
(음란스팸잡이) 내용선별 SW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SW

2001년 - - 45,441

2002년 - 95,499 126,386

2003년 249,778 305,624 99,594

2004년 10월 650,018 446,958 21,447

합계 899,796 848,081 292,868

※자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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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통신접근성제고정책동향

1. 정보통신접근성개념및정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정보화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개인, 조직, 국가 전체가 정

보생활을 위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부재가 중

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Accessibility) 개념은 이를 정의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접근성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한 인식의 부족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

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

한다. 리모컨, 전화, 자동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노인·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정

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국, EU, 호주,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제

도 개선, 관련 포럼 지원, 장애인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개발 지원 및 보급사업 실시 등

을 추진하 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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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정보통신접근성주요정의

구 분 정 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와 정보통신 서비스 등 정보통신 제품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 (2002. 1 정보통신부 고시)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다양한 능력, 숙련, 요구,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로벌 요구사항
(ISO 13497, 1997).

Benyon (2001) 장비의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 to equipment)과 모든 잠재적 사용자들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작의 적합성(Operational suitability)



2. 정보통신접근성해외정책동향

가. 미국

1988년 장애인기술지원법(Technology 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은 정보통신기술이 장애인의 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4년 개정되면서 관련 기술의 이

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실험실과 국립장애 및 재활연구소 (NIDDR :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와 연계하 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은 고용, 공공서비스, 공중 이용시설, 통신, 교통수단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전화 서비스 이

용 환경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중계서비스(TRS :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와 자막 및 화

면 해설 방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 개정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은 255조에서 정보통신 장비·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과 서비스

를 설계·개발·제조·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개

정하면서 통신법 255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 것보다 한층 더 강한 요구를 연방정부에 부과

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장애인용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를 확장 시켰다.

나. 국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

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조에

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

을 요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말에는 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에서는 국 정부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 다.

2000년 2월 제정된 지침(Code of Practice)에는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향상 수단으로

Speech-to-text 전환 서비스, 화면 자막 서비스, 상물에 대한 수화 통역 서비스, 문자 전화기, 

상 전화기 제공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낭독기능 제공, 음성테이프를

통한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웹 사이트 구축, 화면 해설 서비스, 문자 및 화면확대

기능 제공 등을 예시하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의 장애인 접근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호주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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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모든 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

단으로 법무장관에게 각 역별 표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천 계

획 수립을 권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을 위해서는 인권 및 동등기회 보장위원회(HEROC: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가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의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National Relay Service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정보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각 통신회사들이 분담하는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의무 사업자인 Telstra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전화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상보급하고 있으

며 이 또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서 보전하고 있다.

라. EU

1999년 12월에 발표한「e-Europe」계획의 10대 추진과제 중 디지털환경에 대한 장애인들의 성

공적인 참여(e-Participation)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으며, 2003년을‘장애인을 위한 유럽

의 해(Europ ischer Jahr)’로 선언하고 1,200백만 유로의 금액을 재원으로 마련하 다. 또한 암스

테르담 조약의 부속선언 22번에서도 공동체의 기관들은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2000년 6월에 발표한「e-Europe 2002」에서는 3대 목표와 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e-Accessibility의 행동과제에서 장애인의 취업기회 개선을 위해 IT제품의 접근성을 위한‘Design

for all’표준출판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인터넷 접속점 구축과 모든 지역공동체에서의 교육훈련과

원격근무 설비를 갖춘 원격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 다. 특히 유렵연합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

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정보사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화 사회

(Information Society for All)’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해 웹 사이트가 준수해

야 할 사항을 포함하 다. 

2002년 5월에 그동안 발표한 유럽의 실질적인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의 완성을 실현

할 수 있는 4가지 핵심내용을 포함한「e-Europe 2005」를 발표하여 지속적으로 EU간의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REHACARE International

2004」에서‘제1회 Design for All and Assistive Technology Award’상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 수여하는 등 유럽연합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이다.

마. 일본

일본은 고령자·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10월 정부·민간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정

보장벽 해소 환경정비 연구회’를 설립하 으며, 2002년 12월부터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ICT활

용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 고, 정보통신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의 선

진적 지견도 활용하면서, 정보통신이 장애인·고령자 모두에게 한층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과제와

방책을 검토하여 2003년 5월에 보고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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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을 이용한 장애인·고령자의 자립지원을 위한「신 장애자기본계획」을 2002년 12월에 수

립하 으며, ‘2005년 세계 최첨단 IT국가화’라는 목표로 수립된「e-Japan 중점계획」의 중간단계

에서 기존의 성과를 재검토하여「e-Japan 중점계획 2004」5개 분야를 수립했는데 공통연구과제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시정을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공공시설에 인

터넷 도입 촉진과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점자정보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5월에 수립하 다. 

2004년 6월에 개정된「장애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이용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하

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정보통신 기기 보급, 편리성 증진,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정비 등을 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는 문구를 추가하 으며, 또한 일본의 정보통신 접근성(웹, 기기)관련 표준(JIS

X Z 80711), JIS X 841-12), JIS X 8341-23), JIS X 8341-34))을 제정하 다.

3. 우리나라의정보통신접근성정책동향

앞서 살펴본 외국의 동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

련 포럼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법·제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이 중에

서 정보통신 접근과 관련이 있는「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

법」등을 살펴보고, 특히 접근성 전반을 다루고 있는‘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2002. 12월 개정) 제 16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2항

에서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

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2. 12월 개정) 제 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

장)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노령자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 3항에서는 이용편의 증진을 위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2001. 4월 개정) 제 20조(정보에의 접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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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IS Z 8071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른 규격작성배려지침」, ISO/IEC Guide71의 JIS화
2) JIS X 8341-1 「고령자·장애인 배려설계지침-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 1부: 공동지침」, (2004년 5월20일)
3) JIS X 8341-2 「고령자·장애인 배려설계지침-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 2부: 정보처리장치」, (2004년 5월20일)
4) JIS X 8341-3 「고령자·장애인 배려설계지침-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 3부: 웹콘텐츠」, (2004년 6월20일)



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률」(1999년 1월 개정) 4조(접근권)에서는 장애인등이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

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장애인·노인등의정보

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 다(<표5-1-2>참조). 

나.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운 지원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동향,

표준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간의 정보교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할 수 있

는 장을 만들기 위해 2002년 5월‘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장 손연기)’의 창립을 지

원하 다. 본 포럼은 크게 정책, 정보통신, 웹 접근성의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운 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총 3회의 운 위원회와 7회의 접근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실태조사, 국내외 스크린리더 비교연구, 국내 소

프트웨어의 단축키 실태를 조사하 다. 2002년 9월에는 국제 웹 접근성 평가지침에 따라 웹 페이

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A-Prompt’한국어

버전 개발을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3년 8월에 개발 완료하고, 이를 포럼 홈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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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주요사항

·제 1조 (목적) : 
이 지침은 장애인·노인 등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와 정보통신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권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제 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노인 등의
사용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노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문서 제작을 권고함

·제 7조 (통신사업자에의 권장) :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유선 및 무선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하여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하여 화면에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그래픽정보를 음성출력장치의 이용이 가능한 텍스트
형식의 정보와 함께 제공, 청각장애를 지닌 사용자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음성정보를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텍스트 형식의
정보도 함께 제공함을 명시함

·2장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 
9조(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10조(반응시간의 보완), 11조(시력의 보완 및 대체), 12조(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13조(청력의 보완 및 대체),
14조(음성입력의 대체), 15조(인지능력의 보완)을 명시함

·3장 (웹 문서에 관한 설계 지침) : 
16조(그래픽 및 청각 정보의 보완), 17조(색상 식별 능력의 보완), 18조(반응시각 및 움직임의 보완), 19조(독립적인 접근), 20조(적절한 문서
형식의 사용), 21조(프레임의 사용), 22조(표의 사용), 23조(외국어 사용), 24조(탐색과 이동), 25조(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명시함

※ 자료 :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항을위한권장지침> 2002.1



2003년에는 홈페이지 관리자 및 디자이너 300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인식실태를 파악하 으

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Korea Web Contents Guideline) 1.0을 12월에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TTA)에 단체표준으로 상정하 다. 

2004년에는‘저작도구 접근성’을 비롯한 4개의 표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화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정보통신기기인 ATM기기, KIOSK단말기 등 IT관련기기·시스템 등의 접근

성 표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정보통신접근성정책방향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엔지니어 및 기업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2003년 3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6%만이 웹

접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를 해결하고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 및 보급,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접근성 준수 우수 제품 소개 및 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연구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 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 제

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발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표준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급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장애인 정보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

개발 대상 기술의 수요조사 및 발굴, 관련 연구수행, 기술개발기관 지원, 사후관리 및 상용화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관련 인력양성도 시급하다. 아직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부

족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관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연수

토록 하고, 국내 IT 관련학과에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교에 관

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접근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2002.1월)을 제정하여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및 웹 문서

에 대한 설계 지침을 제공하 고, 동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침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는 접근성 지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침의 자

율 준수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정보격차해소

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부 조달시 접근성을 준수한 제품에 한해 구매하는 강제화 방안과,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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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웹접근성준수실태

1. 조사개요

인터넷이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떠오른 요즘, 인터넷

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화된

행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컴맹이라 일컫는 컴퓨터 미숙자나 신체적인 제약이 있어 인터넷상

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인터넷의 접속과 이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

의 방안으로 접근성의 고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 국민을 위해 여러가지

행정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웹 사이트는 반드시 전 국민을 위한 접근성의 보장

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의 인터넷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웹의 접근성에 대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보

장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에 이루어졌던 웹

접근성 준수 실태 분석과, 2004년 4월 우리나라 주요 정부기관과 16대 국회의원들의 웹 사이트 등

정부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편화된 기준에 맞춰 접근성 준수실태를 분석한 결과와 인지적 측

면(활자체의 크기, 웹 사이트의 일관성 등) 등을 고려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부

관련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

는 것이다.

먼저 2003년에 조사 보고 된 결과에 이어 1년간 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의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리스트와 함께 16대 국회의원들이 제공하는 웹 사이트 리

스트를 추가하여 뽑았다. 이러한 리스트들은 서울 교육청에 링크되어 있는 주요 사이트 리스트와

일반적인 검색엔진을 통해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발췌하 으며 공공기관 70개의 웹 사이트, 국

회의원 및 정당은 285개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성의 준수에 대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는 선정된 정부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화된 평가 도구를 도

입하 고 자동화된 도구에 의해 검토되지 않는 부분인 인지적 측면에 관해서도 다루어보았다.

자동화도구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자동적으로 평가해 주는 프로그램들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

이 쓰는‘Bobby’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으며, 자동화로 검토되지 않는 부분은 인지적

feature(특징, 측면, 기준)와 Lighthouse International의 text legibility( 의 명료화) 기준 7개를

rating(평가)하 다.

접근성 평가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채택하 다. 

미국 재활법 508조의 세부지침과 월드 와이트 웹 컨서시엄(W3C :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지침에 준거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를 평가하 는데 미국 재활법 508조 세부 지침은 미국의 접근성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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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Board)에 의해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999년 제정된 W3C WAI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의 14개 가이드라인을 기

준으로 웹 접근성 준수 평가를 실시하 다.

2. 정부기관웹사이트의접근성준수실태

2003년 서울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발췌한 74개의 주요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중에서 서버다

운 현상 및 인터넷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만료된 사이트가 발생하여 7개 사이트가 제외되었고 최

종적으로는 67개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 다. 67개 웹 사이트 중

WCAG 1.0의 중요도(Priority) 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30%가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미국이 60%정도 준수하는 것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차 분석은‘Bobby’의 새로운 버전인 5.0을 기준으로 실시하 는데 한국의 전자정부 포털 사

이트(www.egov.go.kr)를 통해 제공되는 66개의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접근성 준수 여부

를 분석하 다.  이 중 분석대상으로 적합한 웹 사이트는 총 63개로, WCAG 1.0의 중요도 1을 기준

으로 16개가 접근성을 준수한 반면, 47개(74.6%)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과 대동소이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003년의 연구와 2004년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두드러진 것은, 2003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웹 사이트가 2004년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웹 사이트의 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하

여 판정이 수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2003년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트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아직도 여러가지 미비한 점

들이 보이긴 하지만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여전히 2003년과 Bobby 결과가 유사하며, 75% 정도의 웹사이트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볼때 웹 사이트의 보편적인 접근성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정당및국회의원웹사이트의접근성준수실태

우리나라 정당 및 16대 국회의원의 웹 사이트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과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의 웹 사이트를 통해 선정된 285개 사이트의 웹 접근성의 준수 실태를 파

악한 결과 16개의 정당 중 WCAG 1.0의 기준에 맞추어서 합격한 사이트는 하나도 없었으며, 지난

16대 국회의원의 총 285곳의 웹 사이트들 중에서 보편화 Access의 지침을 적절히 준수한 웹 사이

트는 3곳으로 전체의 1.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당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기준에 적

합하지 못한 웹 사이트를 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및 노인 등 신체적 활동에 제한이 있

는 계층들에게 정보제공의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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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인권익단체의 웹 사이트도 추가적으로 접근성 준수에 대해 분석이 이

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지적기준에따른웹접근성준수실태

신체적이거나 혹은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웹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 이상 특

수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의 정보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체

적 부자유와 인지적 장애 등의 불편함을 고려한 웹 접근성의 고려는 더욱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장애인·노인을위한정보통신접근성향상권장지침」을 공포한 적이 있다.

대부분 시각과 관련된 지침이며, 인지장애를 극복하거나 보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비게이션의 일관성 또는 웹 페이지상의 링크수를 5개 이하로 줄이는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웹 사이트 중 분석이 가능한 57개의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들에 준거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이 기준은 시각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혹 시각장

애가 있더라도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웹을 사용할 때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필요로 하

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웹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활자체 크기 조절여부 -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를 통해 활자체의 크기조절이 가능하다. 그

러나 웹 디자인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사용될 경우는 이 옵션의 조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러한 옵션의 조절은 평균 PC 사용자보다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사용자만이 이러한 활자

체 조절의 옵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분석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이유는 인터넷 익스플

로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이다. 

2) 활자체 색상 - 흰색과 검은색의 배율이 가장 쉽게 알아보기 위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 배경에 흑백이외의 다른 색이 많이 쓰이고 있다. 중요부분이나 제

목 등 일반인들에게 돌출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색상의 사용은 더욱 활발하다.  

3) 자의 크기 - 자의 크기가 최소한 16~18포인트는 되어야하고, 다른 활자체에 의존하여

서로 비슷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읽기 - 모든 웹 사이트들은 누가 보더라도 읽기 쉽게 명료화되어야 한다. 에서 밑줄이나

빈 공간 등이 적어도 자크기의 25~30%정도는 차지해야 한다. 

5) 활자체 종류 - 특별한 장식이 없는 견고딕체(예, 실버)와 같은 활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읽

기가 더 쉽기 때문에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기가 적절하다. 반면에 장식이 많은 궁서체(예, 실실버버)와

같은 활자체는 강조와 같은 특별한 목적에 일반적으로 쓰인다.

6) 활자체 스타일 - 로만체의 들이 이탤릭체 등의 자체보다 읽기가 수월하다.

7) 자 사이의 간격 - 자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쉽게 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지

만, 대부분의 웹 사이트들은 자의 종류와 활자체에 따라서 자 사이의 간격이 변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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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공공기관웹사이트의접근성조사결과

Site 2003년 2004년
http://www.ombudsman.go.kr(국민고충처리위원회) Error Types : 2, 4 Passed

http://www.pacst.go.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 Passed

http://www.pcgi.go.kr (정부혁신추진위원회 ) 2, 4 X

http://www.pcpp.go.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 3, 4 1, 5

http://www.pcsd.go.kr (대통령자문 지속발전위원회 ) 1 1

http://www.pcsme.go.kr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2, 4, 6 2, 4, 6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 2, 4 2

http://www.rda.go.kr (농촌진흥청 ) 1 1

http://www.sinmoongo.go.kr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 2 2, 4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 1 1, 5

http://www.truthfinder.g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X 2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 1, 5 1, 5

http://code.gcc.go.kr/ (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 ) Passed Passed

http://www.bai.go.kr/ (감사원 ) Passed 1

http://www.kicac.go.kr/ (부패방지 위원회 ) Passed 1

http://www.korail.go.kr/ (철도청 ) Passed 1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 Passed Passed

http://www.mma.go.kr/ (병무청 ) Passed Passed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 Passed Passed

http://www.moj.go.kr/ (법무부 ) Passed Passed

http://www.most.go.kr/ (과학기술부 ) Passed 1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 Passed Passed

http://www.pss.go.kr/ (경호실 ) Passed Passed

http://www.opm.go.kr/(en/ (국무총리실 ) Passed Passed

http://www.rrc.go.kr/ (규제개혁위원회 ) Passed Passed

http://www.sarok.go.kr/ (조달청 ) Passed Passed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 Passed 2, 4

http://www.acdpu.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Erroe Types : 1 1, 5

http://www.allim.go.kr (국정홍보처 열린 정부 알림마당 ) 1 Passed

http://www.bohun.go.kr (국가보훈처 ) 2, 4 1, 2, 3, 4

http://www.chungsa.go.kr (정부청사관리소 ) 2 2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 2, 4 2, 4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 1, 2, 4 1, 2

http://www.epc.go.kr (비상기획위원회 ) 1, 2, 3, 4 1, 2, 3, 4

http://www.foa.go.kr (산림청 ) 1, 5 Passed

http://www.fsc.go.kr (금융감독위원회 ) 2 2, 3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 1, 5 1, 5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X 2, 3, 4

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 1, 5 1, 5

http://www.kipo.go.kr (특허청 ) 1, 5 1, 5

http://www.kma.go.kr (기상청 ) 1 1, 2, 4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 1, 2 2, 4

http://www.maf.go.kr (농림부 ) 2, 4 1, 2

http://www.me.go.kr (환경부 ) 1 1, 5

http://www.mnd.go.kr (국방부 ) 1, 5 1, 5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 X 1, 2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 2, 3, 4 1, 5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 1 1, 2, 3, 4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1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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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공공기관웹사이트의접근성조사결과

<표 5-1-4> 인지적기준에따른공공기관웹사이트의평가결과 (1)

Site 2003 2004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 2, 3, 4 1, 2, 3, 4, 5

http://www.moge.go.kr (여성부 ) 1, 5 2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1, 2, 4 2, 3, 4

http://www.molab.go.kr (노동부 ) 1, 5 1

http://www.moleg.go.kr (법제처 ) 1, 5 1, 5

http://www.momaf.go.kr (해양수상부 ) 1, 2, 4 Passed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 1, 5 1, 5

http://www.neac.go.kr (국민경제자문회의 ) 1 2, 4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 2 Passed

http://www.nmpa.go.kr (해양경찰청 ) 1 1, 2, 3, 5

http://www.nso.go.kr (통계청 ) 2, 4 2

http://www.nts.go.kr (국세청 ) 1, 2, 3, 4 1, 5

http://www.ocp.go.kr (문화재청 ) 1 1

Site URL Text Size
Control

#Links on 
1st Page

navigation
Consistency 비고

경기도교육 (자료실) http://arc.ken.go.kr/ Failed 13 100%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Failed 41 100% 시각장애인창

충청북도교육청 http://www.cbe.go.kr/ Failed 91 75%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 Failed 44 100% 시각장애인용 페이지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Failed 57 75%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www.dje.go.kr/ Failed 43 100%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산림청 http://www.foa.go.kr/ Failed 37 75%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Failed 34 75%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Failed 95 75% 시각장애인용, 텍스트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ce.go.kr/ Failed 56 100% 시각장애인용 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http://www.kbe.go.kr/ Failed 73 100%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Failed 56 75%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kfda.go.kr/ Failed 54 100% 텍스트, 시각장애인 페이지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http://www.kiee.org/ Failed 18 75%

특허청 http://www.kipo.go.kr/ Failed 62 75% 텍스트모드, 시각장애인 도우미

기상청 http://www.kma.go.kr/ Failed 8 50% 시각장애인창

강원도교육청 http://www.kwe.go.kr/ Failed 53 75%

농림부 http://www.maf.go.kr/ Failed 30 75% 시각장애인/노인전용 페이지

환경부 http://www.me.go.kr/ Failed 54 75% 화면 확대창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 Failed 64 75% 음성서비스, 텍스트모드

산업자원부 http://mocie.go.kr/ Failed 62 100% Ctrl+J를 누르면 시각 장애인용
페이지로 이동함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Failed 78 75% 장애인도우미, 텍스트모드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Failed 82 75%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Failed 84 100%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Failed 58 100% 시각장애인창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Failed 80 100% 노인/시각장애인창

노동부 http://www.molab.go.kr/ Failed 89 100% 시각장애인창

법제처 http://www.moleg.go.kr/ Failed 50 100% 음성정보서비스 이용중

※자료 : 집필자 내부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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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인지적기준에따른공공기관웹사이트의평가결과 (1)

※자료 : 집필자 내부자료, 2004

Site URL Text Size
Control

#Links on 
1st Page

navigation
Consistency 비고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Failed 73 100% 시각장애인, 텍스트모드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Failed 67 100% 시각장애인, 텍스트모드

국가정보원(국정원) http://www.nis.go.kr/ Failed 36 100%

해양경찰청 http://www.nmpa.go.kr/ Failed 35 100% 시각장애인 모드

사이버경찰청 http://www.npa.go.kr/ Failed 45 100% 시각장애인, 텍스트모드

통계청 http://www.nso.go.kr/ Failed 10 75% 시각장애인용 모드

국세청 http://www.nta.go.kr/ Failed 33 75% 시각장애인 모드

문화재청 http://www.ocp.go.kr/ Failed 46 75% 시각장애인 모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 Failed 53 75% 시각장애인 모드

여성부 http://www.moge.go.kr/ Failed 56 100% 시각장애인, 텍스트모드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Failed 55 75% 시각장애인 모드

국가보훈처 http://www.pvaa.go.kr/ Failed 47 75% 시각장애인용 모드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Failed 69 75%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Failed 43 100% 시각장애인창

울산광역시 교육청 http://www.use.go.kr/ Failed 45 50%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code.gcc.go.kr/ Failed 13 100%

감사원 http://www.bai.go.kr/ Failed 50 100%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Failed 27 100% 시각장애인창

철도청 http://www.korail.go.kr/ Failed 97 75% 장애인창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Failed 50 100% 시각장애인창

병무청 http://www.mma.go.kr/ Failed 110 75%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Failed 78 75% 시각장애인창

법무부 http://www.moj.go.kr/ Failed 58 100%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kr/ Failed 48 100%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Failed 50 100% 시각장애인창

경호실 http://www.pss.go.kr/ Failed 41 100% 시각장애인창

국무총리실 http://www.opm.go.kr/ Failed 48 75% 시각장애인창

규제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Failed 35 100%

조달청 http://www.sarok.go.kr/ Failed 58 100% 시각장애인창

<표 5-1-5> 인지적기준에따른공공기관웹사이트의평가결과 (2)

Site URL Errors
경기도교육청 (자료실) http://arc.ken.go.kr/ Letter spacing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Contrast, Type Color
충청북도교육청 http://www.cbe.go.kr/ Font Family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Size,Font Family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Font Family, Contrast, Type Color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www.dje.go.kr/ Contrast, Type Color
산림청 http://www.foa.go.kr/ Contrast, Type Color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Font Style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Contrast, Type Color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ce.go.kr/ Type Color
경상북도교육청 http://www.kbe.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Style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Type Color, Leading, Letter Spacing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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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인지적기준에따른공공기관웹사이트의평가결과 (2)

Site URL Errors

사단법인 한국 교육환경연구원 http://www.kiee.org/ Contrast, Type Color, Point Size,Leading, Font Style

특허청 http://www.kipo.go.kr/

기상청 http://www.kma.go.kr/ Font Family

강원도교육청 http://www.kwe.go.kr/ Contrast, Type Color, Point Size,Leading, Font family

농림부 http://www.maf.go.kr/ Point Size, Leading

환경부 http://www.me.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Family,Letter spacing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 Contrast, Type Color, Leading

산업자원부 http://mocie.go.kr/ Type Color, Leading, Letter Spacing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Point size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Font style, Letter Spacin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Leading, Font Family, Font Style,Letter Spacing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Style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Type Color, Leading, Font Style

노동부 http://www.molab.go.kr/ Contrast, Type Color, Leading, Font Style, Letter Spacing

법제처 http://www.moleg.go.kr/ Type Color, Point Size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Contrast, Leading, Letter Spacing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Font Family, Letter Spacing

국가정보원 (국정원) http://www.nis.go.kr/

해양경찰청 http://www.nmpa.go.kr/ Contrast, Point Size, Leading,Letter Spacing

사이버경찰청 http://www.np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Point Size, Font Style

국세청 http://www.nta.go.kr/ Contrast, Type Color, Point Size,Leading, Font Family

문화재청 http://www.ocp.go.kr/ Contrast, Point Size, Leading, Font Family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 Contrast, Type, Color, Point Size Leading, Font Family

여성부 http://www.moge.go.kr/ Type, Color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Contrast, Type Color, Leading Font Style, Letter Spacing

국가보훈처 http://www.pvaa.go.kr/ Font Family, Font Style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Type Color, Point Size, Leading, Font Family, Font Style,
Letter Spacing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Contrast, Point Size, Font Style, Letter Spacing

울산광역시 교육청 http://www.use.go.kr/ Type Color, Point Size, Font Family,Font Style, Letter Spacing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code.gcc.go.kr/ Type Color, Point Size, Leading, Font Family, Font Style

감사원 http://www.bai.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Family, Font Style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Type Color, Point Size, Font Family, Font Style

철도청 http://www.korail.go.kr/ Contrast, Leading, Font Family,Font Style, Letter Spacing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Contrast, Point Size, Leading, Font Family

병무청 http://www.mma.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Family ,Font Style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Family, Font Style

법무부 http://www.moj.go.kr/ Contrast, Leading, Font Family, Font Style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kr/ Contrast, Point Size, Leading, Font Family, Font Style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Contrast Type Color, Font Family,Font Style

경호실 http://www.pss.go.kr/ Contrast, Font Size, Font Family

국무총리실 http://www.opm.go.kr/ Contrast, Font Style

규제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Type Color, Point Size, Font Family, Font Style

조달청 http://www.sarok.go.kr/ Contrast, Leading, Font Family,

※자료 : 집필자 내부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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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인지적기준에따른공공기관웹사이트의평가결과 (3)

Site URL Text Size
Control

#Links on 
1st Page

navigation
Consistency 비고

종로구 http://jongno.seoul.go.kr/ Failed 90 100

은평구 http://eunpyeong.seoul.go.kr/ Failed 55 100

도봉구 http://dobong.seoul.go.kr/ Failed 95 100

노원구 http://nowon.seoul.go.kr/ Failed 101 100

성북구 http://songbuk.seoul.kr/ Failed 42 100

성북구자원봉사 http://jawon.seongbuk.go.kr/ Failed 23 100

중랑구 http://jungnang.seoul.kr/index.jsp Failed 75 100

중랑구소방서 http://www.fire.seoul.kr/~jungnang/ Failed 40 100

중랑구경찰서 http://cn.smpa.go.kr/Failed 49 100 Failed 49 100

동대문구 http://dongdaemun.seoul.go.kr/ Failed 55 100

동대문구보건소 http://www.ddm.go.kr/health/index.html Failed 9 100

광진구의회 http://council.gwangjin.go.kr/ Failed 31 100

광진구문화원 http://www.kjcc.or.kr/ Failed 26 100

성동구 http://seongdong.seoul.go.kr/ Failed 45 100

성동구문화센터 http://www.sdlib.or.kr/ Failed 21 100

용산구 http://yongsan.go.kr/index.asp Failed 52 100

마포구 http://mapo.seoul.go.kr/ Failed 48 100

서대문구 http://www.seodaemun.seoul.kr/index.php Failed 60 100

강서구 http://www.gangseo.seoul.kr/portal/index.jsp Failed 52 100

자원봉사센터 http://www.gangseovc.or.kr/ Failed 41 100

양천구 http://yangcheon.seoul.go.kr/ Failed 62 100

강서교육청 http://www.gsedu.seoul.kr/gsedu/user/main/default.jsp Failed 36 100

강남구청 http://www.gangnam.go.kr/frame.jsp Failed 67 100

서초구청 http://www.seocho.seoul.kr/ Failed 31 100

장애인복지센터 http://www.freeget.net/ Failed 112 100 음성, 자동응답창

관악구청 http://www.gwanakgu.seoul.kr Failed 82 100

강서구청 http://www.gangseo.seoul.kr/portal/index.jsp Failed 84 100

구로구청 http://guro.seoul.go.kr/ Failed 70 100

동작구청 http://dongjak.seoul.go.kr/ Failed 91 100 시각장애인창

부산광역시 http://www.metro.busan.kr/ Failed 70 100 시각장애인창

동구구청 http://www.donggu.busan.kr/ Failed 84 100

해운대구청 http://www.haeundae.busan.kr/ Failed 91 100

교통공단 http://www.subway.busan.kr/ Failed 54 100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 Failed 103 100 시각장애인창

여성문화회관 http://dwcc.daegu.go.kr/ Failed 22 100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index.htm Failed 96 100 시각장애인창

인천시립도서관 http://museum.inpia.net/museum/index2/index.htm Failed 22 100 시각장애인창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Failed 114 100 시각장애인창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 Failed 103 100 시각장애인창

여성문화회관 http://dwcc.daegu.go.kr/ Failed 22 100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index.htm Failed 96 100 시각장애인창

인천시립도서관 http://museum.inpia.net/museum/index2/index.htm Failed 22 100 시각장애인창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Failed 114 100 시각장애인창

시립미술관 http://artmuse.gjcity.net/ Failed 22 100



결과적으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모든 정부관련 웹 사이트들은 접

근성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둘째, 홈페이지의 링크수가 8~110개까지 생성되어있으며, 겨우 8

개의 웹 사이트가 링크수 14개 이하 다. 나머지 홈페이지 중에 51개의 사이트(89%)는 30개 이하

의 링크를 다루고 있었다. 셋째, 하지만 네비게이션의 일관성에 대한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다. 30개의 사이트는 100%의 일관성이 있었고, 25개의 사이트는 75%, 2개의 사이트가

50%의 일관성을 보 다. 

이 결과의 의미를 높이 볼 수 있는 이유는, 75개의 웹 사이트 중에 75%가 일관성이 있었는데 많

은 경우에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들에 비해 화려하거나, 다음 페이지와 전혀 다른

상황의 페이지들이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페이지의 네비게이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75%라는

점수가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음을 말해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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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인지적기준에따른공공기관웹사이트의평가결과 (3)

Site URL Text Size
Control

#Links on 
1st Page

navigation
Consistency 비고

시립도서관 http://citylib.gwangju.kr/web/index.htm Failed 49 100

지하철건설본부 http://subway.gjcity.net/ Failed 32 100

대전광역시 http://www.metro.daejeon.kr/main.jsp Failed 82 100

대덕구청 http://www.daedeok-gu.daejeon.kr/ Failed 43 100

울산광역시 http://www.metro.ulsan.kr/ Failed 82 75 시각장애인창

울산시의회 http://council.ulsan.kr/ Failed 34 100

남구청 http://www.namgu.ulsan.kr/ Failed 73 100

경기도 http://www.gyeonggi.go.kr/ Failed 177 100 음성서비스

장애인정보통신망 http://www.korre.net/ Failed 88 100

관광공사 http://www.kto.or.kr/ Failed 83 100

고양시청 http://www.goyang.go.kr/main.jsp Failed 88 100

파주장애인 복지관 http://www.pajurehab.or.kr/home/ Failed 50 100

강원도 http://www.provin.gangwon.kr/ Failed 131 100 시각장애인창

강원도의회 http://council.gangwon.kr/ Failed 18 100

태백장애인 복지관 http://www.tbrehab.or.kr/ Failed 24 100

충청북도 http://www.provin.chungbuk.kr/ Failed 157 100 노인, 장애인창

충주시 http://www.chungju.chungbuk.kr/ Failed 93 100

충청남도 http://www.chungnam.net/index.jsp Failed 122 100 시각장애인창

여성정책개발위원회 http://www.cwpdi.re.kr/ Failed 41 100

전라북도 http://www.provin.jeonbuk.kr/ Failed 60 100

전라북도의회 http://211.232.13.10/assem/ Failed 70 100 장애인창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korean/main.html Failed 85 75 장애인창

전라남도의회 http://jnassembly.go.kr/korean/index.html Failed 44 100

경상북도 http://www.gyeongbuk.go.kr/ Failed 84 100

경북노인전 문요양병원 http://www.andongyuri.co.kr/ Failed 42 100

경상남도 http://www.gsnd.net/ Failed 72 100

경상남도의 회 http://www.gncl.co.kr/ Failed 65 75

제주도 http://www.jeju.go.kr/ Failed 68 100 장애인창

제주항공 http://www.jejuair.net/ Failed 30 75

제주시 http://www.jejusi.go.kr/ Failed 140 100 장애인창

※자료 : 집필자 내부자료, 2004



5. 결과분석

정부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2003년과 2004년의 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 접근성 준수에 있어 전

혀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각한 것은 정당의 웹 사이트와 16대 국회의

원의 웹 사이트들도 수많은 노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Bobby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된 분석결과들은

왜곡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다. 어떠한 웹 사이트들은 WCAG 1.0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나절정도

의 시간을 투자하여 수정이 가능한 반면, 다른 웹 사이트들은 전면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와 더불어, 지침들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준수하지 않은 자동화된 분석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를테면, 위스콘신대학의 TRACE연구센터에서 2002년까지 자동화된 Bobby분석에서 지침을 다 지

켰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WCAG 1.0과 WCAG2.0지침의 공저자 이면서 TRACE연구센터 소속인 Gregg Vanderheiden

교수의 설명에 의해서 자동화된 분석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결과보고서의 지침들을 수작업으

로 검토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실버산업전공의 웹 사이트의 이미지에는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미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이 점을 삽입할 수 있는데, 자동화된 프로그램에서는 이 점

의 삽입이 불합격으로 처리되지만, 수작업을 통해 비교하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를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WCAG의 지침들은 필수사항이지만, 웹 사이트의 관리에서는 필수사항만 만족시키

는 것에 한정짓지 말고 사이트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 실태조사의 결

과에 의해서 검토된 웹 사이트들이 인지장애인들의 욕구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지장애란 굳이 치매와 같은 심각한 병뿐만 아니라 낮은 교육층의 인터넷 사용자인 경우에도

웹 접근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군집인 경우에 노화과

정에 뒤따르는 지적능력의 저하와 낮은 교육수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웹 접근성이 더욱 떨어

짐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존재하거나 개발 중인 지침들의 정보처리능력 공감각이나 지각과 같은

인지관련 측면들을 포함해야 웹 접근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2003년 한

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웹 개발자 또는 홈페이지 관리자의 74%가 웹 접근성

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월드와이드웹의 개발자인 Time Berners-Lee가 주창한 대로“웹이 가지는 힘(Power)은 웹의 보

편성에 있으며,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웹의 정신을 실

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웹 접근성의 보편화를 실행하여야 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에서부터라도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수정하고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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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

국, 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접근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 현황, 국 및 아일랜드의 접근성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전자정부홈페이지의접근성준수실태

미국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는 매년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무려 198개국에 달

하며, 이들 국가의 1,935개 정부 웹 사이트를 분석하 다. 이 조사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가 세계 32위라고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정보제공, 다국어

정보 제공, 장애인 접근성, 전자서명, 보안, e-메일 정보제공 등 총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

으며, 대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가 각각 1, 2, 3, 4위를 차지,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4 브라운대학교 평가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평가하 는데, 2003년과 동

일하게 14%의 세계 전자정부 사이트만이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의 중요도 1(Priority 1)1)을 기준으로 평가하 으며, 평가를 위해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인‘Bobby’를 활용하 다. 

이번 조사에서는 접근성 준수율과 페이지별 접근성 오류 수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접근성

준수가 매우 낮은 나라로써는 토고(Togo), 세인트루시아 (Saint Lucia), 도미니카 공화국, 소말리

346 제1장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과 표준화

<표 5-1-7> 2004년브라운대학교세계전자정부홈페이지평가결과

순위 국가 평가점수 순위 국가 평가점수

1 대만 44.3 2 싱가포르 43.8

3 미국 41.9 4 캐나다 40.3

6 중국 37.3 7 호주 36.7

14 국 33.0 24 인도네시아 32.0

29 일본 30.8 32 대한민국 30.5

1)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1.0)은 중요도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항목은 장애인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must) 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

※자료 : <Global e-Government 2004> 미국 브라운대학교, 2004



아, 우즈베키스탄, 콩고 공화국, 중국, 라트비아, 러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요 국가의 접근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42%, 스웨덴 45%, 뉴질랜드 57%, 아일랜

드 68%, 국 55%, 캐나다 81%, 호주 61% 등 선진국들이 높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나라는 7%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25%, 홍콩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웹사이트 페이지별 접근성 오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미국 4개, 스웨덴 14.5개, 뉴질랜드

5.9개, 아일랜드 2.6개, 국 5.2개, 캐나다 1.3개, 호주 1.7개 등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이트에서는 한 페이지당 23.2개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국의웹접근성준수실태

2004년 4월 국 장애인인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는 시티 대학(City

University)에 위탁하여 국에서 운 되고 있는 홈페이지 1,000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실

태를 파악하 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전자상거래, 포털,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등 광

범위한 분야의 홈페이지가 분석되었다.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5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웹 접근성 준수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면접

을 실시하 다. 둘째, 시각장애인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한 Focus

Group 연구를 수행하 다. 셋째, 국에서 운 되고 있는 1,000개의 홈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를 자동으로 평가해 주는 도구를 활용하여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 다. 넷째, 장애인의 실

제 웹 사이트 이용시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00개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 사용자 테스트 및 전

문가 평가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는 웹 접근성 준수의 실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

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잘 고려된 홈페이지 3개와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홈페이지

3개의 이용실태를 비교하 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의 홈페이지 1,000개 중 무려 808개(81%) 사이트가 국제

표준화 지침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WCAG :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의 중요도 1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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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세계전자정부홈페이지접근성준수실태

국가 WCAG
준수율(%)

페이지별
오류수(개) 국가 WCAG

준수율
페이지별
오류수

호주 61 1.7 캐나다 81 1.3

중국 0 72.4 대만 0 25.5

핀란드 33 30.7 국 55 5.2

홍콩 20 7.7 아일랜드 68 2.6

일본 25 14 대한민국 7 23.2
뉴질랜드 57 5.9 싱가포르 3 23.7

스웨덴 45 14.5 스위스 15 55

미국 42 4 베트남 13 17.8

※자료 : <Global e-Government 2004> 미국 브라운대학교, 2004



19%의 홈페이지만이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CAG 1.0의 중요도 1 항목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Focus Group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

근성이 낮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접근

성이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려

4.8정도의 시간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웹 사이트 운 자의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인식, 개발시 고려현황, 테스트 수행, 향후 계획 등 모든

부문에서 대기업이 접근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 체제(Operating System) 및 인터넷 브라우저는 접근

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많은 장애인들은 운 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

저를 사용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을 돕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확대기 등 보

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제품이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러한 제품의 업그레이드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제품에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실제 인터넷 사용에서 겪는 어려움의 45%는 국제 표준화 지침에서 제

공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대상자들이 보조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

는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 다.

국 장애인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15개의 정책

적인 제안을 하 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웹 담당자

는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 정책 개발, 우수사례의 적용,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제고 사업 전개, 웹 개발 시작단계부터 장애인의 참여 활성화, 웹 접근성 가이드라

인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보조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제시하 다. 

또한 국의 인터넷 사용성 및 접근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Nomensa사는 2004년 5월 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FTSE (Financial Times(FT) and the London Stock Exchange(SE)) 100의 홈페이

지 접근성을 테스트한 결과를 발표하 다. 이번 보고서는 2003년에 이어 2번째 발표된 것으로

W3C WCAG 중요도 1, 2, 3의 준수 실태를 파악하 는데, 특히 대체 텍스트, 코드 유효성, Skip

Link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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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웹사이트운 자의접근성인식현황 (대기업vs 중소기업)

※ 국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1995년에 제정되었음
※ 자료 : <The web Access and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 a formal inverstigation conducted by the disability right commission>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2004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250명 미만)
접근성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 97% 69%
장애인차별금지법(DDA) 하에서 책임 인식 88% 48%
접근성 정책을 갖고 있음 76% 34%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250명 미만)
사이트를 개발할 때 접근성을 고려함 68% 29%
테스트 수행 71% 17%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88% 58%



본 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는 중요도 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지 11%만이 접근성을 준수한

반면, 2004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26%가 늘어난 37%가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접근성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 텍스트(Alt-text) 제공은 41% 사이트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표 5-1-10>과 같다.

국 FTSE 100대 기업 중에서 Gallaher Group, Prudential, Centrica, HBOS 등의 순의로 웹 접

근성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테스트 범주에서 실패한 기업은 Allied Domecq,

BOC Group, WM Morrison, Whitbread, Wolseley으로 나타났다. 

3. 아일랜드정부홈페이지의접근성실태

아일랜드의 인터넷 컨설팅 회사인 EIAS(Ennis Information Age Services)는 2004년 4월 아일랜

드 정부 홈페이지 30개의 접근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 다. 본 평가에 따르면 W3C WCAG

1.0을 모두 준수한 홈페이지는 단 1개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4개의 홈페이지가 WCAG

1.0을 65% 이상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8개의 주요 항목, 즉 대체 텍스트의 품질(Quality of Alts), 일관된 네비게이션

(Consistent Navigation), 명확한 링크, 의미있는 페이지 타이틀, 명확하고 간결한 콘텐츠, 크기 조

정 가능성(Scaling), 유효한 HTML, 접근키(Access Key)의 존재유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이

중 대체 텍스트의 품질, 일관된 네비게이션, 명확한 링크, 의미있는 페이지 타이틀, 명확하고 간결

한 콘텐츠라는 5가지 항목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비효과적(0), 부분적으로

효과적임(2), 효과적(2)이라는 기준을 활용하 다. 이외에 크기 조정 가능성, 유효한 HTML, 접근

키의 존재라는 3가지 항목은 제공여부에 따라 잘못됨(0), 잘됨(1)으로 평가하 다. 주요 조사결과

는 <표 5-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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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0> 국 FTSE 100대기업의접근성준수실태

구 분 중요도 1 준수 대체 텍스트 코드 유효성 Skip Links 접근 키 (Access Key)

2003년 11% 21% 1% N/A 1%

2004년 37% 41% 1% 3% 2%

※자료 : <Nomensa, Report-Accessibility of FTSE 100 Company Company websites,> Nomensa, 2004

<표 5-1-11> 아일랜드정부홈페이지의접근성준수실태

구 분 준수율(%) 구 분 준수율(%)

대체 텍스트 (Quality of Alts) 60 명확하고 간결한 콘텐츠(Clear and concise contents) 83

일관된 네비게이션(Consistent Navigation), 77 크기 조정 가능성(Scaling) 50

명확한 링크 (Clear Link) 53 유효한 HTML (Valid HTML) 3

의미있는 페이지 타이틀 (Meaningful page title) 47 접근키 (Access Key) 3

※ ( )은 숫자는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에서 일반인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100으로 설정하여 다른 것들을 비교한 결과임
※자료 : <Accessibility Report 2004-30 Irish central Government State organisations> Ennis, 2004 



제4절국내외웹접근성표준화동향

인터넷이 생활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인

터넷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외 선진국

및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에서는 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웹접근성표준동향

국내 웹 접근성 관련 표준으로는 2002년 1월 정보통신부 고시로 제정된‘장애인·노인등의정

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과 민간 표준화 포럼인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에서

제정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있다. 정보통신부 권장지침은 크게 총칙,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지침, 웹 문서에 대한 설계 지침 및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웹 문서에 대한 설계지침은 <표 5-1-12>와 같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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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2> 웹문서에대한설계지침

제16조 (그래픽 및 청각 정보의 보완)
① 웹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래픽 정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의 대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거나,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대체

페이지가 제공되도록 한다.  
② 웹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청각적 정보는 동일한 내용의 대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제17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웹문서에서 색상의 식별로서만 인지 가능한 정보는 색상의 사용 없이도 인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형식과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제18조 (반응시간 및 움직임의 보완) 
웹문서에서 움직이거나 깜빡거리는 내용물과 자동으로 갱신되는 개체에는 정지 및 속도 조정 수단이 제공되거나, 움직임을 생성하는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가 제공되도록 한다.

제19조 (독립적인 접근) 
웹문서의 개체는 마우스 이외의 다양한 입력 및 제어 방법과 보조기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한다.

제20조 (적절한 문서 형식의 사용)
웹문서는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와 스타일 쉬트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낭독기에 의해 제대로 읽혀질 수 있도록
제작되도록 한다.

제21조 (프레임의 사용) 
웹문서에서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프레임의 제목과 프레임 사이의 연관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2조 (표의 사용)
웹문서에서 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속성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3조 (외국어 사용)
웹문서 제작자는 불필요한 외국어 및 은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부득이 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24조 (탐색과 이동)
① 복잡한 계층 구조로 구성된 웹문서에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탐색과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웹문서에서 탐색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제25조 (새로운 기술의 적용)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웹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형의 웹브라우저로도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 자료 :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 권장지침> 2002.1



2002년 제정된 정보통신부 권장지침이 실제 홈페이지 제작시 참고하기에는 어려우며 새로운

웹 기술을 반 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통신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을 중심으로 2003년 12월에‘한

국형웹콘텐츠 접근성지침 1.0’을 마련하 으며, 2004년 12월에 TTA 표준 등록되었다. 

본 지침은 국, 호주, EU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WCAG1.0(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과 WCAG 2.0 및 미국 재활법 508조를 기반으로 국내 웹 기반 환경을 고려하여 재

구성하 다. 특히 국내 웹 개발자 및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지침에서 중요시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 으며 국내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과의 호환성을 검토하

다. 또한 본 지침은 <표 5-1-13>과 같이 14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미국의웹접근성표준동향

미국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해 왔다. 1996년 개정된 미국 통신법

(The Telecommunication Act) 255조, 미국 장애인법(ADA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 다. 특히 1998년 개정된 미국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에서는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보급, 유지보수 및 사용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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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3>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1.0

지침번호 지침의 요구 조건 (내용)

1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중에서 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와 동기되는 대체 매체를 제공해야 한다.

3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이미지 맵 기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측 이미지 맵을 사용하거나 서버측 이미지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텍스트로 구성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5 콘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며,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레임별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

6 콘텐츠는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8 웹 콘텐츠는 반복적인 네비게이션 링크(repetitive navigation link)를 뛰어넘어 페이지의 핵심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실시간 이벤트나 제한된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등은 사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읽거나, 상호작용을 하거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10 데이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구성하는 데이터 셀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11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12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서식 구성 요소, 필요한 기능, 작성 후 제출 과정 등,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스크립트, 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4 콘텐츠가 항목 1에서 13에 이르는 13개 검사 항목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 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텍스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또는 웹 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하 다. 본

법의 준수를 위해 제정된 기술표준 중 §1194.22인‘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

그램’에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 5-1-14>와 같이 15개 지침을 제정·공포하여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고 있다. 

3. 일본의웹접근성표준화동향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어서 2015년에는 국민의 25%가 65

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

는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 서비스, 생활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기와 서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얻어 성립시킨 최초

의 ISO 가이드인‘ISO/IEC 가이드 71’1)를 제정하 으며, 이를 근간으로 2003년 6월 20일에 일본

공업규격‘JIS Z 8071’2)을 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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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4> 미국의웹접근성제고를위한 16개지침

§1194.22 
항목번호 요구 조건 (내용)

(a) 텍스트가 아닌 요소에도 해당하는 텍스트 요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alt,’‘ongdesc’를 사용하거나 요소 내용 안에 표시한다).

(b) 멀티미디어에는 동등한 대체 요소가 멀티미디어 내부에 합성되어야 한다.

(c) 웹 문서에 표시된, 색상을 이용한 정보는, 색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맥을 통해서나
마크업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d) 문서는 연결된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e) 서버 측의 이미지맵의 각 활성화된 부분마다 별도의 텍스트 링크가 지정되어야 한다.

(f) 이미지맵의 각 부분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면, 서버 측의 이미지맵 대신 클라이언트 측의
이미지맵을 제공해야 한다.

(g) 데이터 테이블의 행과 열 헤더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h) 행과 열의 헤더에 있어서 2개 이상의 논리 수준을 갖는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마크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셀과 헤더 셀을
연결해야 한다. 

(i) 프레임은 프레임 확인과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텍스트로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

(j) 웹 문서는 스크린이 2Hz 이상 55Hz 이하의 주파수로 깜빡이는 일이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k) 
어떤 웹 사이트가 이 장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작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정보와 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텍스트만으로 작성된 별도의 웹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만으로 작성된 웹 문서의 내용은 원래의 문서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함께 업데이트해야 한다.

(l) 웹 문서에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표시하거나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할 때는, 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능적
텍스트로 표시하여 보조 기기로 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m) 웹 문서에서 내용 판독을 위해 애플릿, 플러그인, 기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는 §1194.21의 (a)항부터 (l)항을 준수하는, 플러그인이나 애플릿을 제공하는 주소를 링크해야 한다.

(n) 전자 양식을 사용하고 온라인 상태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가 전자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고 안내문 및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필드 요소, 기능 등을 접근하기 위해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o) 반복되는 이동 링크를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 ISO/IEC GUIDE 71, 「Guidelines for standards developer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1년 11월 제정

2) JIS Z 8071,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규격 작성 배려 지침,」2003년 6월20일 제정

※ 자료 : 미국재활법 508조 중 119.22



그러나 ISO/IEC 가이드 71 또는 JIS Z 8071는 어디까지나 규격 책정을 위한 지침이므로 이 지침

에 의거하여 제정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련되는 표준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에 따

라 일본규격협회에서는 2001년 4월, 협회산하의 정보기술표준화센터(INSTAC)에‘정보기술 분야

공통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표준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기술분야의

접근성향상을 위한 공통지침, 정보처리장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및 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한 지침 등 3가지 분야의 규격을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2004년 5월 20일에

는 제1부: 공통지침(JIS X 8341-1:2004), 제2부: 정보처리장치(JIS X 8341-2:2004)에 관한 일본공업

규격을 제정하 으며, 2004년 6월 20일에는 제3부: 웹콘텐츠(JIS X 8341-3:2004)에 관한 일본공업

규격을 제정하 다. 

일본규격협회의 정보기술표준화센터(INSTAC)에서는‘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 조사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2001년 3월에는‘정보격차해소위원회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01

년 4월에는 일본정부의 위탁을 받아‘정보기술 분야공통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접근성 향상에 관

한 표준화 조사위원회(위원장：야마다 하지메 교수)’를 조직하고 두개의 실무위원회(WG)를 구

성하여 세 가지의 규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 다. WG1은‘정보기술 분야공통 접근성 표준안 조

사 연구’를 담당하 으며, WG2는‘소프트웨·접근성 표준안 조사 연구’를 담당하 다. 

웹 콘텐츠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WG2에서 담당하 으며, W3C산하 WAI의 WCAG1.0,

WCAG2.0 및 재활법 508조 등의 지침을 참고하여 웹 콘텐츠 접근성에 관한 일본공업규격(JIS X

8341-3)을 완성하 다. 현재 웹 콘텐츠 접근성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은 임의 표준이나 앞으로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강제 표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웹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경우 이 표준이 강제로 적용된다. 일본

공업표준화법 제67조(일본공업규격의 존중)에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조달하는 광공업 제품

에 관한 사양을 정할 때 일본공업규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5년에는 조달 관련 부

처가 합의한‘컴퓨터 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과 관련되는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의 표준 가이드’에 따

르면, 조달하는 컴퓨터 제품 및 서비스의 규격은 일본공업규격,  ISO규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민간 분야의 경우에, 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관련 표

준(JIS X 8341-3)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JIS X 8341-3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은 모두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침은 또다

시 몇 개의 세부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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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5> JIS X 8341-3의접근성향상을위한9개지침

지침번호 제 목 (내용) 검사항목의 수

5.1 규격 및 사양 2

5.2 구조 및 표시 스타일 7

5.3 조작 및 입력 9

5.4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표현 5

5.5 색깔 및 형태 3

지침번호 제 목 (내용) 검사항목의 수

5.6 자의 속성 3

5.7 오디오의 속성 2

5.8 콘텐츠의 움직임과 깜박임의 제한 2

5.9 언어 및 문장과 관련한 접근성 6



4. W3C의웹접근성표준동향

미국을 제외한 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국 등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s)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본 지침은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산하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에서 1999년 5월에 제정한

것이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제정의 목적은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웹을 제작함에 있어 신체적

으로 불편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제작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WCAG 1.0 지침은 크게 14개의 지침(Guideline)과 65개의 검사항목(Checklists)으로 구성되어

있다. 65개의 검사항목 중에서 16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으

로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재활법 508조의 §1194.22의 모체가 되었다. 

WCAG1.0은 미국의 508조, 일본의 웹접근성 공업규격(JIS X 8341-3:2004) 및 기업체의 자체 표

준을 제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유럽, 호주에서는 현재까지 자국의 표준으로 인정되

고 있다. 

이와 함께 W3C에서는 보조기술의 기술발전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WCAG1.0을 개정하기로 결

정하고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여 왔다. 그 결과, 2004년 10월 현재 WCAG 2.0 지침의 working

draft (2004. 7월 제정)가 공개 중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렵하고 있다. WCAG2.0에

따르면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인지가능성

(Perceivable), 운 가능성(Operable), 이해가능성(Understandable), 견고성(Robust)의 4가지 원

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5-1-16>과 같이 총 14개의 지침을 원칙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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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6> WCAG 2.0(working draft) 중 14개지침

원칙 지침
번호 요구 조건(내용) 적용

레벨

인지성

1.1 모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2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물은 동기되는 미디어 대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1

1.3 정보, 기능, 구조 등을 표시형태로부터 분리하라. 1

1.4 시각적 표시물의 경우에는 전경의 자나 색깔을 배경과 쉽게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 1

1.5 오디오 표시물의 경우에는 전경의 오디오를 배경의 오디오로부터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운용성

2.1 모든 기능을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

2.2 실시간으로 동작하거나 경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콘텐츠를 읽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시간 제한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2.3 감광성 간질을 야기하는 콘텐츠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2.4 사용자가 콘텐츠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2

2.5 오류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해성
3.1 콘텐츠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3.2 콘텐츠는 쪽 단위로 일관성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상호 작용을 위한 구성 요소들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1

내구성
4.1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술은 표준에 따라야 한다. 1

4.2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접근성이 있거나 대체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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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

1. 개요

보조기술 혹은 재활공학은 고아기술(orphan technology)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 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작기 때문에 보통 소규모 기업들이 활동한다. 전체 장애인을 고려하더라도 큰

시장이라 할 수 없는데다가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니즈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한 기술과 제품이 필

요하게 되어 시장은 파편화(fragmented) 되고, 개별 제품을 위한 시장은 작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생존할수 있는 기업의 규모 역시작을 수 밖에 없으며 제품은높은 가격대를형성한다.

이러한 고아기술의 특징은 주로 단기적인 시장 니즈만을 충족시키며 현재의 기술과 제품이 후

속 기술과 제품으로의 진화를 위한 기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좁은 시장에서는 회임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소극적이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기술과

는 상이한 원천에서 발생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만 이러한 제

품과 기업 역시 선행 제품과 기업과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된다. 

이렇듯 보조기술 산업과 시장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한계

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은 보조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보조기술

특히,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왔는데 이 중 정보통신부가 가장 적극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1999년에 수립된 정보화기본계획인「Cyber Korea 21」에

장애인을 위한 SW와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할 것을 명시하 다. 

정보통신부는‘Cyber Korea 21’을 토대로 1999년에 산·학·연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를 중심

으로「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2000년과 2001년에 <표

5-2-1> 과 같이 기술개발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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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정보통신부의「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기술개발계획」추진결과

구분 기술개발 과제

2000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메뉴 및 문자· 상 데이터의 음성 출력기술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발

청각·시각장애인의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한 실시간·자동자막처리 기술 및 음성변환 기술개발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면 키보드 개발

2001년

한 자동 수화 애니메이션 시스템 개발

청각/언어장애인용 유선통신 대화장치 및 보조기기 개발

촉각 및 음성을 이용한 인간친화형 휴대용 장갑형 정보단말기 개발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점자책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

보행 안내 및 경보 발생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반 장애인용 휴대 단말기

뇌파 기반의 차세대 휴먼 인터페이스 개발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와는 별도로 1999년에 시각장애인용 촉각·음성기반 휴대 정보단말기

(한소네)와 청각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TRS)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8년에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시각장애인을 위한 웹브

라우저(웹아이)’를, 1999년에는 직접‘시각장애인용 화면읽기 프로그램(드림보이스)’개발을 지

원하 다. 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저시력인을 위한 화면확대

프로그램(엘비)’를, 문화관광부는 1997년에‘시각장애인 전문가를 위한 문서편집기’개발을 지

원하 다.

2001년에 수립된「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주관

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기

기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2. 부처별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동향

2002년 이후 완료 혹은 개발 중인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정보통신

관련 보조기술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운

하는 국가연구개발 종합관리시스템(kordi)을 검색하여 선별하 다.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한 과제에 대한 개요만을 출력해주기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통신부는 <표 5-2-2>에서 볼수 있듯이 2000~ 2002년까지‘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는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이 향후 서비스되는 디지털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

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의 실시간 자동 자막처리 및 화속 변환기술을 개발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상, 데이터의 음성 변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송 뉴스 인식률 85%와

실시간 10배 이내로 방송 음성 및 발화 속도를 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한 수화 자동 애니메이션 시스템’개발 과제의 목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화를 실시

간 애니메이션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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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금 주관기간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 2000~2002년 1,644 전자통신연구원
한 수화 자동애니메이션 시스템 2001~2003년 218 명지대
청각/언어장애인용 유선통신 대화장치 및 보조기기 2001~2003년 228 (주)아이컴시스템즈
보행안내 및 경보발생을 위한 장애인용 휴대단말기 2001~2003년 230 (주)워치비젼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기술 2001~2002년 150 (주)한빛소프트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음성 받아쓰기 기술 2001~2003년 752 전자통신연구원
촉각 및 음성을 이용한 인간친화형 휴대용 정보단말기 2001~2003년 178 성균관대

청각/언어장애자의 수화자동 번역기 2002~2003년 100 브이티(주)

※ 위 표의 과제들은 2003년까지 완료된 과제로서 2003년 이후 신규 선정되어 진행 중인 과제는 제외
※ 자료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인체 3D 모델을 이용하여 고품질 수화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하는 동시에 표정 연기 및 립싱크

를 구현하 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 유선통신 대화장치 및 보조기기 개발’과제는 난청인, 언어장애인, 농

아를 위해 일반 전화망을 통해 음성과 동시에 그래픽을 이용하여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제의 성과를 기반으로 아이컴시스템즈는 노트폰이라는 제품을

출시하 으나 판매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 다. 

‘보행 안내 및 경보 발생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반 장애인용 휴대 단말기 개발’과제의 내용은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기술과 DGPS 기반 개인 항법 기술을 개발하여 휴대용 컴퓨터 시각

단말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 부진하여 중단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제작 및 서비스를 기술 개발’과제의 내용은 오디오

도서와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편집기와 포맷을 개발하고 그러한 포맷의 파일을 시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플레이어와 관련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음성받아쓰기 기술’과제는 음성인식기술과 음성합

성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입출력 PC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국어

연속음성인식엔진을 활용하여 음성받아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 윈도우 화면 출력에 필요

한 공통기반기능을 라이브러리로 개발하여 화면낭독 기능을 연구하 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기

반으로 전자우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촉각 및 음성을 이용한 인간친화형 휴대용 장갑형 정보단말기의 개발’과제는 통해 Piezo 촉

감출력기를 활용하여 출력모듈을 개발하고, 입력모듈은 장갑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입출력 모듈을 PDA에 접속할 수 있는 포트와 함께 점자용 전용 드라이버의 개

발을 완료하 다. ‘청각언어장애자의 수화 자동번역기’개발 과제의 목표는 장갑을 통해 손의 모

양, 방향, 위치를 수치화하여 무선신호로 목걸이에 전송하면 그 목걸이에서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

로 수화에 해당하는 음성을 출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과제들은 주로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지만 이외에

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웹을 통한 색각장애인의 자동진단

및 색상 보정 SW 개발 과제를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지원하 다. 개발 목적은 웹을 통

한 색각 장애인의 자동 진단 및 색상 보정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임상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

이다. 나아가 의학적인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색각 장애자도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색상을

정상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사용자를 웹을 통하여 색각 검사를 수행하면 자

신의 색각 이상 여부 및 특성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자동으로 받고 진단 결과는 사용자의 웹 브라

우저에 삽입된 색상 적응 모듈에 전달되어 사용자의 색각 특성에 맞도록 색상이 변화하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웹-콘텐츠의 보상된 색상을 원래의 색상처럼 인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상인과

동등한 시각적 이미지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술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할 분야가 언어, 발달(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분야이다. 정보통신부는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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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인을 위한 언어생활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 다. 언어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AAC 기기의 개발을 목표로 한 이 과제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아이콘을 선

택하면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을 생성 및 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노트북이나 타블렛 PC에서 운용

되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범용의 50개 어휘 규모의 의미심볼을 작성하고 한국어 어휘와 의미심볼 간의

정합 정보를 부가한다. 둘째, 문장의 술어부 예측 및 복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역 의존적인 한

국어 전자사전 등을 구축한다. 셋째, 문법 형태소 복원 알고리즘과 문법 형태소 사전을 개발하고

한국어 문장 생성 시스템을 설계한다. 넷째, 실제 언어장애인의 어휘 사용 정보 수집, 사용자의

연령과 장애 정도 등 범위와 시스템 적용 장소 및 상황 등에 대해 고려하여 가장 활용도 높은 대

상 역을 확정하여 4개 이상의 역에 대해 400개 이상의 어휘 규모로 언어 장애인의 실사용 어

휘를 수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제는 현재 프로토콜 타입 수준에서 완성되었다.

과학기술부는 목적기초연구사업을 통해‘블라인드 신호처리 및 EEG 특성을 이용한 BCI와 장

애인의 원격기기 조작에 관한 연구’를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지원하 다. 이 과제의 목

표는 인지력, 사고력 등은 명료하나 사지나 언어에 장애가 있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컴

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뇌파가 뇌기능 연구수단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뇌파를 측정할 때 종종 포함되는 잡파 중 가장 흔하고 시각적으

로 쉽게 구별이 가능한 안면근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뇌파를 분석하여 2채널로 실시간 인

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뇌-컴퓨터간 통신을 통한 커서 및 방향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간친화복지로봇시

스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지능형 주거 시스템

개발과 인간친화적인 복지·재활 공학시스템 연구 등의 기술적 목표와 장애인·노약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는 복지 기술의 전문가 육성을 인력 양성 목표로 갖고 있다. 이 연구센

터에서는 1999년 3월부터 2008년 2월간 총 10년간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 여기에는 4개의 총괄과제와 1개의 단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2개의 과제가 장애

인 정보통신 보조기술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친화적 복지·재활 공학시스템 연구라는

총괄과제 하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휠체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침대

로봇, 휠체어와 침대로봇을 연결하는 구동부, 손제스처 인식을 이용한 지능력 주거공간의 소프트

리모컨, 홈네트워크를 이용한 지능형 주거공간의 관리 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장

애인·노약자를 위한 작업장의 보조 로봇시스템의 개발이라는 총괄 과제 하에서 작업 보조 로봇

시스템 완성, 작업 보조용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개발, 장애인·노약자 작업자용 유무선 통신 기

술의 개발, 작업 보조용 비전 기술의 개발 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

통용 어휘상징체계 수립, 진단 모형 및 프로토콜 개발 연구’를 2002년부터 2년 과제로 지원하고 있

다. 이 과제는 HW나 SW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이기 보다는 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이

지만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국내의 언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치료

에는 아직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이 과제는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의 국내 특수교육 및 언어치료에서의 임상적 적용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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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작을 위하여 1차 년도에는 AAC 활용의 기초가 되는 AAC 어휘와 상징체계 수립을 위한 진

단 모형을 개발하고, 2차 년도에는 이를 기초로 한 진단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보건복지부는 휴먼 의료공학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성고분자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동적 점자출력기 개발을 2002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지원하 다. 현재 점자출력모델에 사용

되는 소형 솔레노이드(solenoid) 핀을 기능성 고분자 구동기로 대체하여 동적 점자출력기를 개발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산업자원부는 산업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시력 보조장치의

개발’을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지원하 다. 개발 목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시력 향

상 및 시력개선시 조정이 가능한 소형 전자시력 보정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최종적으

로 Enhanced Vision사의 Jordy와 같은 HMD(Head Mounted Display)형 양안 시력보조장치를 개

발하는 것으로 밝기, 대조, 농담, 평활화, 이진화, 반전, 윤곽, 크기 확대 등의 실시간 처리 기능을

위한 기술을 구현하려 하 다.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량화 및 소형화를 위해 광학시스템의 무

게 및 부피를 소형화하고, 배터리의 상대표시 및 충전기 내장 등의 상품화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구현하고 휴대 간편화를 위한 구조 연구(접이식, 탄력적 구조설계)를 하 다. 

중소기업청은 주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보조기술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지원하

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은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거나

자율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구성한 컨소시

엄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 향후방향에관한제언

한 국가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그

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한다는 것은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

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볼 때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술적 지원은 아직 일천하다. 정책적인 재활보

조기기 지원 품목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지원 품목을 보면 아직까지는 휠체어나 목발 등 기본

생활 위에 관련된 일부품목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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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중소기업청의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지원현황

과제명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수행년도

시각장애인용 지능형 화면입·출력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김창일) 2002. 5∼2003. 2

농아인과 건청인과의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수화인식 및 생성시스템 개발 위덕대학교(김태수) 2001. 4∼2003. 3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변환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명지전문대(이형묵) 2002. 5∼2003.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조 시스템 개발 서원대학교(이희만) 2002. 5∼2003. 2

지체 및 발성 장애인을 위한 포인팅 음성 재생시스템 개발 진전문대(이윤희) 2003. 5∼2004. 2

정보소외계층용 특수 인터넷 키워드 기술 개발 한성대학교(오종택) 2003. 5∼2004.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 장치 관동대학교(배철수) 2003. 5∼2004. 2

※자료 : 국가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Kordi) 검색 결과



특히 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이용과 사회참여는 무엇보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그리고 접근성이 낮은 정보통신기기로 인해,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보완해 줄

보조기기에 대한 무지와 부족으로 인해 어렵고 힘이 드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의 정보통신 보조기술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보유 기술 수준에서는 선진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 다만 기업들은 확실한 시장 전망

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은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막연한 어려움만 호소하거나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

은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

이 제한된 잠재적인 시장이나마 실제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보조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지 않는다면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품의 국산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기술적으로 어

렵지 않으면서 국산제품이 없거나 부진한 경우가 바로 중증지체나 뇌성마비자에 필요한 각종 스

위치이다. 또한 단어 예측(word prediction) 솔루션이 없어 뇌성마비, 중증지체, 언어장애자 등이

필요한 모든 단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는 뇌성마

비, 발달(자폐) 장애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기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본이 되는 상징언어 개

발이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선진국에도 동종의 유사한 제품이 없는 것을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술적 방법과 기기들을 도입하되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개발 방향일

것이다. 해외에서 정착된 동종의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 세부적인 성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한 우수

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보조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관

련산업 육성이란 측면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개별 기업이 보조기기를 개발하고자 하여도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지원받기가 힘들

다. 즉, 장애인의 니즈를 아는 사람은 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으며 기술자들은

장애인들의 니즈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제품 개념과 개발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불완전한 지식을 전달받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심사하거나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중에 상담 및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보조기기 산업의 시장은 제도화된 시장이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정상인보다 소득수준

이 떨어지는 반면 양질의 보조기기는 제한된 시장에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화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기술 개발은 물론 개발된 제품의 보급 모두에 적용된다. 기업 존립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을 때 기술과 제품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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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현황

1. 시각장애인용정보통신보조기기

가.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프로그램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모든 개체를 음성합성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

에게 읽어주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다. 외국에서 개발된 것들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X-Vision Technology에서 개

발한‘센스리더’와, 이트렉 인포다임(ETREK Infodigm)의‘이브(Eve for Windows)’이다.  

먼저 X-Vision Technology의‘센스리더(Sense Reader)’는 MS 윈도우즈 운 체제에서 모니터

에 표시되는 자나 그래픽을 음성이나 점자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XP 윈도우즈를 포함한

MS 윈도우즈계열의 모든 운 체제를 지원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컴퓨터의 과부하나 shut down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센스리더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리뷰기능으로 사용자가 쉽게 컴

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메신저, 워드나 엑셀 등과 같은 응용프로그램

에서 모든 메뉴의 접근이 가능하다. 센스리더를 설치하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과 센스독서기 프

로그램이 같이 설치된다. 센스독서기는 여러 가지 텍스트로 된 파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합

성 소프트웨어이다. 센스리더에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Standard Edition과 전문가를 위한 Power

Edition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브(EVE for Windows)’는 이트렉 인포다임에서(ETREK Infodigm) 개발하 고, 2000년 이

후 지속적으로 버전이 업데이트된 상태이며, 현재 2.5버전까지 출시된 상태이다. 자, 단어, 문

장, 블록 등 다양한 읽기 방법을 지원하며, 제목읽기, 윈도우 간략히 읽기, 상태표시줄 읽기, 전체

읽기 등 현재 윈도우의 특징을 알려주는 기능, 읽은 내용을 히스토리로 저장하여 상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탐색기, 메모장, 워드패드, 계산기등 기본적인 윈도우 기능 뿐 아니라 워드, 엑셀 등의 MS-오피

스 등 윈도우 응용프로그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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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스크린리더프로그램

제품명 센스리더 (Sense Redaer) 이브 포 윈도우즈(EVE for Windows)

이미지



나. 화면확대프로그램

‘엘피(LP Windows)’는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되는 텍스트 및 그래픽을 최대 16배까지 확대 가능

한 소프트웨어이다. 사용방법은 스크린을 움직여 현재 텍스트나 그래픽을 볼 수 있는 보기모드와

확대된 부분에 커서나 마우스 포인터를 표시하는 쓰기 모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줌 텍스트(Zoom Text)’는 화면확대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랫동안 보급되어온 프로그램으로써

현재는 버전 8.0이 출시되어 판매 되고 있다. 줌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 전체나 일부를 8단

계로 확대가능하며, 수직 및 수평 확대, 모니터의 일정 부분 확대, 마우스 포인터가 지적하는 부분

확대 등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최소 2배에서 16배까지 확대 가능하다.

다. 기타음성합성장치

‘아르미 6.0’은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문서(한 , 문)를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한 텍스트 파일

로 변환해주는 광학문자 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소프트웨어이다. 아르미는 일반사

용자용과 시각장애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사용자용은 단순히 스캔 문서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만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용 아르미는 스캔된 문서를 음성출력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이스아이’는 (주)에이디정보통신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주

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보이스아이 심벌 위에 보이스아이 플레이어의 리더기 부분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정보가 해독되어 , 휴대폰 크기의 플레이어를 통하여 사람의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으며, 저장, 반복 재생, 탐색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는 악보나 그

림과 같은 인쇄물도 자동으로 해독, 선생님이 악보나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나 일어, 중국어 등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어에도 적용이 가능

하다. 또한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는 MP3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국어 듣기 훈련이나 오디오 북에

도 적용할 수 있고 라디오와 녹음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심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

한 심벌은 보이스아이 메이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로와 세로 1.5cm 정도 크기의 보이스아이

심볼이 자동으로 생성 저장되고, 600DPI 이상의 일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종이에 담긴 모

든 정보를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현재 보이스 아이는 정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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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화면확대프로그램

제품명 엘피 (Lp Windows) 줌텍스트 (Zoom Text)

이미지



비스는 이뤄지지 않으며, 2005년 2월에 정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라. 독서확대기

데스크탑형(Desk Top) 독서확대기는 가정이나 회사 등 자신의 생활환경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독서확대기를 말한다. 모니터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 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휴대형 독서확대기는 휴대가 간편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성능면에서는 데스크탑형 독서확대기보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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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기타음성합성장치

제품명 아르미 5.0 보이스 아이

이미지

<그림5-2-4> 데스크탑형독서확대기

모델명 머린(Merlin) 알라딘 제니 프로 알라딘 레인보우

이미지

특징

자동촛점 기능
편리한 다이얼식 확대,
4~72배까지 확대가능
칼라, 흑백, 고대비, 역상 4가지 보기 기능

업무형 독서확대기
확대배율:5.5~50배
컴퓨터 연결시 컴퓨터 화면과
독서확대기 화면 동시 출력 가능

관공용 및 개인독서확대기로
유용한 디자인
확대배율:4.5~50배
칼라사진 및 그래픽 확대시 유용

<그림 5-2-5> 휴대용독서확대기

모델명 조 디 올림피아 피 코

이미지

특징 안경형 모니터를 이용하여 원거리나
근거리사물을 쉽게 볼 수 있음 최대 40배까지 확대가능 조절장치, 전원, 디스플레이 일체형.



마. 시각장애인용노트북

브레일 한소네는 촉각과 음성,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인터페이스에 기반하여 시각장애인이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점자정보 단말기이다.

점자 묵자 간 일대일 호환이 가능하여,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재활, 정보접근 도구 활용할 수 있

다. 또한‘브레일 한소네 II’는 기존의‘브레일 한소네I’의 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mp3파일 및

wav파일 재생 기능과 녹음 기능, 정안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초보자를 위한 LCD창, 착탈식 배

터리 및 적외선 통신 기능등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 되었다.

‘브레일 한소네 II’의 주요 기능으로는 6점 키보드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 편집, 출력 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기능, 윈도우즈 탐색기처럼 모든 파일과 폴더, 디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파일

관리기능, 인터넷 메일을 실시간으로 점역 및 역점역을 통하여 정안인과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e-메일기능, 기기 자체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페이지의 자료검색, 뉴스일기, 사전검색기

능의 인터넷 기능, mp3파일 재생 및 녹음 기능, USB 케이블을 이용한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USB

외장디스크의 이용으로 저장매체의 양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노트토커 (Note Talker, 브레일 라이트 18)’는 점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시각장애인이 휴

대용 노트북처럼 휴대하여 필요한 순간마다 바로 기록 및 보관 할 수 있는 휴대용 저장장치이다.

이 기기는 총 77개의 파일까지 점자로 800페이지 분량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음성계산기, 달력, 전

화번호부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는 브레일 라이트 2000, 브레일 라이트 40 등의 기기들

이 있다.

바. 점역소프트웨어

점역 소프트웨어는 점자로 된 문서를 묵자로, 묵자로 된 문서파일들을 점자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일반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용

휴대용 저장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면 점역, 역점역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역 프로그

램을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서 작성 및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한 점역변환이 까다로운 특수문자, 수학기호, 음악기호, 과학기호등도 점역이 가능하며, 점역한

결과물을 각종 출력장치나 다른 워드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점역 소프트웨어는

‘브레일 베스트’, ‘BWD’, ‘Mega Dot’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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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시각장애인용노트북

제품명 브레일 한소네 II 노트 토커

이미지



사. 점자프린터

점자 프린터는 종이에 잉크를 사용하는 일반 프린터와는 달리 점자의 기호를 이루는 작은 점들

을 종이의 표면에 찍어 튀어나오도록 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점자 프린터에는 음성 출력 기능

이 더해진 점자 프린트, 점자와 점자 그래픽 모두 출력 가능한 프린터, 양면 점자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 그리고 일반 인쇄와 점자출력을 같은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프린터 등 많은 종류들이 있

다. 이러한 점자 프린터 사용상의 단점은 소음이 매우 크고, 구입하고자 할 때 그 특성 때문에 가

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입력된 내용을 점자로 출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점자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2. 청각장애인용정보통신보조기기

가.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는 실시간으로 액정을 통해 쌍방간의 화상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전화 회선

으로는 불가능하며,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e-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며 전화기 자체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화기

를 이용한 인터넷도 가능하고 간단한 문자 메시지 전·수송도 가능하다. 현재 출시된 화상전화기

는 초당 30프레임의 고화질 상, 개인정보관리기능(주소록, 통화목록, 기타설정), 오디오·비디

오 자동응답기능, 통화중 녹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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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점자번역소프트웨어

모델명 타이거 프로 브레일 플레이스 익스프레스 150

이미지

특징

초당 100문자 인쇄가능
점자 및 그래픽 양면인쇄
호완성 : 윈도우용 응용프로그램, 
MS오피스, 점역프로그램 등과 호완 가능.

대용량 점자 프린터
초당 300자 인쇄가능
음성 및 LCD 모니터로 조작이 용이함.
점자 크기 5단계 조절가능

고속 양면 점자 프린터
초당 150자 인쇄가능
음성지원 스피거 내장

<그림 5-2-8> 화상전화기

제조회사 욱성전자 드림정보 통신 (주)씨앤에스 네트워크

이미지



이러한 화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의 기존 통신 수단인 팩스를 대체할 수 있으며, 쌍방간에 실시

간으로 수화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다. 화상전화기는 인터넷이 대중화 된 우리나라에서 청각장

애인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보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생활신호변환기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 생활과 관련된 신호는 대부분 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

기 벨소리, 초인종 소리, 어린 아기의 울음 소리 등인데 청각장애인들은 장애특성상 이러한 소리

신호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생활신호 변환기는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 신호

를 청각장애인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진동과 빛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 이러한 생활신호 변

환기는 벨소리, 아기울음소리나 노크 소리, 시계 알람소리, 초인종 소리 등을 진동과 빛으로 변환

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감소 시켜준다. 청각장애인 생활신호 변환기는

건융아이비씨(KUN YOONGIBC CO)에서 판매하고 있는‘CARE-DEAF’, 카인 쇼핑에서 판매(제

조 : 우인 E&A)하고 있는‘무선신호기’등이 있다.

다. FM 복합보청기

보청기는 난청인에게 가장 유용한 보조기구이며, 전자 음향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청기 역시 점

점 더 첨단화 되어 가고 있다. 건융아이비씨에서 제작한 FM 복합 보청 시스템(SHEBA)은 기존의

보청기와는 다른 스테레오 방식의 복합보청기로서

FM보청기와 일반 보청기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극장, 음악회, 연극 등 문화시설에서 특정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및 학원 등

학습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역사 및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되는 음성 정보를 FM 보청기능을 통하여 들을 수 있

으므로 이동에 자유를 준다. 자체 FM 라디오 수신이

가능하여 라디오 수신이 어려운 난청 장애인들이 쉽

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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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청각장애인용생활신호변환기

제조회사 건융 아이비씨의 CARE-DEAF 카인 쇼핑의 무선 신호기

이미지

<그림5-2-10> FM 복합보청기

제조회사 건융아이비씨

이미지



3. 지체장애인용정보통신보조기기

가. 대체키보드

확장 키보드는 표준 키보드의 키보다 크기 때문에 상지의 기능이 저하되어 팔의 세 한 조작이

힘든 장애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키 입력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타를 방지할 수 있는

키 가드를 사용하면 키보드 사용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확장 키보드는‘익스펜디드

키보드(Expanded Keyboard)’와‘유에스비 킹 키보드(USB KING Keyboard)’가 있다.

‘빅키즈 키보드(BigKeys Keyboard)’는

보통 표준 키보드에 비해 각 키의 크기가 2

배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어, 키의 입력이 쉬

우며, 키 입력 시 오타를 줄이기 위해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하나의 문자만 입력된다.

또한 각 키에 표시된 활자의 크기가 크고,

흰 바탕에 검정색 활자, 검정색 바탕에 흰색

활자 등으로 되어 있어, 시력이 저하된 사람

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손사용 키보드는‘배트 키보드 (BATKeyboard)’와‘원 핸드 키보드(One Hand Keyboard)’

가 있다. 먼저 한손 사용자를 위한 키보드로써 7개의 키를 조합하여 타이핑이 가능한 키보드이며,

오른 손 사용자용, 왼손 사용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키보드는 입력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손 사용이 가능한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키 입력 방법

은 7개의 키를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키를 동시에 눌러 자를 입력 할 수 있으며, 7개의 키를 이

용하여 특수문자를 포함한 키보드의 모든 키 입력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버튼조합 방법을 숙지한

다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키 입력이 가능하며, 손의 피로를 줄여 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원핸드 키보드’는 보통 키보드의 1/2 크기로 되어 있으나, 일반 키보드와 동일한 모든 키의 입

력(특수문자, 기능키 포함)이 가능하며, 한 손으로 키보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원 핸

드 키보드’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일반 키보드가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면, ‘원

핸드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를 반으로 잘라 잘려진 키보드가 남아 있는 키보드 아래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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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확장키보드

제품명 익스펜디드 키보드 유에스비 킹 키보드

이미지

<그림5-2-12> 빅키즈키보드

제품명 빅키즈 키보드

이미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칭 키’라는 특수한 키를 이용하여 절반으로 된 두 조각의 키보드의 위, 아래 위치를 쉽게

변경하여 모든 키의 입력이 가능하다. 원 핸드 키보드의 각각의 키는 여러 개의 문자 입력이 가능

하기 때문에 각각의 키에 힐당된 키의 기능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

도 한 손만으로 쉽게 타이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체공학 키보드는 키보드 사용시 손목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

자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손목은 회외(손목이 바깥쪽으로 회전된 상

태)가 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며, 표준 키보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손목을 통해 지나

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수근관 증후군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인체공학 키보드에는 키보드가 3부분

으로 분리되어 분리된 부분마다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한‘컴포트 키보드(COMFORT

Keyboard)’, 오른손 사용 역과 왼손 사용 역이 분리되어 있는‘맥심 키보드(MAXIM

Keyboard)’, 키 입력 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컨토우드 키보드

(Contoured Keyboard)’등이 대표적이다.

‘인텔리키즈(IntelliKeys)’는「오버레이(Overlay)」라는 키 배열 그림을 이용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는 키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키보드에 사용되는 오버레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키 배열외에 오버레이 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키 크기, 키 배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키보드를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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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3> 한손사용키보드

제품명 배트 키보드 원 핸드 키보드

이미지

<그림5-2-14> 인체공학키보드

제품명 컴포트 키보드 맥심 키보드 컨토우드 키보드

이미지



‘미투 키보드’는 국내에서 개발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키보드이며, 키의 크기가 일반 키보

드보다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 문자판, 한 자음자판, 한 모음자판 등이 분리되어 있고,

키의 배열도 A, B, C...,ㄱ, ㄴ, ㄷ.., ㅏ, ㅓ, ㅗ..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초보자도

쉽게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대체마우스

‘조이플러스(Joyplus)’트랙볼은 일반적인 형태의 트랙볼보다 큰 볼로 되어 있어 손의 기민성

이이나 운동성이 떨어지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대체 마우스이다.

또한, 왼쪽 클릭 버튼, 오른쪽 클릭 버튼, 드래그 버튼이 있어 마우스 사용 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버튼은 입력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외부 스위치 인터페이스가 있어 스위

치를 연결하여 이러한 버튼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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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5> 인텔리키즈

제품명 인텔리 키즈 키보드 오버레이

이미지

<그림5-2-16> 미투키보드

제품명 미투 키보드 미투 키보드의 자판모양

이미지

<그림5-2-17> 조이플러스트랙볼

제품명 조이플러스 트랙볼 스위치 연결

이미지



‘롤러2 조이스틱(Roller II Joystick)’마우스는 표준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나 뇌

병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주 작은 움직임(조이스틱 바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만으로 마

우스 사용이 가능하다. 기기에 부착된 조이스틱 바(bar)를 이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으며, 기기에 있는 3개의 버튼은 각각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드래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외부 스위치를 연결하여 각각의 버튼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이스틱 손잡이를 사용자의 손 기

능에 맞게 구(공)모형의 손잡이, T자형 손잡이, 일자형 손잡이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헤드 컨트롤 마우스는 스마트 네이브(Smart NAV)와 카메라 마우스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스

마트 네이브는 센서를 감지 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스티커를 부착한 부위를 움직임으로써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 할 수 있는 마우스이다.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이 센서감지 스티커를 머리에 부착하여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 할 수

있다. 마우스 클릭을 위해서는 수신기 부위에 있는 외부 스위치 연결잭에 스위치를 연결하여 마우

스 버튼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클릭시 사용되는 스위치는 사용자의 운동기능을 고려하여 클릭

하기 쉬운 스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네이브는 기존의 트랙커2000(Tracker2000)

이나 트랙커원(Tracker one)과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기기이나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카메라 마우스는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체 마우스

소프트웨어이다. 표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부착된 웹 카메라를 응시하

고, 머리 움직임을 통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조절한다. 카메라 마우스 소프트웨어는 클릭을 위해

별도의 스위치 장치가 필요 없으며, 마우스 포인터를 일정 시간 아이콘 위에 고정시켜 놓으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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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8> 롤러2 조이스틱

제품명 롤러2 조이스틱 스위치 연결

이미지

<그림5-2-19> 스마트네이브

제품명 스마트 네이브 마우스 사용 모습

이미지



정된 명령이 수행되는 드웰(Dwell) 방법으로 클릭, 드래그,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더블 클릭이

가능하다.

기타 대체 마우스로‘팜 마우스(Palm mouse, 손바닥 마우스)’와‘마우스 무버(Mouse

Mover)’, ‘퀵 랜스 아이(Quick Glance Eye)’가 있다.

팜 마우스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조작할 수 있으며, 손

바닥에 쥐어질 정도로 작고 가벼운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상단측면 부분의 버튼은 왼쪽 버튼 기능, 아래의 둥근 버튼은 오른쪽 버튼의 기

능을 수행한다.

‘마우스 무버’는 6개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할 수 있는 대체마우스 장치이

며, 어떤 형태의 스위치든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할 수 있다면 마우스 사용이

가능하다. 중증의 지체장애인이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의 컴퓨터 접근에 유용한 대체 마우스이

다. 마우스 무버 자체로는 마우스 기능을 할 수 없고 마우스 무버 스위치 연결 잭에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스위치를 연결해야만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다.

‘퀵 랜스 아이’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홍체의 움직임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조절 할 수

있는 특수 마우스 이다. 이 마우스의 작동 원리는 미 공군의 전투용 헬리콥터 아파치에 적용된 아

이 게이즈(Eye Gage) 시스템을 응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아주 고가의 장비이기는 하나 중증 장

애인의 컴퓨터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우스이다. 사용자가 퀵 랜스 아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면, 컴퓨터 사용뿐 아니라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작동, 휠체어 조작, 환경조절 시스템 제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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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0> 카메라와마우스

제품명 카메라 마우스 사용 모습

이미지

<그림5-2-21> 기타대체마우스

제품명 팜 마우스 마우스 무버와 스위치 퀵 랜스 아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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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기업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정보격차해소지원

1. 기업및민간단체의정보격차해소노력의필요성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정과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부처별 정

보격차해소시행계획 등 각종 그랜드 플랜 및 범 부처 차원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현재 참여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른바‘국민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배제됨

이 없는 디지털 복지사회(Digitally Inclusive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의 노력뿐

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의 주체로서 가장 향력이 있는 민간기업과 NGO, NPO 등의 비 리 민

간단체의 노력들도 매우 중요하다. 

시행 주체별로 볼 때, 지식정보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비단 이 정보격차라는 국가·사회적

인 문제를 정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기업(민간단

체)-정부-사회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편에서는 기업과 비 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중심

으로 그 사례와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추진의 중요성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2.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세계지

속가능기업협의회(WBCSD)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공헌한다는

약속으로서 종업원과 가족,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76 제1장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그림 6-1-1> 기업의사회공헌활동평균집행액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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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는 통합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적 가치,

법의 준수, 사람·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존경 등에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칭한다고 말하

고 있다. 또한, CSRN(Corporate Social Resoposibility Newswire)는 고객, 종업원, 투자자,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회사의 정책과 행동에 반 되도록 하는 활동과 가치의 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기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전개해 나가는 이유는 기

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과 사회 양자가 이익을 얻는 상생의 효과 때

문이다. 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상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필요성으로 여기고 있으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또 하나의 기회’를 얻는 전략적 사회공

헌활동을 추구하여 기업의 경 마인드를 사회공헌 활동에도 도입함으로써 재정적인 효율성과 가

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함이다(정무성 2004). 

Carrol은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3차원 모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사회적 책임을 4단계로 나누었다<표 6-1-1>.

한편, 사회적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전략적 사

고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행태에서도 과거의 자선적

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단순한 기부활동이 아니라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사회공헌은‘선택’이 아니라 기업 경 활동의‘필수’항

목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다익선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미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여기고 있다(<표 6-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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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사회적책임의분류

단계 분류 기능 단계 분류 기능

제1단계 경제적 책임 이윤 극대화 제3단계 윤리적 책임 윤리적 기준 준수

제2단계 법적 책임 법과 규제의 준수 제4단계 자선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

※자료 : <A Three-Dimensional Conception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arrol, 1979

<표 6-1-2> 전략적인사회공헌활동사례

구분 해외 국내

NGO와의 파트너십 · 맥도날드 & EDF:포장재, 쓰레기 등 공동해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벤처기업들의‘한사랑 벤처릴레이 캠페인’

공익연계마케팅 ·AMEX:자유의 여신상 보수자금 지원
·에스티로더:유방암

·아모레퍼시픽:유방암재단 기부
·SK:소액기부서비스‘아름다운 통화’

지역사회공헌
·맥도날드:빅맥존
·월마트:지구의날 축제
·MS:남아프리카 디지털마을

·CJ:푸드뱅크

자원봉사 ·GE 엘펀(Elfun) ·삼성:자원봉사대축제
·SK:SK텔레콤 사회봉사단

재단 ·MS:게이츠재단 ·벤처공동:아이들과 미래

직접캠페인 ·트레일웨이즈의 홈프리 캠페인 ·유한킴벌리: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4. 8. 17



3. IT 기업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형태적고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 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IT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형태적으로 살펴 보면 <표 6-1-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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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국내 IT 기업의정보격차해소형태및사례

사회공헌 형태 국내 사례

기금 조성 및 후원 북경-하버드대 포럼 후원(삼성증권)            IT 인재육성 KT IT-Master 장학금(KT)
정보통신대학원 장학제도(SK)                  아름다운 통화(SK)

HW 기증 자매부대 PC 기증(삼성SDS)                   소년소녀 가장 1세대 1PC 지원(SK)
TV 한 자막 수신기 보급(KT&G)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KT&G)

종업원 체험활동 청소년 Net-또래 맨토링(삼성SDS)

시설 설치 장애인 전용공장 무궁화 전자 설치(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 운 (삼성전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지원(KT)                  Bigi IT 공부방 개설(KTF)

정보화 교육
소년원 PC 교육(삼성 SDS)                    장애인/사회복지사 정보화교육(삼성 SDS)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SK)                  키드넷 운동 참여(KT&G)
시설 아동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실 운 (한화)

이벤트 개최 시각장애인 정보검색대회(삼성전자)            장애인 사이버 검색대회(삼성SDS)
장애청소년 유무선 서바이벌 대회(SK)         시청각 장애 청소년 문화행사 초청(KTF)

커뮤니티 지원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한화)             인터넷에 크는 숲 정보사이트 운 (유한킴벌리)

홍보 및 확산운동 우리집 스팸메일 추방 운동(KT)

<표 6-1-4> 국외 IT 기업의정보격차해소형태및사례

형태 국외 사례

Elementry
way

HW 및
SW기증

KidsSmart Early Learning Program(IBM)                PC Recycle Day 후원(Intel)
Bridge it 프로그램(Nokia)                                 Call to PROTECT(모토롤라)

종업원 체험봉사 Science Saturday Program(Intel)                       Intel PC Pals(Intel)

기금 조성 및 후원 Children Computer Camp(Intel)

정보화교육 Make a Connection Program(Nokia)                    Mobile Technology in Germany(HP)

Advanced
way

시설 및 교육지원 Unlimited Potential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Reinventing Education Grant Program(IBM)           Watch-me!-Read(IBM)
South Africa Education Improvement Program(IBM)   EdTech Leaders Onbline 제작 보급

IT 교육을 통한
재취업 지원 Adult Literacy Partnership(IBM)                          Computer Cluphouse Network(Intel)

지역사회
연계한 IT 교육

Intel Latino Network(Intel)                               Digital Villages 구축(HP)
Education Development Center(AT&T)                 The Community Technology Program(SBC)

정보격차 해소
사례 연구 High-achieving Schools Program(HP)



4. 기업의정보격차해소노력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력을 미치는 것은 비단 직

접적인 국민(혹은 고객)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기업과 민간단체와의 관계 등을 통한 올바른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으로 IT 관련 기업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모

면이나 형태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투자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IT 기

업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또다른 주체로써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 국가 및 사회

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 에서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업의 경 목표에 부합되는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개발이 선도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

회적 책임 투자가 기업 경 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기업은 경 목표의 부합이라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결합되지 않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투자는 꺼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자

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보격차 해소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함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로, 효율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은 지자체 또는 NGO, NPO 등 공공 또는 민간단

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 비용이

양적으로 많다고 하나, 정보격차라는 다각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기업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1995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도서관협회(ALA), 그리고 지방정부

가 함께한‘라이브러리즈 온라인(Libraries Online)’사업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한 기업

의 정보격차 해소노력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로, Top-down 방식의 기업 주도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혹은 고객)이 기업으로부터 요

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Unlimited

Potential 프로그램이나 인텔에서 추진하고 있는 Computer Clubhouse Network 프로그램은 추진

기업의 지정형식이 아닌 민간단체나 주정부 등으로부터의 공모 형태를 띤 사업으로 대표적인

Bottom-up 방식의 사례로 손꼽힌다. 

끝으로,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비단 기업 자체로서의 노

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기구적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IT기업을 대

상으로 주요 연기금의 투자기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화할

수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I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보고서에 반 될 수 있도록 회계원칙 등

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를 설치하는 것도 IT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아직까지 윤리경 이라는 기업의 투명성

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화 되고 있는 굴지의

IT 기업들은 이러한 반 기업정서의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국민에게 다가서고 책임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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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국내기업의정보격차해소노력

1. 개요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민간단체 혹은 특정 개인에 대

한 기부금이나 성금활동, 혹은 교육사업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수해, 참사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성금을 내는 준조세적 성격의 사회책임 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외국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IT를 활용한 유적 및

전통문화 보존, 지역사회발전, 건강 및 의학 분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들을 살펴본다.

2.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가. 시각장애인정보검색대회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국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만을 대

상으로 하는 제1회 시각장애인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 다. 정보 접근이 가장 어려운 시각장애

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인간의 동등한 조건을 위해 안대를 착용한 후 모

니터를 보지 않고 음성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소리로만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 다.

나. 장애인전용공장「무궁화전자」

삼성전자는 장애인 자립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1994년부터 무궁화

전자를 운 하고 있다. 고용촉진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고용모델 개발과 이들의 일부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무궁화 전

자는 4,165평의 부지에 총 234억원을 투자해 장애인 전용공장을 건립하여 운 하고 있다.

다. 시각장애인컴퓨터교실운

199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삼성 맹인안내견 학교내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을 설치, 운 하고 있다. 맹인 독서용 소프트웨

어 사운드피아를 내장한 PC 6대와 스캐너, 점자 프린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교실에서는 안내

견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과 컴퓨터 교육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현재까지 교육 수료생은 총 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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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컴퓨터무료교육

고객 신 권리선언을 통해 1995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43개 컴퓨터 교육장에서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시작하 다. 2001년까지 총 231만 3,0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으며 2001년부터는

온라인 교육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은 북경대-하버드대 포럼을 후원해 중국 증권업 진출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했고, 또한

환경 공익펀드인 ECO펀드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펀드 성격에 맞게 사회에 환원하 는데, 삼성

지구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 환경관련 세미나를 2003년 10월 개최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월 농협중앙회와 5,000만원씩을 공동 출연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뒤떨어지

는 농촌학교에 PC 91대를 전달했다. 이는 삼성증권과 농협중앙회간에 체결된 증권거래 계좌개설

대행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펀드운용 수익금에서 새천년 공익기금 중 2,3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탁하 다.

4. 삼성SDS(Samsung SDS)

가. 소년원PC교육

삼성SDS는 19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째 전국 8개 소년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

주, 춘천, 제주)생들에게 PC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기증한 PC가 총 1,096여대로

금액으로는 약 4억원에 상당한다. PC교육을 수료한 소년원생은 총 7,640여명에 이르며 그 중에는

CAD, e-Test, 정보검색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있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SDS의 봉사가

연인원은 5,707여명에 달한다.

삼성SDS는 사회재활교육과 자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소년원생들의 PC교육에

서 머물지 않고 원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전국 소년원학생 IT경진대회, 소년원 체육대회, 월드컵

맞이 화장실 가꾸기, 지역주민 PC교육,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대전소년원 벽화그리기 등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원생들의 꿈과 숨은 자아를 발견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SDS사업장이 없어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제주, 대전, 전주 소년원은 각각 제주대학교, 충

남대학교, 전북대학교를 자원봉사 협력대학으로 선정하여 대학생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를

위해서 매 학기마다 봉사 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류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파트너십 봉사활동을 펼

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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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원및기타PC교육

소년원 PC교육의 성과에 힘입어 삼성SDS는 1998년 7월부터 여주 교도소, 등포 교도소의 재소

자에게 PC교육을 통해 밝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PC

에 대한 경험이 없던 재소자들은 교육시간 이외에도 따로 연습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또한 PC 교육뿐 아니라 2002년 5월에는 월드컵맞이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의 일환으로 등포 교

도소 외벽에 멋진 벽화를 그려 교도소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어 시민들에게 교도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2003년 10월에는 등포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오케

스트라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재소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 다.

다. 장애인및소외계층정보화교육

삼성SDS의 봉사활동은 PC교육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 보육원생,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장애

인) 백혈병 어린이, 청소년 등 총 1만여명의 수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낙도, 산

간벽지에까지 PC교육을 실시하여 전국민의 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소외계

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위해 지원한 PC만도 약 1,700여대에 이르며 기증한 컴퓨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억 6,000만원에 이르고 강사로 활동하는 사원도 1만 800여명에 달한다.

삼성SDS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정보화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공감대

를 형성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라. 사회복지사를위한무료정보기술교육

삼성SDS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무료 정보기술 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정보화에 대

한 열띤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2003년도에 처음 시도된 정보기술 교육은 60여명의 사

회복지사들이 참여하 으며 사회복지사 개인별 10일간의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삼성SDS에서 주관한 사회복지사 정보기술 교육은 단순한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상호간 업무교류 및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멀티캠퍼스의 최첨단 인프라와 전문 강사 교육지도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원활

한 업무 수행과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클라이언트(Client)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마. 청소년‘Net또래’멘토링봉사활동

삼성SDS는 봉사자는 소년원생 PC교육, 소년소녀 가장, 보육원 봉사활동 등 청소년 관련분야

봉사활동을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좋은 친구, 가족과 같은 친근

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소외계층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

게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일명‘Net또래’)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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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또래’봉사활동은 삼성SDS의 봉사자들과 서울지역 5개 학교 청소년들과 결연을 맺어 서로

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청소년들과 파트너

를 맺은 SDS봉사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온라인 활동도 하면서 한달에 한번 이상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상호간 친목을 다지며 봉사캠프, 자선공연, SDS 초청방문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있다.

바. 자매농촌및자매부대봉사활동

삼성SDS는 1사 1농촌 돕기 활동의 하나로 1995년부터 경기도 용인 이동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돕기,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돕고 있다. 또한 SDS는 농촌의 실질적인 수입에

도움을 주고자 행자부와 농촌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온라인 직거래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002년부터 명절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 농산물 사랑

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에 기여하기도 하 다.

또한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95년부터 1사 1자매 부대를 선정하여 지

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전방부대와 결연을 맺어 유대관계를 지속

해 오고 있다. 삼성SDS는 자매부대의 정보화 증진을 위해 PC 50대를 기증하여 PC 교육장을 설치

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군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등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 부대의 어려운

병사를 선정하여 제대할 때까지 병사의 가정을 돕고 군부대원들의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또

한 부대가 큰 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방문하여 격려함으로써 군복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

록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사. 장애인사이버게임대회

삼성멀티캠퍼스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전국 장애인 사이버게임대회’를 펼친다. 지난 해에는

1개월 전 해당 지역 장애인 재활협회 자체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이 스타크래프트로 열띤 경

쟁을 펼쳤으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 준우승팀과 3위 팀에게는 각각 70만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 대회는 장애인들의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 및 정보화 확산으로 장애인들의 사

회재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 우승팀의 경우는 SDS사원들과 스타크래프트 친선게임

을 펼치기도 했다.

5. KT

가. 정보화마을조성지원

정보통신 세상 안에서는 누구라도 평등해야 한다는 KT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하에 농어촌, 낙

도에서 정보화마을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KT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전개했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2차 정보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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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 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시

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2003년에는 마을 정보센터 구축,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주민 PC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76개 시군구에 총 7015대의 PC를

보급했다.

나. 선생님께사랑을학생들에게빛을 !

KT는 2003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11개 특수학교를 방문하여‘To sir with Love’라는 슬

로건 아래 선생님께 사랑의 메시지와 카네이션을 증정하 다. 또 학생들에게는 KT가 개발한 음성

합성 프로그램 휴보이스(Huvoice -TTS)와 PC를 전달하 다. KT는 휴보이스를 통해 시각장애인

도 PC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교육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속해

서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이 프로그램의 무료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대학생농어촌 IT 자원봉사

KT는 정보격차 해소 일환으로 대학생 농어촌 IT자원봉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03년 8월 40명

의 대학생들과‘농촌 IT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10명씩 조를 나눠 연천, 여주, 강화, 옥천 지역에

서 4일간 활동하 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인터넷 활용률과 정보이용 수준은 현저히

낮은데, KT는 농촌 노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대학

생 농촌 IT자원봉사단’을 운 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낮에는 농촌 일손을 돕고 어린이 교육 등을

진행하 으며, 야간에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 다.

라. 우리집스팸메일추방운동

‘우리집 스팸메일 추방운동(No Spam@Home)’은 KT가 건강한 정보통신 창조를 위해 2003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벌인 공익사업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어 음란 스팸메일로부터 청

소년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다. 주요 내용은 스팸메일 추방을 위한 대책 세미나, 학부모들을 대상

으로 한 10만 사이버 잔다르크 양성을 위한 순회교육, 스팸메일 추방운동 100일 순회 전시회를 실

시했고 이와 함께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한 언론홍보를 통해 스팸메일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

러 대안들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또한 공익광고 공모전과 스팸 추방 전문사이트를 운

하는 등 사회전반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 정보통신인재육성을위한‘KT IT-Master 장학금’

1988년부터 15년간 수행하여 온 한국통신 장학사업은 IT기업으로의 변신에 발맞추어 2003년

부터‘KT IT-Master장학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이공계 정보통신 관련학과 3, 4학년 대학생

120여명에게 2년간의 학자금 전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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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K

가. 정보통신대학원장학제도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학문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국내 기반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로서, 정보통신공학

분야 및 정책분야에서 매년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어, 전공, 교양도서 필독교육, 주제특강, 연구원 견학 등의 연

수교육을 실시(매년 9월 시작)한다. 정책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사회과학전공자와 동일한

연수교육을 받는다. 대학원장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는 전액장학금을 박사과정 수

료시까지 지급한다.

나. 장애청소년정보검색대회

SK텔레콤은 장애청소년들이 신체적 부자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1999년부터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작 이후 벌써 6회째를 넘어서고 있다. 매년 100여개의 특수학교에서 200여개 팀이 참석하는

장애청소년 검색대회는 이제 우리의 장애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

쳐 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 소년소녀가장 1세대 1PC 지원

SK텔레콤은 2000년 5,210 세대에 PC를 보급한데 이어 2001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

단에 신규로 책정한 830세대에 PC를 보급함으로써 1세대 1PC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SK텔레콤이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1세대 1PC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소

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에게 고성능 PC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소

년소녀가장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라. 장애청소년유무선인터넷서바이벌대회

SK텔레콤은 장애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을 통한 장애 극복에 대한 도전정신과 패기 함양을 위

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청소년 유무선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를 실시하 다.  장애청소년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는 본선대회 진행과정을 24시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네티즌의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채팅을 통해 참가자들과 네티즌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식변화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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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름다운통화

2003년 10월 시작된 SK텔레콤의‘아름다운 통화’는 011/017고객이 합격, 승진, 당첨 등 기분좋

은 전화를 받았을 때 통화 종료 후 ARS에 접속하여 100원을 기부하고, 희소식을 전한 상대방에게

도 SMS로 기부 사실을 통보해 동참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의 참여와 권리 향상이라는 변화코드를 수용한 고객중심 프로그램‘스피드

011 레인보우’의 7가지 약속 중 하나로, 고객과 기업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 사회봉사단

SK는 임직원들로 구성된‘SK사회봉사단’은 소외 받은 이들을 찾아가 급식보조, 노후시설 정

비, 이동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의 대학생 자원봉사 캠페인을

마련하여 젊은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사회 곳곳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도 운 하고 있다. SK C&C는 2004년부터‘따뜻한 세상’이란 이름의 자

원봉사 활동단을 발족, 임직원으로부터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장애인 소외시설에 IT교육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7. KTF

가. 골프스타와함께하는봉사활동

KTF 김미현 선수는 2003년 12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Bigi IT 공부방 설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 선수는 이날 컴퓨터 교육장 청소 및

공간정리, 공부방 봉사자를 위한 점심 요리, 학생들과의 대화 등의 시간을 가진 뒤 청소년을 위해

써 달라며 아름다운 재단에 100만원 상당의 IT 물품을 기부했다.

나. Bigi IT 공부방개설지원

KTF는 2003년 10월 은평구의 대안학교인 씨앗학교에 Bigi IT 공부방 3호점을 개설하 다. 임

직원봉사단‘꿈을 여는 친구들’은 이날 대안학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PC와 프로젝터 등

IT자재의 설치와 함께 인터넷 전용선을 PC에 연결해 주었다. KTF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진행하

고 있는 Bigi IT 공부방을 매월 한 곳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 시청각장애청소년문화행사초청

KTF는 2003년 10월 부산국제 화제 기간 중 소외와 차별을 넘어 시청각 장애우들이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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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화를 관람하는‘Have a good time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KTF와 부산 국제 화제 측

은 부산극장 2관과 메가박스 9관에서 여섯 개의 시선, 살인의 추억, 똥개 등 화제작 총 5편을 시청

각 장애우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 운 했다. 또한 부산시 청각장애 청소년

30여명과 KTF 꿈을 여는 친구들 20여명이 함께 여섯 개의 시선 화관람과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KTF 신세대 문화공간인 나지트(Nazit) 및 화의 거리 체험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인

과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라. 어르신이동전화사용법교육

KTF는 2003년 3월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을 통해 운 되는 지하철 전문 퀵서비스에 지원한 40

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사용법 교육을 가졌다. KTF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전문 퀵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걸고 받는 법, 문자메시지 주고 받는 법, 무선인터넷 접속

법, 부가서비스 이용방법, 이동전화 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8. KT&G

가. TV 한 자막수신기보급

KT&G는 자막 방송이 실시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위하여 TV 한 자막 수신기 150대를 보급하여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나. 뇌성마비장애인재활기기지원

KT&G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보하고자 전국 대학 및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15명, 재활기기 제작 업체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재활팀을 구성하고 뇌성마비 장애인 315명의 개

인별 체형을 측정하여 재활기기를 제작해 주었다.

다. 세장애인휠체어보내기

KT&G는 KBS와 사랑의 실천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장애인, 복지시설, 무의탁노인을 위한 이

웃사랑의 대행진 행사에 참여하여 세 장애인 300명에게 각각 휠체어 1대와 후원금 10만 원을 지

원하 다.

라. 카드넷운동참여

KT&G는 어린이들을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선일보사와 세계청

소년네트워크(GYN)가 공동 주관하는 키드넷(Kidnet) 운동에 동참하여 신탄진, 새일, 용정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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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107개 학급, 4,7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 다.

9. 한화(HANWHA)

가. 시각장애인용홈페이지구축

한화는 2004년 2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2004년 4월부

터 웹사이트를 정식으로 오픈하여 운 할 계획으로 현재 프로젝트의 구체화·실현화 단계에 있다.

나. 시설아동들을위한무료컴퓨터교실운

IT전문회사인 한화S&C의 임직원들은 회사 인근 아동복지시설인‘남산원’에 주 2회 방문하여 수

준별 맞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OA반에서는 중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컴퓨터 관련지식과 한 프로그램,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10. 기타국내기업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노력

우리은행은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 하는 한편, 중

소기업들의 정보기술화를 지원하기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정보기술화

가 이루어지면 고용창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간 상호교류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테마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숲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숲 보호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인터넷에

크는 숲’이란 부제로 포리스트 코리아라는 숲 정보 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1만여 페이지에 달하

는 포리스트 코리아는 수목도감, 숲 용어 해설, 숲 상식 등을 제공하고 1,000여 개의 추천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사이트 운 과 숲 웹진 발간, 수목 및 숲 보호단체 소개 등 풍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한진해운과 (주)한진은 2003년 5월에 유엔개발계획(UNDP)한국대표, LG CNS, 매

일경제신문 등과 제휴하여, 유네스코의 개도국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에 중고 컴퓨터 지

원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UNDP와 매일경제신문 주관하에 LG CNS에서

제공한 중고 컴퓨터 135대(컨테이너 1박스분)를 (주)한진이 포장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고, 한진

해운은 부산항에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까지 무상운송하여 유네스코 캄보디아 측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역문화회관인 현대예술관에 인터넷 정보센터를 마련하 다. 이곳은 62평 규모

에 컴퓨터 27대를 구비하고 컴퓨터 관련서적과 일반교양도서까지 구비해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 정보문화공간으로 모든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또한 구청, 우체국, 경찰서 등이 링

크돼 있는 공공기관 코너에서는 각종 기관소식을 제공하고 민원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하 으며 병

원·약국코너는 지역의 종합병원과 일반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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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해외기업의정보격차해소노력

1. 개요

해외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때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형태는 기금이나 자회

사의 인력투입에 의한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체

계적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단순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있는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과거의 고객관계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겨왔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금은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시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들은 핵심적인 역량을 모으

고 있다. 

2. 마이크로소프트

가. UP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들이 정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개인의 정보 잠재력을

발현하는 사업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UP(Unlimited

Potential) 프로그램으로 대변 될 수 있다. UP 프로그램은 로벌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써 CTLC(Community-Based Technology and Learning Centers, 지역기반기술교육센터)를 통하

여 저소득층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혁신적인 기술과 기술도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향상된 평생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보화, 기술 교육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잠재성을 개발하여 사

회,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UP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첫해(2003년)의 예산은 810만불(현금 450만불과 360만불 이상의 소

프트웨어)과 82개의 비 리단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 앞으로 5년 동안 프로그램에 10억불이상

을 지원 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A(Community Affair)측은 밝혔다. 또한, U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화기술교육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정보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잠

재성을 발전시켜 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금 지원과 소프트웨어를 세계 비 리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술적 문맹(technology

illiteracy)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UP 프로그램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세계각지의 지사가 지역의 단체와 함께 IT 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역센터(community-

based center)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Club Tech 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1억의 기금을 바탕으로 Club Tech은 미국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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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에게 발전된 기술을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330만명 이

상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남아프리카지역

의 도시·국가와 파트너십으로 남아프리카지역에 디지털마을(digital village)을 조성하고 있다.

디지털마을은 지역주민들에게 기술 접근(technology access) 및 고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

할 목적으로 Digital Villages-South Africa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각각의 디지털마을은 컴퓨

터, 인터넷 접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근의 소프트웨어와 도서가 구비되어있고 IT 기술과 경

에 대한 교육을 받은 매니저에 의해 운 되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Hewlett-Packard, Intel,

Mustek, Pinnacle, Ultra Technologies, Compucomp, Africare (an NGO), SAPPI, Old Mutual,

Kodak, Arivia.kom, 그리고 정부와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으로 운 되고 있다. 

나. 국내UP 프로그램

2004년에는 국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UP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

트사는 지난 7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UP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정

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상호간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국 복지관 및 대학 등의 노인 종합시설에

CTLC를 설치·지원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IT 발런티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종 교육용 SW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기술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향후 3년간 약 100

억원 규모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원하기로 하 다. 

3. IBM

가. Reinventing Education Grant 프로그램

IBM은‘좋은 사회공헌이 곧 좋은 사업(Good Philanthropy is Good Business)’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을 중심으로 인력개발, 문화예술, 지역사회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금기부를 비롯해 HW 지원, 인력 지원 및 IT 교육기관과 웹 사이트의 설립 등으

로 다양하게 운 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최신의 정보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Reinventing Education Grant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의 수 십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IBM은 이 프로그램에 현금 뿐만 아니라 저명있는 연구원, 교육 전문가와 최신 기

술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왔다. 그 결과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5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주관식 시험의 채점을 도와주는 평가도구, 컴퓨터의 생생한 상

을 통해 수학·과학을 배우는 시각적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전자책을 읽는 것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Watch-me!-Read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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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ids Smart Early Learning 프로그램

또한, 전 세계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Kids Smart Early Learning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IBM은 유나이티드 웨이와 공동

으로 2001년 한해 동안 6,300개의 아동용 컴퓨터를 유치원과 탁아소에 무상 기증했다. 이 프로그

램으로 1999년부터 3년간 지원된 금액은 총 750만 달러로 한해 약 250만 달러에 이른다. 또 IBM

은 3년간 1만 5,000곳 이상의 컴퓨터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저소득

층 자녀들에게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로벌정보격차해소를위한지원

한편, IBM에서는 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25개 고등학교에 컴퓨터와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

교관리를 돕고자 마련한 South Africa Education Improvement Projects 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동하는 컴퓨터실이라 할 수 있는 Wise Bus를 운 하여 컴퓨터에 접근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

과 교사들에게 컴퓨터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라. 기타활동

IBM은 성인의 재교육과 인력 개발을 위해 홀로 된 부모, 장애인, 이주민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 기술 획득이 절실한 성인들 또는 뒤늦게 학업에 뛰어든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

리단체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Reading Partner를 제공하는 Adult Literacy Partnership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웹 사이트를 통해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교육, 직업 소개 및 상담,

각 회사의 고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Solutions Network 운 , 보스니아 내전에서 가족

을 잃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 컴퓨터교육센터(Women's

Computer Training Center) 운 , 노인과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비 리단체에 기부하는 Web Adaptation Technology 지원 등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인텔

인텔(Intel)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은 지역사회 활동, 환경, 청

소년 교육 등 3가지 분야로 나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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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활동

먼저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지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인텔 라티노 네트워크(Intel

Latino Network)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챈들러의 프라이(Frye) 초등학교 학생들

을 위한 멘터링과 과학 토요일(Science Saturdays) 프로그램, 피닉스의 브룩스 아카데미(Brooks

Academy)의 학생들에게 e-멘터링을 제공하기 위한 인텔 PC 친구(Intel PC Pals)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나. 환경관련활동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리조나 학생 재활용 기술회 및 기타 밸리에 있는 회사들과

협력하여 밸리의 주민들에게 중고 PC 및 주변 장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재공하는 PC

Recycle Day를 후원하고 있다. 

다. 청소년교육활동

청소년 교육부분은 인텔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2002년

인텔 IT GPTW(Great Place to Work)팀과 홍보 부서에서는 인텔 어린이 컴퓨터 캠프를 진행하

으며, 인텔 국제과학기술페어(Intel ISEF: Intel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는 세계에

서 유일한 국제과학 페어이다. 인텔은 1996년 이래 주요 후원사로서 지금껏 수백 만 달러를 기부

해 왔다. 

한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인텔은 Computer Clubhouse Network라는 기술교육 프로

그램을 운 하고 있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Computer Clubhouse는 저소득층 청소년

들에게 필수적인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 박물

관, 보스턴 &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된 교육 모델을 널리 보급하여 기술교육의 모델로서 확립하

여, 각 컴퓨터 클럽하우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5. 노키아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인 노키아(Nokia)는 인간의 삶에 가치와 독특함을 더해주는

개성, 자유, 감,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철학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IT의

연결(Connecting People)을 통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을 풍

요롭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키아는 전 세계 청소년과 교육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바일 기

술을 사용하는 학교에 디지털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Bridge it과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기술 프로그램인 Make a Connection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Bridge it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에게 디지털 멀티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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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위성기술을 결합시킨 서비스이다. 교사들에게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바일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게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 또한 마찬가지로 학

교의 위치에 상관없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노키아의 직원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okia Helping Hands 프로그램 등

을 운 하고 있다. 

6. 휴렛패커드

HP(Hewlett-Packard)는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변화시키고 첨단산업에 대

한 기술경력을 지니도록 유도하고 있다. HP의 기업이념인 World e-inclusion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교육을 받고 업무 수행 능력을 지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Digital Villages 프로그램

HP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으로 Digital Villages 구축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HP의 제품을 포함하여 약 4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의 공유, 경제 개발, 지역사

회의 건설, 취업 기회의 제공,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독일의 쉬트트가르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청소년들의 최신 정보기술 교육 기회 제공을 위

해 모바일 기술 체험 프로그램(Mobile Technology in Germany)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에 HP

는 725명의 학생 정보교육을 위해 33대의 무선 휴대용 PC와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사진기, HP

넷서버와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기증했다. 

나. High-achieving Schools 프로그램

기업 차원에서는 독특하게도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성공사례의 연구가 HP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High-achieving Schools 프로그램을 통해 2002년 정보화 교육시스템 성공사례의 확산을

위하여 170만 달러를 투자했다. 

저소득층의 중학생들이 IT 리터러시 등을 포함한 수학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모바일 기술이 적

용된 교육 도구들을 지원하는데 이들 학교 중 성공한 학교의 사례를 연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멕시코 교육대학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교육방법의 변화가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능력

향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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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T&T

AT&T는 기업 내의 노동력, 특히 IT 부문의 우수한 노동력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차 IT 분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예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T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자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기술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AT&T의 후원에 힘입어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인 EdTech Leaders Online

을 제작하 다. 

기타 기업과는 독특하게도, AT&T에서는 문화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연

대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건강, 안전 등을 위해 미국 텔리워크 리서치와 국제 텔리워크

협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8. 주요외국기업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노력들

SBC Communications는 워키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 있는 브래들리 기술 무역학교(Bradley

School of Technology and Trade)에서 진행되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The Community Technology Program을 운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2년제 전문기술학교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미쯔비시 그룹(Mitsubishi Corp)은 2000년부터 스미토모 상사, 미츠이물산, 그리고‘KIDS’라

는 비 리단체와 협동으로 아동보호 시설을 위해 PC 강좌인 KIDS PC Club을 운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참가하는 회사들은 아동보호 시설

에 PC 및 IT 기기들을 증정한다. 참가 회사의 사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PC 지도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모토롤라는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운동인 Call to PROTECT의 창단 멤버이자 후원자이

다. 매년 모토롤라는 신형 무선기기를 기부하고, 중고 무선전화기 기부 운동인 Donate A Phone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신형 및 중고 전화기는 미국 전역에 걸쳐 10만명에 이르는 사

람들에게 안전 장비가 되어 주고 있다. 

NEC(Nippon Electric Company)는 비 리단체인 일본 Guardian Angels 와 공동으로 초중학생

들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의 활용방법과 에티켓 등을 가르치는 어린이 인터넷 안전교실

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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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존경받는 기업의 사회공헌> 박종규,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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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국내비 리단체의정보격차해소노력

1. 개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혹은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등의 민간 비 리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예술·문화,

시민권리옹호, 종교 등 다양한 역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

다. 그 결과 1990년에 6,000개 던 국제 NGO가 1999년 현재 29,000개로 늘어났으며, 동유럽에서

도 1988년과 1995년 사이에 100,000개 이상의 NGO가 새로 탄생했다고 한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

니어서 공산주의 몰락 이후 65,000개의 NGO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비 리단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1994년 기준 2,181개 던 시민운동

단체가 1999년 말 현재 4,023개로 늘어났다(김 래, 1999). 또한 한국비 리학회(http://www.

nporesearch.or.kr)가 2000년 11월 창립되어 비 리부문 활동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개최, 학계와

실무계 연계, 그리고 국제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의

시민사회단체학과(NGO학과),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등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고, 한양대학교

의 제3섹터연구소와 중앙일보의 시민사회연구소(http://ngo.joongang.co.kr) 등 연구단체들도 활

동을 하고 있다.  

민간 비 리단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

주의 사회의‘시장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장의 실패는 크게 두가지 측면 즉, 시

장의 미성숙(혹은 불완전성)으로 인한 실패와 시장 역의 확대로 인한 실패를 들 수 있다.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실패는 형식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독점 혹은 불공정한

경쟁이 시장에 남아 있어 시장 경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율성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시장 역의 확대로 인한 실패는 교육, 복지, 환경 등 공공재의 생산 역에까지 시장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시장경제의 경험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후자는 시장의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나타나

는 현상이다.

따라서 아무리 건전한 경쟁에 바탕을 둔 건강한 시장경제라 하더라고 깨끗한 물과 공기, 치안,

국방 등과 같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공공재의 생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기능의 강화로 인해‘20대 80의 사

회’라고 묘사되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것이 양 집단간 단

절과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 리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그동안‘시장의 실패’및 시장이 기능할 수 없는 역에 대하여는 국가가 일정 부문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었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만으로 시장의 실패가 충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사회 곳곳의 모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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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동시에 정부조직의 인력부족,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다. 즉 국가의 한계 혹은 정부의 실패 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부의 도움

이 필요한 역에 재정 지원만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비 리기관 및 단체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

다. 즉 정부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한계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인한 복지국가

의 위기, 동구권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의 자명한 한계, 개발도상국가의 국가주도 발전모

델의 한계 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비 리단체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 역시 민간 비 리단체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세계화의 결과로 국가

의 향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이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의 등장 등은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인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민간 비 리단체들이 환

경문제, 빈곤문제, 범죄, 정보격차 해소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

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민간기업, 단체들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비 리단체일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 비 리단체의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중에서‘한국정보문화

운동협의회’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운 개요

정부주도의 정보문화운동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폭넓은 정보문

화운동의 전개로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한국정보문화운동

협의회를 설립하 다. 협의회는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문화운

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며, 사회 모든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적

인 정보문화운동을 확산하는 정보문화 운동체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보문화운동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정보문화운동 지원사업과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2가지 형

<그림 6-2-1> 시장및정부기능의한계와비 리민간단체의역할

비 리 민간단체
시장과 정부 기능의 보완

시장기능의 한계
시장의 미성숙과 시장 역의 확대

소득 및 정보격차 심화

정부기능의 한계
정부조직의 관료화

정부조직의 비대화



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국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활화를 촉진하

기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나, 이후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167개 단체 192개의 시민사회

단체 정보문화운동을 지원하고, 11건의 자체 기획사업을 추진하 다.

가. 2003년주요활동

2003년에는 15개 단체에 지원사업,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획사업, 사이버 윤리지수 모델 개

발을 위한 기타 사업을 추진하 다. 첫째, 지원사업은 총 15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해서는 한국농아인협회의‘청각장애인 정보다솜대회’등 총 8개 단체의 8개 사업이 진행

되었다. 건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진보네트워크의‘정보인권을 찾자’등 3개 단체에 3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정보화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비정규

직 여성권리 찾기 포털사이트 구축’등 4개 단체 4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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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연도별추진실적

<표 6-2-2>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2003년추진실적

연도 지원사업 기획사업

1998년 31개 단체 43개 사업 4건 정보화 심포지움, 교육정보화 토론회, 지역별 TV정보화토론회, 정보화노래공모 등

1999년 33개 단체 42개 사업 4건 1단체 1홈페이지 갖기 운동, 뉴 레니엄과 정보문화 토론회, 
대학정보화순위 조사, 정보화교육 한마당

2000년 25개 단체 26개 사업 2건 은사님께 e-메일보내기 운동, 노소동락 인터넷백일장

2001년 38개 단체 41개 사업 -

2002년 25개 단체 25개 사업 -

2003년 15개 단체 15개 사업 1건 장애인·노인을 위한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금액(천원)

정보격차
해소
(8건)

한국농아인협회 제2회 청각장애인 정보다솜대회 12,000

그린훼 리운동연합 3대가 함께하는 사이버가족 캠프 12,000

인터넷집현전 제3회 노소동락 인터넷 백일장 13,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하는 사이버세상 만들기 14,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함께걸음 웹사이트 제작 13,000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 노동자 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제작, 운 교육 15,000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제6회 인터넷 정보탐방 경연대회 9,120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PDF 전자도서 제작, 보급사업 15,000

건전정보
사회 만들기

(3건)

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을 찾자 - 정보인권을 위한 연속토론회와 홈페이지 캠페인 1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어린이의 올바른 인터넷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업그레이드 프라이버시 캠페인 13,000

시민
사회 단체
정보 화지원

(4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포털사이트 구축 12,000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보건의료 네트워크 및 웹진 구축 사업 12,000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사이버교과서 자료실 및 한.일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11,000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모임 외국인노동자 정보교육을 통한 국제교류 6,000

합 계 15개 단체 15개 사업 175,120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둘째, 기획사업으로는‘장애인·노인을 위한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

해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사례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eb.icm.or.kr) 구축, 홍보책자 제작 및 배

포(10,000부),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인‘A-Prompt’한국어 버전 CD 제작 및 배포(2,000개),

웹 접근성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대토론회를 2003년 11월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하 다.

마지막으로는 운동협의회는 효율적 사업 전개를 위해 정기회의 및 운 위원회를 개최하 으

며, 심각해지는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윤리지수 모델 개발에 관

한 연구용역을 정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 다.

나. 2004년주요활동

정보격차 해소 및 대국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도 비 리단체 5곳(80백만원)에 지

원을 실시하 다. 특히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사이버 공간의 건전화 및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4년에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생활과학연구소의‘사이버 이웃을 통한 건전한 정보교류’로 부산과 전라남도 노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이웃 사이트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뿌리 깊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 해소 및 젊은이들과 노인계층간의 정보교류 활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둘째,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의‘재가 장애인 대상 PC 정비와 관리요령 교육’은 인천 지역의 재

가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PC 정비 및 관리교육, 대학생 창업 동아리 대상 강사 선발 등을 진행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여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학부모정보감시단의‘건강한 i-세상,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자료

개발’사업은 서울, 부산 지역의 학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정보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사 양성 교육(2회) 개최, 강사 교육 지침서 제작, 학부모 지침서 발간, 동 상 교육자

료 등을 개발하여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추진되고 있다.

넷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미래세대의 건강한 디지털 문화 만들기-청소년이 만드는 재미

있는 Phone Consumer World’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다. 이를 위해 1525 폰카 컨포터 선발대회, 정보문화 페스티벌, 블로그 운 을 통한 소비자 문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정보화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

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의‘사지마비 및 양손 장애인에 조준한 최적의 컴퓨터 활용

체험실 개설 및 편의용품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컴퓨터 활용 체험관을 설립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

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선정하여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

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이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

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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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국외비 리단체의정보격차해소노력

1. 국외비 리민간단체의특성

보다 효율적인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 리 민간단

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는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대부분 정부 주도

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 즉, 정책 수혜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민간단체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와 사업 추진의 보편성 및 타당성을 얻기 위하여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상에서 미국과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비 리 민간단체 공동 추진사

업, 정부 주도 비 리 민간단체 협력 사업, 비 리 민간단체 독자 사업 등 세가지 모든 역에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집행에 있어 비 리

민간단체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비 리민간단체간 선의의 경쟁 및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등과 파트너쉽을 유지 확보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리 민간단체에게 자율성과 재량권 부여 방식은 정부 주도 비 리 민간협력 사업의 경

우에도 정부는 전체적인 윤곽만을 제시할 할 뿐 사업 집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역의 비 리 민

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지역현실에 맞게 사업 내용이 정해지고 필요

한 경우에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사업 내용을 변형할 수도 있었다. 국의 Wired Up

Community 사업도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 되고 있었으며, 미국의 CTC 전체 사업 경비의

30%는 연방정부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지원받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지원 경비의 사용처에 대하

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었다.

둘째, 이처럼 외국의 비 리 민간단체는 사업 집행 재량권을 많이 가짐과 동시에 사업 집행 결

과에 대한 책임 또한 많이 부여받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을 담당하는 비 리 민간단체는 웹 사이

트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 홍보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유사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

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웹을 통해 단체의

재정 운 상태 및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 스스로 공신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많은 비 리 민간단체들은 기업들과 협력하는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었는데, TechCorps의 경우 Compaq과 협력하여 tech4schools를 그리고 인텔과 협력하여

Living Legacy Virtual Community 사업을 운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과 협력함으로서 비 리

민간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장에서는 비 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 중 민간단체의 독자사업을 중심으로 살

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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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현황

가. 시니어넷

시니어넷(SeniorNet, www.seniornet.org)은 미국 노인컴퓨터 교육의 효시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0세 이상으로 구성된 39,000명(2001년 10월 기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220개의 노인 전용 컴퓨터교육장을 통해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 회원들에게

는 시니어넷 교육장을 통해 컴퓨터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제품의 구매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니어넷 노인전용 컴퓨터 교육장은 기본적으로 개별 단위 교육장의 자체

재원으로 구축·운 된다. 따라서 단위 시니어넷 교육장 운 을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

춘 12명의 자원활동자, 6대 이상의 PC와 프린터 및 스캐너, 그리고 12,000달러의 자금(시니어넷

본부에 납부하는 회비)이 필요하다. 시니어넷 본부는 개소되는 컴퓨터 교육장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련 SW 제공 및 하드웨어 설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장 운 과 관련된 기본 지

식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개별 교육장은 교육비를 자율적으로 징수하여 운 경비로 충당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장은 노인센터(Senior Centres)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센터, 공공도서

관, 학교 및 대학, 병원 등에 설치되기도 하고, 교육장 구축 및 운 경비는 민간 재단, 지역통신사

업자, 의료기관, 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 방식은 소규모 일대일 방식으

로 진행되며 시니어넷 강사에 의해 훈련받은 노인 자원봉사자가 교육 담당하며 교육 수료자 중 우

수자는 학습 조교로 활동하기도 한다고 한다. 

시니어넷의 활동 재원은 교육장 개소시 지불하는 12,000달러와 개인 회원의 연회비(1년 회원

30달러, 2년 회원 55달러, 3년 회원 75달러),  민간 기업의 지원(220 센터 가운데 75 센터가 IBM의

지원 받았고,  MS역시 100만 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지원하 으며, eBay는 10개의 시니어넷 컴

퓨터 교육장 개소 및 100만달러 지원을 약속)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시니어넷은 정부의 지원 없이, 노인들의 회비 및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활동

한다. 따라서 현재 시니어넷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노인들이다. 회원들의 교육 수

준은 높은 편이어서 대학졸업 이상이 36%, 대학 졸업이 19%, 초급대학졸업이 30%, 고등학교 졸업

이 14%이다. 그리고 회원의 64%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니어넷의 과제는 저소득 계층 집지역인 소위‘취약지역’에 더 많은 컴퓨터 학습센

터를 건립하는 것과 멤버쉽 시스템을 통해 부유한 중산층 센터에서 납부되는 회비를 낙후지역 센

터 건립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Pluged In 

Pluged In(www.pluggedin.org)은 캘리포니아 저소득주민 거주 지역의 하나인 이스트 팔로 알

토주민 모두에게 정보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다. 활동

에 필요한 자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현재 다음과 같은 3가지 프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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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ged In Enterprises는 10대들에게 최신 웹디자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독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 수료자들이 운 하는 사업의 주요 고객은 Pacific

Bell, OICW, and Sun Microsystems 등이다. 

Plugged in Greenhouse는 이스트 팔로 알토 지역 어린이를 위해 Art and Technology Studio

를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지도, 교육 목적의 특별 프로젝트를 운 하는 프로그램이다. 

The Technology Access Center는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그리고 생활에 필요

한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 iMentor

iMentor(www.imentor.org)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소년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 혁신적이고 기술 기반 접근을 통해서 멘토링(mentoring)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업 및 비 리 기관과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일주일에 최소 한시간 이

상 그리고 최소한 1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학교, 지역센터, 개인 등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

고 동시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Mentor의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과 일대일 만남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멘토를 연결시키는 멘

토링 관계 유지 사업, 청소년들이 기술 활용능력과 취업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사업, 교사들과 청소년지도원들이 청소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게끔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운 등이 있다. 

라. TechCorps

TechCorps(www.techcorps.org)는 학생들에게 IT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학교에 자원 봉사인력을 연결시켜주는 비 리단체로서 1995년 설립되었다. 웹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업을 등록받아 서로를 연결시켜 주고 있으

며, 기업 가운데는 특히 시스코 시스템, 인텔, 컴팩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TechCorps가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교사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를 학교 교육현장

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웹을 통해 제공하는 webTeacher, 그리고 컴팩

의 도움으로 구축된 것으로 교사와 기업체의 기술 관련 전문가를 상호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인

techs4schools이 있다. 이 서비스는 웹을 통해 제공되므로 면대면 접촉은 불가능하나 장소와 지역

에 관계없이 일대일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인텔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디지털로 제

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Living Legacy Virtual Community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한 학교

를 선정하여 인텔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캐너, PC 카메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컴팩

의 협찬을 받아 컴퓨터 기술과 온라인을 이용하여 혁신적이고 실천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교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인 Teaching with Technology Grant Program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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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ompuMentor 

CompuMentor(www.compumentor.org)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

는 비 리단체로서 23,000 비 리단체와 학교에 일대일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MS나 Lotus의 도움으로 비 리단체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는 TechSoup.org를 개설하여 웹을 통해서 쉽고 편한 방법으로 비 리단체에게 필요

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 Computer Clubhouse

Computer Clubhouse(www.computerclubhouse.org)는 1993년 MIT 대학의 미디어

Lab(Media Laboratory)이 Museum of Science와 협력하여 보스톤에서 최초로 시작하 고 2001년

12월 기준 미국내에 40개소, 외국에 5개소의 Computer Clubhouse가 있다.

Computer Clubhouse는 초보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 교육과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기존의 컴

퓨터교육센터와는 달리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미술, 음악, 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 능력

을 교육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그래픽, 로봇, 게임프로그램 작성 등을 강조한다. 중산층

청소년은 위와 같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청

소년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스스로 디자인해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

라 활동적인 참가자가 되며, 문제 풀이 능력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단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신감, 활용능력 배양, 음악 미술 수학 및 과학에 관한 다학문적 지식습득, 토론과

사고하는 습관을 배운다. 

둘째, 수강자 자신의 흥미 선택, 관심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것 저것을 가볍게 경험하

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한다.   

셋째, 유창한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일회적인 학습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

화 속에 있어야 하듯이, 유창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정보공동체(digital community)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이 작업 모습을 지켜보

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토론하기도 하며, 서로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개인별로 과제를 할당

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과제를 할당한다. 

넷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술적 능력 못지 않게 상호 존중과 신뢰 분위기를 강

조하여, 사람·아이디어·기계 그리고 장비에 대한 존중감을 일깨우고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Conputer Clubhouse가 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Clubhouse-to-College/Career : Clubhouse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Girls Day : Computer

Clubhouse에 참여하는 10~18세 소녀들만을 위한 날로써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프로젝

트를 수행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  Beyond Four Walls : 보스톤의 Boys and Girls 클럽과 협력

하여 청소년들이 기술과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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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Beyond Black Boxes는 소녀들이 스스로 과학 도구들을 개발하고 만듬으로써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스톤에서 시작된 Computer Clubhouse를 모델로 해서 전세계에 Computer Clubhouse 네트

워크를 결성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내 40개소 그리고 외국에 5개소의 Computer Clubhouse가 운

되고 있다. Intel은 Computer Clubhouse 네트워크 결성을 위해 전세계 저소득주민 지역 100 곳

에 Intel Computer Clubhouse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 Newham Training Education Center

Newham Training Education Center(www.newtec.ac.uk)는 국 런던 동부의 소수민족 및 저

소득 주민 집지역인 Newham 자치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초

IT 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심화 IT 교육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CISCO의 인가를 받은

IT 교육장도 운 한다. 

본 센터의 특징은 자녀를 둔 여성 교육생을 위해 교육장 내 탁아시설을 함께 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특성 상 학생의 80%가 흑인 및 아시아계의 소수민족이며, 65%가 편부모이고, 학생

의 약 절반이 탁아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The Private Industry Partnership Programs(PIPP)가 운 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수료한 학

생들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교육 수료자를 16주 동안 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게 하고 근

무 성적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인턴사원으로 있는 동안의 임금은 기업이 아니라 Newtec 센터가 부담하여 이를 위한 재원은

European Social Fund, New Deal Innovation Fund, New Deal for Lone Parents Innovation

Fund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의 여학교와도 협력하여 IT 교육이 필요한 여

학생들의 IT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운 자금은 한 부처 혹은 기관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성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력은 사용하지 않으며 전문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유

급직원으로 운 되고 있다.

아. 미국Computers for Schools

Computers for Schools(www.detwiler.org)는 미국 내 최대 재활용 컴퓨터 보급 사업으로

Detwiler Foundation이 1991년부터 시작하 다. 2000년 봄 기준 전국에 80,000여대의 재활용 컴

퓨터를 보급하 으며, 컴퓨터 개보수(refurbish) 작업은 교도소의 직업 학교, 전문기술학교

(community college), 직업 교육센터, 고등학교 등의 도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AT& T로부터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500,000 달러를 지원받는 등 필요한 자원은 민간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인력을 통해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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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아태지역국제기구의노력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주요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로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과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APIN(Asia Pacific Information Network)등이

있다.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관련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APEC

2000년 APEC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까지는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

공되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선언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내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5년까지는 3배 증가할 것을

천명하 다. 

그리고 2000년 5월 개최된 TELMIN에서는 국내·지역·국제사회간 정보격차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APEC TEL에 촉구하 다. 특히 이를 위해 첫째, 도시 취약지역, 농촌 및 오지

지역의 네트워크 접속 향상, 둘째, 개도국의 통신 정책과 규제 틀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지

원, 셋째, 원격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인력개발 활동의 강화 및 확대, 넷째, 정

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 다섯째, APEC 지역 내 인터넷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

달이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의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게 모니터링, 여섯째,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정의, 국내 및 국가간 정보격차 현황 파악, 그리고 정보격차의 경제적 문화

적 원인을 규명하여 기술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이 필요함

을 강조하 다.  

APEC TEL Working Group의 활동으로 우선 DCSG의 역할을 살펴보면 APEC TEL 내 DCSG가

정보격차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APEC TEL 내 다른 Steering Group 및 다른 국제기구의 정보격차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격차 해소 관련 DCSG의 활동을 살펴보면,  TEL이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draft를 TEL23에서 제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활동 및 프로

젝트를 각 Steering Group에 제안하며 이의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여러 Steering Group

의 활동을 조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꾀하며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 촉구, 2002년 TELMIN5에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 다. 

특히 2001년에는 Draft Blueprint for Digital Divide Action을 제시하 으며, APEC TEL23(2001

년 3월), APEC TEL24(2001년 9월), APEC TEL25(2002년 3월)에서 각각 워크샵을 개최하 고 국

내 및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활동 조사활동을 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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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TEL 30에서는 텔레센터를 주제로 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는 29차 APECTEL 대만 제안 사업인 APEC Telecenter Develop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열린 워크샵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텔레센터구축이라는 주제로 각국이 텔레

센터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소개하 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호주,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 필

리핀, 베트남 등이 자국의 텔레센터 정책 및 현황을 발표하 고,  2004년 11월에는 텔레센터 관계

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대만에서 개최하고, 2005년부터는 실질적인 텔레센터 구축 지원을 계획

하고 있다.

2. APT 

APT는 1979년 5월 정부간 협정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의 후원으로 지역정

보통신기구로서 설립하 으며,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79년 7월 1일 활동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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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여러 역에서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APEC의활동

TEL MIN의 Initiatives 프로젝트 명 Steering Group 및 국가

민간 참여 확대 - Active Partnerships for Internet Access
Program

- Vendor Training Programme

DCSG-PECC

HRDSG-USA

도시 취약지역, 농촌 및 오지지역의
네트워크 접속 향상, 

-Wireless에 대한 워크샵(TEL23) LSG-USA

개도국의 통신 정책과 규제 틀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지원

- Regulatory Structures Project LSG-Australia

원격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인력개발 활동의 강화 및
확대,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e-Learning 활용: 교육에
있어서의 공공/민간 협력

- 위성으로 연결된 APII Technology Center
- Telecommunications 훈련프로그램
- Development and Financial Resources
Catalogue

- 원격교육 시범사업
- 원격교육 전략욕구 분석사업
- 기초 통신기술 기반 원격교육 사업
- IT & T 인력부족 세미나 (TEL23)

HRDSG-Singapore

DCSG-Japan

HRDSG

DCSG-USA

HRDSG-Canada
HRDSG-Canada
HRDSG-Korea

HRDSG - HongKong, China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

- 동 주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제의(TEL 23) DCSG

APEC 지역 내 인터넷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달이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의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게끔 모니터링,

- TEL 22에서 논의된 인터넷 발달에 대하여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
발표할 Steering Group을 선정

의장의 제출문에 제시된 대로 모든
Steering Group이 여러 측면에서 인터넷
발달에 책임이 있음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정의, 국내 및
국가간 정보격차 현황 파악, 그리고
정보격차의 경제적 문화적 원인을
규명하여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한 취약계층의 접근 향상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자료 요청

- APEC 역내 전자상거래 시스템 통합을 위한
사용자 요구 사항 연구

DCSG-USA

BFSG-호주



회원국으로는 정회원 32개국(아프카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방 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중

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한국(DPR), 한국(Rep.), 라오스(PDR), 말레이시아, 몰디

브, 미크로네시아, 몽고,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베트남)을 포함하여 준회원국 4개국(쿡아일랜드, 홍콩

SAR, 마카오 SAR, 나우에)과 과련 기업 및 단체 회원 93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우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Access 및 보편적 서

비스 관련 심포지엄 개최, 스터디 그룹 운 , 브로드밴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업그

레이드에 관한 세미나, APT wireless 포럼, NGN 워크샵, ITU 세계무선통신회의를 위한 APT 회의

준비그룹 운 등을 추진하 으며, 향후에는 보편적 접근을 위한 리소스 키트 제공, 보편적 서비

스 요구 충족을 위한 기술관련 자료 제공,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WRC 의제 발굴연구 그룹운 ,

인터넷 라우팅과 과금에 관한 워크샵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 사용자 이슈, 활용 및 서비스, 브로드밴드 이

슈의 네가지로 구분된 스터디 그룹을 운 하고 있다. 각 역별 스터디 그룹들이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표 7-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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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인프라구축관련아태지역스터디그룹

네트워크 관련 사용자 이슈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프라 공유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다수 사업자 상황에서의 상호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최적화 및
Inter Carrier 이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고음질 음성 서비스를 위한 패킷
네트워킹 기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국어 서비스
·2G 무선통신의 3G로의 이전을 위한 경제적 모델
·국제통신에서의 불법 사업자의 확인 및 통제를 위한 권고 및 지침
·APT국가의 VoIP 이주 전략과 NGN을 위한 네트워크 요소
·농촌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용의 감소
·서로 다른 서비스 규정을 가진 네트워크 간의 접속료 조정 및
계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용모델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요구되는 서비스
·전자파(EME), 허용치(SAR limits), 운전자 안전, petrol pump 안전
등과 같은 휴대 무선 통신기구의 안전적인 측면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와 투자자간 재원 공유틀(RSS)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유선, 무선 및 방송 융합에 대한 상업적 및 사용자 관점 평가
·3G 서비스에서의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항한 수입보장 수단 강구

활용 및 서비스 브로드 밴드 이슈

·유, 무선 서비스 통합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상호접속
프레임워크와 Licensing을 위한 지침 개발

·APT국가에서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요금 문제와 방법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있어 가치 사슬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확보
·-1단계 : 아시아 태평양 내 효율적인 정보기술이전 플랫폼을 위한

개념적인 모델 형성
-２단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후발 업체들을 위한 ICT 시스템
기술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APT지역 내의 전자상거래 실행을 위한 지침
·APT 지역내 로밍 서비스 협정을 위한 모델 개발

·농촌 및 주변지역의 무선 LAN과 WAN을 위한 주파수
·3G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로벌 무선 광대역 로밍서비스를 위한
사업 모델

·기존의 협대역 통신망에서 광대역 통신망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전략 연구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재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광대역 인터넷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성공적인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

·인구가 적은 지역의 브로드밴드 platform의 실행을 위한 장애요소와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광대역 통신망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최상의 사례 기록



ICT운용의 보안과 안전성 구축을 위한 활동으로는 통신망 보안과 인터넷의 긍정적인 사용에

관한 세미나, 통신망 보안의 표준화에 관한 워크샵, CERT 모범사례에 관한 워크샵 등을 추진하

으며, 향후에는 인터넷과 통신망 보안에 적절한 사용에 관한 산업, 시민사회그룹, NGO 등과의 합

동 워크샵, 전문가 파견 등을 수행할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표준 및 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태평양 섬국가를 위한

규제인력 양성에 관한 워크샵, 상호접속과 논쟁해결에 관한 세미나, WTSA를 위한 준비회의, 통신

정책과 규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 아시아 태평양 통신 표준화 프로그램, ENUM 워크샵,

IDN 워크샵, ITU세계무선통신회의 (WRC)를 위한 APT회의 준비그룹 운 , 정보통신 교역 프로젝

트 등을 수행하 으며,  향후에는 지역내 인터넷 발달을 위한 ASTAP의 공헌, 정보통신 응용서비

스 분야에서 ASTAP의 기여 강화, 농촌지역 무선 통신 표준제정을 위한 ASTAP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 APIN

UNESCO는 ICT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Information for All

Program(IFAP, 모두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을 결성하 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기존의

General Information Programe(PGI), Intergovernmental Informatics Programme(IIP)을 IFAP으

로 대체하고 IFAP를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IFAP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국

을 대표하는 UN(National Unit)을 선정하고 이들간의 네트워크인 APIN을 결성하기로 2001년 12

월 결정하 다. 이에 따라 APIN 정관이 작성되었고 2002년 12월 방콕에서 창립 회의가 개최되었

으며, 회의체 참여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네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부탄, 일본, 라

오스, 몽고, 스리랑카, 피지, 이란, 한국, DPR Korea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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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2003년에수행된APT연수과정명

- 정보통신 장비에 관한 기술규제와 인증시스템 과정
- 서비스 증진과 법인 경 과정
- IP 통신망 운 기술 과정
- 차세대 인터넷 기술과 운용 과정
- 주파수 관리와 할당 과정
- 정보통신의 규제 과정
- 기술적 운용과정
- 고급 경 과정
- 발전을 위한 ICT정책에 관한 워크샵
- 표준화에 관한 지역 워크샵
- 공공망에서의 보안 과정
- IP 기술 과정
- 전자정부 과정
-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 과정
- 무선통신법규를 위한 정책구성 과정
- 로컬루프에서의 무선통신 과정
- 중급경 과정

- 농촌 통신과정
- 컴퓨터 통신망과 관리과정
- 인터넷사용을 위한 기술 운용과정
- 전자 상거래 과정
- 광대역 IP 통신망과 운용과정
- 광섬유 해저전선 기술 과정
- 차세대 지능광통신망 과정
- SDH 과정
- 위성통신과정
- 농촌지역 통신과 무선IP기술 과정
- ,ICT 네트워크와 활용의 최신 경향
- 위성통신과정
- 무선통신과 방송과정
- 무선국 행정과 무선통신장비인증 시스템과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와 이동통신기술 과정
- 농촌지역 통신기술에 관한 최근 동향 과정
- 정보통신 발전과정



1차회의에서는 참가국가들의 정보화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및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2년간의

행동계획을 작성하 다. 행동계획으로는 UNESCO의 후원 아래 APIN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첫째,

가용한 기술을 이용하여 공통 관심과 주제에 대한 National Unit(NU)간 의견 교환을 촉진하고 둘

째, 전자 APIN 뉴스레터를 보내며 셋째, APIN 협력기관간 온라인 토론방(listserve)를 구축하고,

개별 국가는 기존의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APIN 국가 웹 사이트(혹은 페이지)를 만들거나 APIN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ICT 활용 및 프로젝트를 수행

할 것을 NU에게 권장하며, 또한 NU는 정부조직·도서관·다른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ICT 리터러

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나아가 NU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로컬 언어로 된

로컬 컨텐츠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4 .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ICT가 개도국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DB는 개도국이 IC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광섬유 통신기간망 구축을 위해 미화 3천5백만달러를, 그

리고인도의전자정부및지역사회정보제공프로젝트를위해미롸 1억달러를융자할예정이다.

특히 2004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시 한국의 이헌재 부총리가 e-Asia Fund 조성을 통

해 역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전자정부 구축, e-trade, e-commerce, e-procurement, e-learning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5. ASEM 정상회담

제3차 ASEM회의(2000. 10)에서 아시아 유럽 국가들의 공동 번 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동참할 것을 동의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Initiative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의 추

진을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SEM Seminar on Digital Opportunity가 3월 22일~23일 양일간

동경에서 일본 주관으로 개최하 다.  

6. ASEAN+3 정상회담

동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 설치를 대통

령이 2000년 11월 24일 제안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되 중·일 아세안과 협의

를 통해 수립·시행하며, 사업별로 중·일의 참여 도모하고 2002년부터 매년 100만불의 협력사업

비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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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UN은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2000.4)에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를 제안하 다. 이

는 개도국 주민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서 초기 운 비용은 일본과 핀란드 정부가 제공하 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Net Corps, 그

리고 대학 등과 같은 민간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 되고 있으며 UNV(UN

Volunteers)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적으로는 2003년 1월 기준 150여 ICT 자원봉사자가 50개국 (28개 최빈국 포함)에 파견되어 활

동하 다.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1년 이상을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자도 35명이

나 된다. 그리고 UNITeS ICT 자원봉사자 지식 DB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UNITeS 온라인 컴뮤니티는 자원봉사자들간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ECOSOC

2000년에 개최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고위 전문가집단의 보고서(2000.6)

를 발표하 으며, 이 보고서는 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접근 없이는 사회 발전이 불가능하며,

이는 개도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가

정이 아닌 지역접근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제사회의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유엔 정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선언하고, ICT task force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ICT 개발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을 제공하며, 국제협력을 위한 유엔기금과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5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고, 개도국

이 자국의 ICT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조건으로 부채의 1%를 탕감해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3.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제포럼은 Global Digital Divide to the Global Digital Opportunity(2000.7)를 통해 2000년

에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디지털 기회 참여 확대를 위해 G-8 국가들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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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원칙과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 전 지구적 디지털 기회 실현을 위해 고위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할 것, 2001년부터는 G-8 정상회담에서 국가간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나절을 할애할 것,

개도국이 교육·보건·지역사회 발전 등의 역에서 IT를 활용할 수 있게 재정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그리고 교사와 도서관 사서에 대한 교육, 학교 및 도서관의 통신

망 구축, 지역접근센터의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강구할 것, 개도국의 통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개방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GDDI(Global Digital Divide Initiative) 테스크 포스를 독자적으로 운 하여 개도

국의 NGO 및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개도국의 IT 관련 기업 육성, IT개발 정책 지원, IT교육 등 3

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4. G-8 정상회담

선진 8개국 정상은 세계정보화사회에관한오키나와선언(Okinawa Charter on Global Informa-

tion Society)을 채택하고, 세계경제포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

force)를 결성하 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간 의견교류를 강화하며 나아가

민간 부분 및 다른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반 할 예정으로 있다. 

Dot Force는 2001년 G-8 정상회담(Genoa, 이탈리아, 2001.7)에 보고서(Digital Opportunities

for All: Meeting the Challenge)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5. OECD

OECD는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2001.1)를 통해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정의, 정보격

차 현황, 정보격차 해소 노력 등을 소개하 으며,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ICT)에의 접근 및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 등이 개인, 가구, 기업, 국가 및 지역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및 활용과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개인의 소득, 학력, 나이, 인종, 지역(도시/농촌) 등에 따라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 촉진이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을

고양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경쟁을 통해 유무선 통신회선의 증대, 통신요금의 하락, 인터넷 접

근 및 이용의 증대,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빈곤퇴치를 위한 디지털 기회 활용(Exploiting the Digital Opportunities for Poverty

Reduction) 포럼을 Global Forum on Knowledge Economy의 한 프로그램으로 UN, UNDP,

World Bank와 공동으로 2001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 으며, 이 포럼에서는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ICT의 중요성, 교육·건강·경제활동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도국과 OECD국가간 경험 교류 등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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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DP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UNDP는 모든 활동 역에서 ICT가 원활히 활용되는 환경 조성을 활동

목표로 하며, 특히 인프라, 인적 자원개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정책, 기업활동 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ICT가 개도국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 사업으로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IT 전문인력을 양성하는‘UNDP/CISCO Network

Academy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Initiative’, 개도국의 극빈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및 단체들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NetAid’, 남-남 그리고 남-북간 네트워킹을 촉진

하고 유사경험의 공유를 조장하는‘Sub-regional Resource Facilities (SURFs)’, 43개 작은 섬국가들

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ICT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The Small Islands

Development States Network (SIDSnet)’, 아프리카 국가의 인터넷 인프라 향상을 위한‘Internet

Initiative for Africa (IIA)’, IT 및 정책 분야에서 인력개발을 지원하는‘Asia-Pacific Development

Information Programme (ABDIP)’등이 있다.

그리고 개도국에 인터넷 이용센터를 구축하거나 정보화 역량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

‘The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Programme(SDNP)’가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들의 수공예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 공공정보이용시설과 네트워크를 통

한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온두라스), 레바논의 환경보호를 위한 웹 구축, 콜롬비아 중소상공인을 위

한전자상거래지원, IT 활용을통한카메론여성의자립능력향상지원등의사업을시행하 다.

7. UNESCO

유네스코(UNESCO)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사회·문화적 그리고 윤리적

차원들을 통합하여 지식 공유에 기반한 지식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주요 임

무는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면서 지식의 공유 및 정보에의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지식, 자료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유네

스코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로는 첫째, 사고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에의 보편적인 접근

촉진 둘째, 미디어와 세계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원주의 및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을 촉진 셋째, 특

히 공공 역의 ICT에 대한 누구나의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접근과 관련한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에는 국제협력과 파트너쉽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정

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 전략, 방법론, 도구의 개발, 정보격차의 극복, 모두를 위한 디

지털 기회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IFAP)’, 의사

소통 및 정보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상호작용 기반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종

합 포털사이트인‘WebWorld’, 정보사회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모니터하고 정보사회정상회

의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를 준비하기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유네스코의 정보사회의 전망

대’,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유네스코의 활동 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

람들을 위한상호작용 기반의정보제공사이트인‘유네스코의무료 소프트웨어포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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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네스코는 공공 역의 정보를 공공재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법 제정, 정보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및 채택을 지원한다. 

8. 세계은행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발원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2002

년 한해에만도 100개가 넘는 개도국에 195억달러를 지원하여 빈곤극복을 위해 재정적이고 기술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에는 Glob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Department (GICT)가 있는데 이 부서가 개도국의 ICT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인프라, 브로드밴드 접속,  방송 미디어 및 위성 분야 투

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Communications Investment Division, 신규 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IT 기업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Division, 통신·우

편 및 방송서비스, 그리고 전자정부 분야에서 정책 및 규제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Policy Division,

그리고 ICT를 활용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Grants

Division(InfoDev)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격교육 기술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지식 및 역량강화를 제공하여 빈곤극복 및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GDLN)을 갖고 있는데, 이에는 한국의 한국개발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의 공공정

책 및 경 대학원이 파트너 기관으로 가입되어 있다. 

세계은행이 깊이 참여하는 또 다른 사업은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이다. 이는 세계

은행 주도 아래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제공하여 정보격차 및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설립된 비 리 기관으로서 한국은 일본·호주·독일·말리·인도·세계은행 등 6개

국(기관)과 함께 창립회원으로 초대 이사국에 진출하 으며, 초대 이사국은 각각 3년간 500만달

러를 출연한다. 민간 사업자로는 불룸버그, 소프트뱅크 등도 출연에 동참하고 있다.   

2001년 12월 기준 4,200만달러가 조성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도 향후 3년간 500만달러 지원

을 약속하 고 중국, 이탈리아, 르완다도 재단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역은 <표

7-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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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세계은행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주요활동내역

1) ICT를 활용한 개도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괄 포털 및 52개 개별 국가별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인
Development Gateway Portal, 

2) 개도국에 설치 운 될 연구 및 훈련센터들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가, 사용자, 기금지원기관간 상호 정보교류를 제공하는 연구 및 훈련
센터들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현재 인도 및 한국정부의 후원으로 2개의 훈련 센터가 운 중에 있음

3) 저가 컴퓨터(simputer), 고주파 무선 네트워크, 문화적으로 특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된 언어 번역 SW 등의 개발 지원, 이의
일환으로 이태리정부는 개도국의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백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음

4) 시민단체, 국가, 기업간 협력관계 및 시너지 효과 모색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발 포럼을 운 하며, 2003년 5월 21일에는 독일 본에서
Deutsche Telekom과 North-Rhine-Westphalia 지방 정부의 후원으로‘Leadership for a connected world’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9. ITU 

ITU는 3개의 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ITU-R(Radiocommunication Sector), ITU-T(Telecomm-

unication Standard Sector), ITU-D(Development Sector)로 구성되어 있다. ITU-R는 무선 주파수

문제를 그리고 ITU-T는 통신 분야 기술 표준을 그리고 ITU-D는 개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ITU-

D의 업무가 정보격차 문제를 담당하는 국이라고 할 수 있다. ITU-D가 하는 주요 업무는 정책 및

기술 지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등을 통해 개도국의 통신발달 촉진 등이다. 

ITU-D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는 MCT(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res) 시범사업이 있

는데 이는 1998년에 시작된 것으로 여러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전화, 팩스, 인터넷,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는 원격교육 혹은 원격진료까지도 제공하

는 센터(MCT)를 개도국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ITCI-DC(Internet Training Centers Initiative for Developing Countries)는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간 사업자, 관련 정부기관, 비 리 교육기관, 지역 ISP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정보통신이용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2003년까지 개도국 교육기관에 Internet Protocol

네트워킹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50개 훈련 센터를 개소할 것을 목표로 하며, Cisco Systems의

Cisco Networking Academy Program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ITU는 4년마다 세계통신개발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를 개최하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개도국의 통신 발달 전략 제공 및 국가간 통신의 균형 발전을 목

표로이스탄불에서개최된총회에서는세계통신의미래비전을제시할 The Istanbul Declaration, 비

전을 목표 및 정책 우선 순위로 전환하여 Plenipotentiary Conference in Marrakesh, Moroco

(November 2002)에 제출된 A Strategic Plan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구체적실천계획을담은 An Action Plan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를 채택한바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는 국제 정보격차 심포지엄(Digital Bridges Symposium)을 한국정보문화

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 으며, 정보통신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격

차 지수개발 관련 주제에 발표 7개와 패널 토론발표 1건 및 개도국 정보화를 위한 무선통신활용

분야에 주제발표 8개, 패널 토론발표 5개를 진행하 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료격차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자료수집을 저해하는

개도국의 정치적 혹은 문화적 환경의 극복, 개도국의 ICT 통계관련 인력양성의 필요성, 개도국 자

료 수집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개도국 통신환경분야에서는 개도국의 통신인프라 개선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망

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하며,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개발의

필요성도 요구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의 확산을 위해서는 종량제보다는 정액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주파수 사용료를 낮추거나 농촌지역사업자에게는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특히

인도는 수신자 요금지불제도를 폐지하여 무선전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서비스만 한정하는 면허제 대신 무선, 유선, 케이블 방송, 부가서비스 사업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통합면허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서비스 역에 대한 갈등을 해소한 사례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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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기도 하 다. 따라서 개도국의 무선통신 활용 확산은 요금결정, 사업자 허가, 주파수 사용료

징수 등 신규제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개도국의 무선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규제정책개발도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10. 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이는 세계 각국 정상간 정보사회에 관한 비전과 이해를 공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개최되는 것으로 1차 회의는 2003년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서 개최되었으며 2차 회의는 튀니지에서 200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2003년 12월 개최된 정상회

의에서는 관련 전문가 11,000명이 참석하 으며 이 중 정부수반 및 장관이 50여명 참석하 고, 참

여 국가로는 176개국이,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3,300명이 참석하 다. 아울러 87개 국제기구가 참

석하 고, 민간기업에서는 98개 기업 514명이 참석하 다. 

여기서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 는데 이는 인류의 당면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

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사회를 이룩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언급하

으며, 정보사회에 관한 최초의 세계정상급 선언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장

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정보사회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권, 미디어, 문화적 다양성 등 정보사회와 간접적인 내용이 많아 정보사회의 핵심 주제

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 으며, 현안인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와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재원(Digital Solidarity Fund) 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작업반

을 구성하여 2005년 튀니지 회의에서결정하는것으로 미룬 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고 하겠다.

선언문에는 인간중심의 개방적이고 개발지향적 정보사회의 건설을 위해 UN헌장과 인권헌장의

이념을 존중하고, 새천년선언문(Millenium Development Declaration)의 목표달성과 빈곤타파,

기초교육기회의 제공과 성별 평등, HIV/AIDS와 같은 질병을 극복하며 요하네스버그 선언, 몬터레

이 합의 및 기타 UN 정상회의 결과를 존중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ICT가 목적 자체가 아닌 수

단으로써 과학, 지식, 정보 및 통신이 인류 발전의 원천이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을 위해 균등한 정보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개발도상국 등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표방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부 및 모든 참여자간 새로운 형태의 결속, 파트너쉽 및 협력을 요구하며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 결속을 위해 모든 참여자가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위한

주요 원칙으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이 ICT의 개발과 증진을 위해 역할 분담’, ‘신기술

의보편적, 접속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 육성’, ‘윤택한 공공이익 육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접근센터를 증진시키며 오픈소스나 무료소프트웨어 등을 제공’, ‘필요한 기

술과 지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주력’, ‘신뢰할 수 있는 ICT사용을 위해 네트

워크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사회를 위해 공동대응’등을 강조하 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보사회의 환경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정책과 법률 정비, 생산성향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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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와 지식의 공유,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표준화와 기술이전, 실천 가능한 지역 및 국가

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의 국제적 관리는 다자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

차를 통해서 기업,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시행하며, 다양한 언어를 고려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원의 균등한 분배와 접속을 제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인터넷 관

련 공공정책은 국가의 주권이므로 국가의 권리와 책임이며, 둘째, 기업은 기술적·경제적 분야에서

인터넷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셋째, 시민단체는 특히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 대한 중요한

역할 수행해야 하고, 넷째, 정부간 기구는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이슈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다섯째, 국제기구는인터넷관련기술표준과관련정책의개발역할을수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사회의 틀 개발을 위해 UN 사무총장은 2005년까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통한 실천을 위해 기업, 시민단체, 정부 등의 모든 참여자를 포함

시킨 적절한 작업반을 만들 것을 제시하 다. 아울러 문화, 언어적 다양성이 인류의 공동재산임을

인식하고 지역적 컨텐츠 육성에 주력하고,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전통적 미

디어 역할에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ICT 협력을 이룩하며

모든 참여자가 행동계획에서 나타난‘Digital Solidarity Agenda’를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자발적

인‘Digital solidarity Fund’수립을 검토하고 동시에 현존하는 기금의 메커니즘, 효율성 및 필요

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선언문과 함께 행동계획도 채택하 는데, 행동계획

에는 서로 다른 국가의 환경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모든 마을, 대학, 연구소, 도서관, 정부기관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ICT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보와 지식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관련 이해 당사자는 다목적 컴뮤니티 접근센터를 설

립하고,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이나 오픈소스, 무료 SW의 개발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원격교

육의 실시, UN과 관련기구를 포함하여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활

발한 봉사프로그램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ICT 사용에 있어 보안과 신뢰성을 위해 UN 내 정부간 협력을 통해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강

화, 전자인증 등과 같은 전자문서나 거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 우수사례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ICT의 응용은 행정, 비즈니스, 교육과 훈련, 고용, 건강, 농업, 과학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은 정보사회의 개발에 필수적이므로 UN, UNESCO의 선언과 마찬가

지로 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개발할 것을 천명하 다. 또한 미디어는 정

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전문가를 육

성하고 국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은 ICT를 우선과제로 책정하고, UN의 틀 안에서 공

공-개인간의 파트너쉽 구축,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해 디지털결속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UN 사무총장의 재량하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존하는 파이낸셜 메커니즘이 ICT 개발을 위해 적정한지 조사·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선언문에서 언급한‘Digital Solidarity Fund’의 수립 필요성 및 효

율적 운 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정상회의에 제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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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EU

1. eEurope 2005 행동계획

유럽연합은 다양한 국가의 연합체이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독특한 구성체이다. 물론 하나

의 국가로 통합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국가만큼이나 강력한 정책적 구심점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정보화 역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1999년 eEurope 정책을 수립한 이후「eEurope 2002」라는 정보화 정책을 통해 모든 유럽 사람들

이 정보화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데 초점을 두어왔다.1) 그리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eEurope

2002」는 이러한 정보화 기반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 있고 발전된 유럽연합을 건설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eEurope2002가 인터넷으로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eEurope 2002」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경제활동으로 연계시켜 EU의 경제적 부흥을 이

루는 데 실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Europe2005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e-

Government, e-Education, e-Health)과 아울러 보다 편리한 e-Business 환경구축 그리고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광대역망 보급 및 확충,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한 정보보호 전략 등을 행동계획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eEurope 2005로 대변되는 유럽연합의 중심적인 정보화 정책은 무엇보다 회원국을 중

심으로 한 지역중심의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Prelude’라는 사업을

통해 정보화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통한 지역 연구개발 능력강화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또한

정보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역중심의 정보화 사업을 적

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 유럽연합정보화정책의문제점: 회원국간정보격차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구현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는 장벽은 회원국

들간의 정보격차이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최근에 eEurope 2005 지표라는 것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을 조사하 다. 지표는 <그림 7-2-1>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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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Europe 2002」의주요목표에는‘지역및계층간정보격차해소’, ‘정보사회로의전이촉진’, ‘회원국가간의정책간연계’, ‘신경제의혜택수혜’
등이포함되었다.

2) http://www.prelude-portal.org/conference2004



이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주요 국가의 정보화 지표를 보면 <표 7-2-1>와 같다.

이 지표 조사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을 비롯한 ICT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선도적으로 알려진 국

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었다. 기존의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새로 가입하는 국가들간의 격차가 크

게 나타났다. 

이 지표들은 명백히 유럽연합내의 회원국들간에 상당한 정보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연구 보고서 역시 유럽연합내 회원국간에 상당한 정보화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이 보고서의 평가는 정보화를 비롯하여 혁신과 연구개발, 기업환경 등 총 8개 부문에서 이루어

졌는데, 유럽연합 전체 평가는 미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보고서에도 정

보화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선도국가라고 알려진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핀란드가 정보

사회와 혁신, 네트워킹 부문에서 호평을 받아 평점 5.8로 1위에 올랐고, 덴마크(5.63)와 스웨덴

(5.62) 등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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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F(200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2004

<표 7-2-1> eEurope 2005 정보화지표조사결과

순위 국가명 지표값 순위 국가명 지표값

1 덴마크 5.90 15 스페인 3.65

2 스웨덴 5.36 16 포르투갈 3.17

3 네덜란드 5.28 17 그리스 3.14

4 국 5.24 18 슬로베니아 2.86

5 핀란드 4.92 19 체코 2.78

6 독일 4.85 20 폴란드 2.78

7 오스트리아 4.64 21 사이프러스 2.72

8 벨기에 4.56 22 슬로바키아 2.67

9 아일랜드 4.41 23 라트비아 2.62

10 룩셈부르크 4.27 24 터키 2.43

11 이탈리아 3.91 25 라투아니아 2.40

12 프랑스 3.86 26 헝가리 2.22

13 몰타 3.77 27 루마니아 1.99

14 에스토니아 3.74 28 불가리아 1.82

※자료 : <A Study of the degree of alignment of the new member states and the candidate countries> e-Europ 2005, 2004

<그림 7-2-1> eEurope 2005 정보화지표

eEurope2005지표

=

인터넷지표 +  최신온라인공용서비스 +  다양한eBusiness환경 +  정보보안기반시설 +  광대역)/5 



그 다음으로 국(5.3)이 4위에 올랐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주

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평균 경쟁력이 미국보다 부진하게 평가된 이유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럽

연합 내의 회원국들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

투갈 그리스 등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

다. 특히 선진 7개국(G7)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의 경쟁력은 스페인은 물론 신규 가입국인 에스

토니아와 슬로베니아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럽연합의당면과제및전망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유럽연합내 국가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최근 25개국으로 확대된 회원국들과의 유대관계 강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이와 아울러 범 유럽연합 차원의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 유럽차원의 전자정부

인증체제 구축 추진사업5), 전자정부 모범사례 공유체계 구축6), 공동의 유해정보대응방안 마련7),

범 유럽 정부망 구축 추진8)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유럽연합내의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자국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연합 내 회원국들이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위원회는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스팸과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유럽연합 정책의 자국내 추진정도가 미흡하

다고 유럽연합법원에 고발조치를 취하 다.9) 물론 이들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기

보다는 자국내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처

럼 개별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유럽연합 전체의 정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eEurope2005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새로 시행될 정보화계획10)

역시 추진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럽연합내 국가간의 정보격차 해소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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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ianis-budapest2004.net/index.htm
5)  공식적인사업명은‘Guide - Government User Identity for Europe’이다.

http://www.kablenet.com/kd.nsf/Frontpage/485FCE9978CA1D9880256E85003EC550 OpenDocument
6)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programmes/egov_rd/gpf/index_en.htm
7)  2004년 6월 10일부터이틀간룩셈부르크에서장관회의로개최되었다. 여기서는유해정보대응방안-Safer Internet Plus를 비롯하여

정보컨텐츠진흥사업-eContentplus, 보완된 eEurope2005 업무계획, 브로드밴드추진현황에대한 2006년 상반기보고계획등이논의되었다.
http://europa.eu.int/rapid/pressReleasesAction.do reference=MEMO/04/142&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http://ue.eu.int/ueDocs/cms_Data/docs/pressData/en/trans/80911.pdf

8)  1억유로가소요될본사업은 Testa로 불리는기존정부망을대체할 예정이다.
http://www.kablenet.com/kd.nsf/Frontpage/78B1BCE85490404380256ED8003A0178?OpenDocument

9) http://europa.eu.int/rapid/start/cgi/guesten.kshp_action.gettxt=gt&doc=IP/04/510|0|RAPID&lg=EN&display=
10) 유럽연합은현재 eEurope2005 계획의후속계획을수립중에있다. 2004년 가을까지주요기본방향을설정하고, 2005년 하반기까지계획안을

수립하여확정하고, 2006년부터새로운정보화계획을추진할예정이다.



제2절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1. 핀란드

핀란드의 정보화 수준은 각종 정보화 통계지표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4월 유

럽연합이 발표한 핀란드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5위이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발표한 정보화 사회 지수 조사에서도 5위를 차지하 다.

엑센추어사의 국가별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 다. 이

러한 핀란드의 정보화 기반은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간하는 2004년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에서 핀란드는 조사대상 102개국 중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 다.

실제로 2004년 4월에 핀란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74세 이하의 인구에

서 7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 점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인터넷을 사용하

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인터

넷 사용자의 61%가 자신의 e-메일 계정을 갖고 있으며,  e-메일 사용자의 59%는 매일 e-메일을 이

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핀란드의 기본적인 정보사회 발전방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사회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정보사회 프로

그램(Information Society Programe)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접근과 활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와 지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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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에서보듯이특히연령이낮을수록인터넷을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에따른인터넷중독같은역기능도발생하고있다. 최근
핀란드군대에서는인터넷중독증세를보이는군인들을더이상군복무가어렵다고판단하여전역을시키고있다.
http://news.bbc.co.uk/2/hi/europe/3537300.stm

<표 7-2-2> 핀란드의정보화수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e-Readiness 10위 5위 6위

정보화사회지수 8위 5위 N/A

국가정보화지수 8위 5위 14위

세계경쟁력지수 N/A 1위 1위

※자료 : <The 2003 e-Business Rankings’, 2004/IDC, ‘The IDC Information Society Index 2003> EIU,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Database> ITU 200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2004> WEF, 2004.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노력의 집행방식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사회협의

회(Information Society Council)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사회협의회는 핀란드의 독특

한 정치제도의 산물로 각 부처의 대표들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핀란드는「eEurope 2005」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정책에 반 하고 있

다. 2003년 말까지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브로드밴드 전략을 마련하 으며, 2004년 1월부터 시작

하여 2005년에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

든 핀란드 국민이 IT 기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에 맞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rategy)을 집행하며,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인 개인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2004년 9월 1

일부터 법적인 장치(Act on Data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unications)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빠른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해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

다. 특히 핀란드는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화 사례를 공모(Prime

Minister’s Best Practices Award)를 하여 시상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정보통신문화를 국민들에

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의 기본적인 정보화 지향은 공식적인 그들의 정보화 계획 명칭(Information Society for

All)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 구현에 두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스웨덴 가정의 78%가 브

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은 서유럽 17개국 국가들 중에서‘디지털 라이

프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주피터 리서치가 서유럽 17개국을 대상으로‘소비자 디지털 복잡화’등의 순위를 매긴‘디지털

라이프 인덱스’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웹 서핑을 선호하고 최신 디지털기기 수용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2) 실제로 2004년 3월 말 현재 스웨덴의 총 인구 수는 898만명인데 반해 휴대폰

가입자 수는 907만명으로 휴대폰 가입자가 인구 수보다 9만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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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신문, 2004년 4월 22일자
3) 전자신문, 2004년 7월 6일자



이처럼 정보화 분야에 선도적인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경제사회 정책의 한 부분

으로 인식하고 있다. 스웨덴 정보화 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스웨덴 IT 정책 전략그

룹(IT Policy Strategy Group)은 정보화 정책이 국민과 사회의 편익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IT 정책 전략그룹은 경쟁력 제고 및 정보화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협력, 자유시장 환경하에서의 기술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통신망 구축 촉진, 브로드밴

드 촉진을 위한 정책역할 설정, IT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한 방향설정, 정보사회의 역기능

과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대응방향 설정, 정보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 수립 등을

맡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도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2004년 5월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 국가들과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성인물 유포에 대한 합동 단속을 수

행해 100명 이상을 조사하 으며, 스팸과 관련해서는 2004년 초 EU의 반스팸규범4)을 자국내에 정

책화 해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생산적 정보활용과 관련해서 스웨덴의 교육 정보화 부문을 살펴보면, EIU와 IBM이 2004년 1월

60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수준을 평가한‘2003 e-Learning Redness Rankings’을 발표하

는데, 여기서 스웨덴은 1위를 차지하 다. 

스웨덴은 높은 IT 인프라수준,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시민들, 최고의 교육시스템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자정부서비스와 인터넷 학습의 역할 확립을 위한 전략과 법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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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3> 스웨덴의정보화수준(2003)

조사기관 내용 발표

세게경제포럼(WEF) 정보화기반지수 2위(개인, 기업, 정부) 2003. 12

IDC 정보사회지수 1위(2002년 1위) 2003. 6

Jupiter Research 디지털라이프 인덱스 1위 2004. 4

ITU 디지털접근지수 1위 2003. 11

ITU 국가정보화지수 1위 2004. 6

4) 이 법에대해서는 EU내의견이분분한데, 최근네덜란드연구팀(Institute of Information Law, University of Amsterdam)은 유럽연합의반스팸법이
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고지적하 다. 그 이유로스팸발신지가대부분유럽외지역이므로헌법의효력이약하며국제적정책연계가필요한
부분이라고문제를제기하 다. 또한대부분의이용자가피부로느끼는효과가없는것도큰문제라고지적하 다.
http://newsvote.bbc.co.uk/2/hi/technology/3666585.stm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수정·보완> 한국전산원, 2004



제3절 국, 아일랜드

1. 국

국은 21세기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다. 국정부가

디지털 지식강국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자국의

IT산업과 탄력을 받고 있는 e정부 구축 등 지식강국 구현에 필요한 요소들이 탄탄하게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e허브 국가를 노리는 국의 이러한 야심은 다른 나라보다 일찍 도입

한 통신시장 자율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저비용 인터넷접속 등의 IT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경쟁을 통한 민간기업의 경쟁력 향상 유도와 3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TV 조기 도입 등의 디지

털사회 구축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국의 정보화 수준은 여러 지표에서도 단연 정보화 선도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IDC와 미디어 전문업체인 World Times가 발표한‘2003 IDC/World Times 정보화지수

(2003.6)’에 의하면 국은 조사대상 53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

표한‘세계정보화보고서 2003-2004’에서 국은, 전체 정보화지수는 15위, 정보화 환경지수는 14

위, 정보화기반 지수는 10위, 정보화 이용지수는 2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서유럽 17개국을 대

상으로 조사한 주피터 리서치의 디지털라이프 인덱스 순위에서 국이 4위로 평가됐다.

또한 최근 국 컴퓨터연구회는 국 국민들의 정보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 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 성인인구의 3/4이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컴퓨터가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 다. 엑센추어 컨설팅사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의 전체 인구 대비 정기적 인터넷 이용률은 53.2%로 조사되었고, 국의 2003

년 정보화연차보고서에서는 정기적 인터넷 성인이용자가 56%, 연령별로는 16~24세 인구가 78%,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16%로 나타났다. 국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인터넷 비접속계층 중 61%

는 아직도 인터넷 이용의 편익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당분간 인터넷

이용인구에 합류할 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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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4> 국의정보화수준

조사기관 내용 발표

세계경제포럼 정보화기반지수 10위 2003. 12

IDC 정보사회지수 11위 2003. 6

Jupiter Research 디지털라이프 인덱스 4위 2004. 4

ITU 국가정보화지수 10위 2004. 6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수정·보완> 한국전산원, 2004



국은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

에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에서도 물리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05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획하

고 있다. 실제로 1999년 10가구 중 1가구만 인터넷에 접속했던데 비해 2003년 말 현재 2가구 중 1

가구가 접속하는 성장을 거두었고, 인터넷 접속료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편에 속했으나 경쟁정

책이 효과를 거두어 가장 저렴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초고속 가입자 수가 적지만

2003년 11월 말 현재 3백만명이 넘으면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술과 디지털TV를

이용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

자상거래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병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규

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230억 파운드를 초과하 고, 비즈니스 유형도 신기술의

향을 받아 변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복잡한 방식을 통해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Office of e-Envoy에 따르면 국 중앙정부 서비스의 2/3는 이미 온라인화되어 있다. 다른 정보

화계획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2005년 말까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그동안 6,000개의 UK 온라인센터를 곳곳에 설치해온 것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제대로 사용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이다. 즉 전체 인터넷 이용

자의 8%만이 온라인으로 정부부처와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또한 국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4월

국의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보장권 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는 국에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 다.2)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에서도 노

인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2004년 5

월에 개최된‘노인정보검색 대회(Silver Surfers’Day)’이다.3) 이런 노력과 아울러 더 나은 정보통

신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한 광대역망(브로드밴드) 서비스도 브리티쉬 텔레콤(The British Tele-

com)이 주축이 되어 확대될 전망이다. 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 여름까지 국의 모든 가구 및 기

업의 99.6%에 브로드밴드를 보급할 예정이다.4) 국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기 위한 포털이 개통되었다.5)

국정부는 교육정보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 정부는 교육정보화 전략의 추

진성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IT 자원 등 교육정보화 기반은 경쟁국에 비해 손색이 없

을 정도로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화를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려는 성과는

저조하 다고 분석하고 있다.6) 국에서 청소년의 이동통신 이용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Teleconomy에 의하면 상당수의 청소년은 이동통신이용 시간이 늘면서 휴대폰이 없어서는 안 되

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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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선희(2004), 「 국 UK online 2003년 보고서」의내용과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http://www.kablenet.com
3) http://www.silversurfersday.org
4) http://media.guardian.co.uk/site/story/0,014173,1204472.00html
5) http://businesslink.gov.uk
6) http://news.bbc.co.uk/1/hi/education/3712177.stm
7) http://news.bbc.co.uk/1/hi/technology/3830527.stm



또한 국은 주민 DB연계 및 통합 사업(사업명: the population register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사업주관은 국 통계청이 맡고 있으며, 각 부처가 개별 및 중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정

보의 연계 및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의 이슈 검토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 전면적으로 추진된다면 2007년 12월에 가능할 예정이다.8) 아울러 국은 치안 취약계층을

위해 DB 구축을 하고 있다. 아동, 실종자, 생활보호대상자, 스토킹 및 협박대상자,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DB 구축을 추진중이다. 래스고우 지역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향후 스코트랜드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9)

국에서는 정보화 이용인구의 확산과 아울러 이에 따른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는데 스팸, 바이

러스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KidsGuard.com에서 66,000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음란성 스팸메일을 하루 1.46개 받으며 일주일 동안 10개 정도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4월 국 통산산업부가 발표한 국내 해킹 피해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국 기업의 75%가 보안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은행에서 보낸 메일처럼 속여서 은행고객의 개인정보를 얻은 뒤 그 정보를 이용해 돈을 훔쳐가는

범죄가 최근 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2. 아일랜드

2003년 말에 아일랜드의 정보사회위원회(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10)는‘정보사회 확

대를 위한 eInclusion(eInclusion : Expanding the Information Society in Ireland)’에서 ICT를 통

한 정보사회로의 참여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996년에는 성인 20명 중 1명만이 인터넷에 접속하 는데 반해 현재는 성인 2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으며, 핸드폰 사용도 성인 5명 중 4명 꼴로 이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정보화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사람 중 20%

만이 정보사회나 ICT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1995년 40%보다도 하락한 수준이다. 실제로 조사대

상 성인의 약 40%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일상생

활에서 인터넷이 그다지 관련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기호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있는 계층들이

있는데, 정보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업주부의 78%(425,000명), 은퇴계층의 90%(235,000명),

농수산업 종사자의 85%(145,000명), 미취업 계층의 73%(90,000명) 정도가 정보사회로부터 배제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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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statistics.gov.uk/cip/default.asp
9) http://www.kablenet.com
10) 아일랜드의정보사회위원회는아일랜드의정보사회를구현하기위해정책대안을제시하는독립기구로민관합의체로운 되고있다. 아일랜드

정보사회구현에필요한정책및이슈를개발하고이를정책화시키는것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2004년 말까지운 될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다음홈페이지를참조할것. http://www.isc.ie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정보사회위원회는 국가 정보화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 는데,

우선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이 시민들의 삶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위원회는

정보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기회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보사회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사용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기금으로 운 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

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해독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사회로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지역경제와 교육 등 지역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을 육성하도록 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수준의 요구를 인터넷에서도 반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정부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지역콘텐츠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나 자원

봉사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아일랜드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e-Inclusion의 일환으로 정보격차를 인

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재원 제공에 관심을 두

고 있다.

그동안 컴퓨터의 소유와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정보격차의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

법인데, 그 이유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소유 자체가 정보격차의 요인으로 설명되었기 때

문이다. 2003년 Haase와 Pratschke의 연구도 이런 인식 하에서 더블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

구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사용, 소유, 숙달여부, 신뢰도 등을 조사하 다. 연구조사결

과 교육수준에 따라 컴퓨터의 소유와 사용, 그리고 숙달 및 활용의 적절성 면에서 격차가 심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분

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의 90%가 새로운 조직의 구성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투입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더 이상 기술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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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5> 유럽연합회원국과비교한아일랜드브로드밴드보급현황

국가 DSL 회선 타 광대역망 인구대비 유럽연합 순위 지난 6개월 성장도

아일랜드 5,370 4,100 0.25% 14위 47%

벨기에 627,970 417,897 10.19% 2위 19%

덴마크 389,805 168,795 10.44% 1위 24%

핀란드 280,000 63,950 6.64% 5위 25%

스웨덴 591,695 299,685 10% 3위 36%

유럽연합 평균 4.65% 36%

※자료: EU Commission Broadband Access in the EU(2003, 7)



자원과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가 정보사회를 더욱 빨리 이룩하기 위해 현재 시급한 것은 브로드밴드 보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보사회위원회가 발간한‘아일랜드 브로드밴드의 미래(Ireland’s

Broadband Future, 2003)’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할 때

브로드밴드의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에서 브로드밴드의 보급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늘어나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이다. 브로드밴드가 이루어져야 아일랜드가 추구하는 정보사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브

로드밴드의 빠른 확산 및 보급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아일랜드 정부는 브로드밴드(5Mbps)가 충

분히 공급되는 시점과 아울러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루어질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교육(Education)이다. 흔히 말하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e-learning 시

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적으로 요청될 것이다. 둘

째, 보건(Health)이다. 집중화된 의료 기록 및 정보가 의료진들에 의해 공유되며, 환자에 대한 진

단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의사소

통의 확대(Communication)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를 공유하게 된다. 홈비

디오를 통해 친구와 가족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원격근로의 일

상화(Teleworking)이다. 브로드밴드의 보급은 일에 있어 보다 큰 유연성과 생산성을 담보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원격근로는 낮은 비용으로 일을 더욱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원거

리에 있거나 외부활동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일랜드는 계획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회 저변에 확산·보급하는 반면에 이에 따르는 역기

능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3세대(3G) 이동통신단말기11)의 등

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3세대 이동통신단말기가 아동 포르노 등에

악용될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며 개인의 자유만 침

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12)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 정부 업무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범 정부 문서관리

시스템(eCabi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정부는 다양한 아키텍처 및 부처가 관련되는

본 사업을 역대 최고난도 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이 최근 개시되었다.13)

결과적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를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지식과 정보가

생성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모든 중요한 활동들이 로벌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기술구조는 이러한 우수한 실행능력을 기반으로 확장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의

로벌화는 경쟁과 변화를 급속하게 하므로 지식과 기술의 가치는 이전 사회보다 더 빨리 하락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능력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 회사, 지역, 국가경

제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학습능력에 대한 요구는 취약계

층에도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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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3년 말현재일본, 국,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오스트리아등에서비동기식 3G 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12) http://www.wired.com/news/privacy/0.1848.63780.00.html
13) http://www.netimperative.com/cmn/viewdoc.jsp?cat=all&docid=BEP1_News_0000067275



제4절독일, 프랑스

1. 독일

일반적으로 독일 정보화 현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1990년대 이

후 소위‘독일병’이라 불리는 경제성장 및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IT 산업의 부재에서 찾을 때 더

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나타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의 1/3은 IT 제조업 격차에서,

그리고 나머지 2/3는 독일기업의 IT 투자분야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독일의 끊임없는 생

산성 추락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1). 그러나 정보화 관련 최근 지표들을 보면 이

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동통신 이용자가 2003년 말 현재 6천

3백만명(전 국민의 약 80%)을 넘어서 유럽에서 가장 넓은 시장이며, 14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도 2003년 현재 3천4백만명(전체 국민의 약 53.5%)에 이르러 양적인 면에서 유럽에서 단연

최고이다.2) 과거 인터넷 이용자는 보통 고소득층의 젊은 남성이었으나 현재는 전 국민으로 확산

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인터넷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500만 브로드밴드 인터넷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독일은 유럽 내 가장 중요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독일정보통신협회 비트콤(BITKOM)이 독일의 IT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6%로 미

국(32%)과 일본(12%)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정보화 분야에서 독일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3) 더욱이 세계경제포럼(WEF)의「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2-2003」에서 독일의 정보통신발전 순위가 2002년 17위에서 2003년 10위로 상승한 것

은 독일의 정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33제4절독일, 프랑스

제
7
편

<표 7-2-6> 독일의정보화수준 (2003)

조사기관 내용 발표

세계경제포럼 정보화기반지수 12위 2003. 12

IDC 정보사회지수 13위 2003. 6

Jupiter Research 디지털라이프 인덱스 11위 2004. 4

ITU 국가정보화지수 18위 2004. 6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수정·보완> 한국전산원, 2004

1) 김갑득(2002), 「독일경제의장기부진과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보고서, pp.4-11.
2) ARD/ZDF Online Study, 2003
3) 연합뉴스, 2004년 1월 14일자.



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독일의 정보화 전략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

히, 1993년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에 추진된 정보화 계획은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정보정

책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4) 독일의 정보화 전략은 이러한 국제적 경쟁의 압박과 아

울러 경제성장 저하 및 대량실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차원에서 구상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산물이 1996년 발간된‘INFO 2000 : Germany'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이라

는 정보화 분야 전략보고서이다.  

1996년 국가전략보고서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은 정보화 전략보고서가 3년후인 1999년

에 등장했다. 여기에서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유럽 최

고의 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 다. 더욱이 정

보화를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와 연계시키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2002년 3월에 발표된‘독일정보사회 : 21세기 정보사회의 혁신과 일자리’에서는 1999년에 발

표된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3년간 진행된 정보화를 점검하는 중간평가적인 성격과 아울러

이후 추진해야 할 거시적인 정보화 전략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독일은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며 정보화 인프라 구

축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연방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정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수 많은 캠페인과 운동을 시의 적절하게 운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보

다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 다. 예를 들어 정보화에 대한 의식 계몽 차원에서 조직된 시민운동인

‘포럼 Info 2002’, 교육시설의 정보화를 위한 대응인 학교의 네트워크화 및 행정전산화나 전자정

부의 계획을 담은 Bund Online 등은 거시적인 정보화 전략을 내용적으로 구체화하고 채워나가는

실천적 프로그램들인 것이다. 이외에도‘모두에게 인터넷’운동이나‘운동 D21’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다.5)

또한 독일의 정보화 전략은 유럽통합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1996년 자료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거론되는 유럽적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와 아울러 더 눈여겨보

아야 할 대목은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전략 구현이다. 그 구체적인 노력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정보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홍

보활동을 강화하며, 그리고 정보사회가 몰고 올 사회적·문화적 도전에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공

동으로 대응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독일은 정보화 평가 사안에 따라 일부는 계획보다 빨리 초

과 달성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Internet fuer alle) 역시 결과적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 고, 교육시

설에 대한 정보화망 구축 역시 조기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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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진숙(2002), 「인터넷네트워크정보격차현황과대응정책연구: 미국과독일의사례를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46권 4호, p.6.
5) 독일의 정보화에서 특이할 점은 정보화 추진 전략 추진체계에서 스웨덴(IT위원회), 아일랜드(정보사회 조정위원회)와 같이 정보화전담기관을 특별히
설립하지 않고, 연방 경제부와 연방교육연구부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부문과의 긴 한 협력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추진되는 내용의 단계에 따라 이를 자문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특별조직을 적절한 시점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채택하 다.



위와 같은 튼튼한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독일은 최근에 2003년 12월에 발간한「정보사회독

일 2006(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06)」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모든 주요

사회 세력들과 협력적 관계를 지속한다는 전제 속에서 새롭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핵심

전략 지점은 크게 일곱 부분이다. 디지털 경제, 연구와 기술발전, 교육, 전자정부, 전자카드와 전

자인증제, 전자보건 그리고 정보기술의 안전문제가 그것이다. 여전히 디지털 경제 부문에 주안점

을 두고 정보화 전략이 짜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전략들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으로는 노동시장의 완전한 정보화와 정보망 구축을 통한 보건 분야 운 을 계획하고 있는 점

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 및 계획은 <표 7-2-7>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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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면회(2004), 「정보화와독일의국가전략」, 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회의, pp121-148

<표 7-2-7> 독일정보사회프로그램2006의구체적인목표

목표 기간

디지털경제

인터넷활용: 여성 지분의 증진과 함께 국민 75%까지 향상 2005년까지

광역통신망: 
약 7백만 회선의 광역통신망
EU 프로그램「eEurope 2005」와의 조율 속에 활발한 인터넷 접근
2천만 회원의 광대역통신망(전 가정의 50%)

2004년까지
2005년까지

2010년까지

이동통신:
GSM/GPRS: 6천 5백만(전국민의 80%)
위성통신(UMTS): 사업 시작
50%까지 연결망 확대

2004년까지
2004년 전반기까지
2005년말까지

방송의 완전화 디지털화
안테나, 유선 및 위성을 이용하여:
TV
라디오

2010년까지
2015년까지

eBusiness와 중소기업: KMU의 40%에 이르는 광대한 eBusiness 활용 2008년까지

법적기틀과 주요 법안의 수정:
통신법(TKG)
언론법의 단순화
저작권의 현대화

2004년 상반기
2004년
2006년까지

연구와 기술 발전

이동정보통신 체제의 선도업체의 지속적인 확대 2004년부터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체계의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독일 2006년까지

연구결과물의 시장상품으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체간의 강화된 연계 2004년부터

미래의 네트워크를 위한 세계적인 차원의 표준개발 2004년부터

교육

학교, 교육시설 및 대학에 새로운 미디어의 지속적인 확충 2006년까지

전일 학교에 컴퓨터 활용을 위한 개념 개발 2006년까지

독일 학문과 경제를 위한 기술적인 Grid Infrastruktur와 Kompetenznetzes의 건설 2004년부터

전자과학(e-science) 활용에 대한 새롭고 지속적인 개발 2004년부터

IT 직업훈련과 정보학 학업에 여성의 지분을 40%까지 지속적으로 높임 2006년까지



2. 프랑스

2004년 3월 현재 인터넷 조사기관인 메디아메트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인터넷을 즐기는 11세

이상의 인구는 모두 23,089,000명으로 전체 11세 이상 인구의 45%로 집계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은 정보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 가정의 PC 보급률이 42%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정보통신기술분

야에서 상대적으로 여타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6월 ITU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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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7> 독일정보사회프로그램2006의구체적인목표

7)  디지털타임스, 2004년 4월 30일자

목표 기간

전자 정부

Deutschland Online : 15개의 프로젝트 시작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체의
Deutschland Online 계획의 50% 달성

2003년 말 2005년 말까지

Bund Online: 440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2005년까지

Media@Komm-Transfers 틀 내에서 20개 전자정부 모범 꼬뮨 설립 2004년 상반기부터

합법적이고 안전한 전자 교부체제하의 연방 전자문서 발부(eVergabe) 2005년까지

가상 노동시장의 출발 2003년 말

모든 연방관청들을 위한 가상 우체국 2004년 초

Bund Online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의 단계적 마련 2004-2005년까지

모든 연방 관청에 대한 연결 가능성과 함께 연방 행정의 정보연결을 위한 IVBB의 확대 2004년 초

전자 보건

건강카드와 연계하여 약 30만개의 요양 직업 자격증을 교부하고, 
원격기간시설과 기관을 넘어서는 의학적 기록들 마련 2006년까지

의약품 전자 거래 2004년부터

전자 처방 2006년부터

IT 안전
KMU를 위한 IT안전센터 M-Cert 기업의 수용 2003년 말 시작

IT 의존적인 위험한 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2004년부터

인터넷안전망 : 인터넷 활용 시의 보험 2005년 초

청소년을 위한 특별 IT-안전정보 2004년 말

전자카드(eCard) 이니셔티브/전자인증제

4천만 고용 카드 2004년 법률적 전제 마련 2005년까지 도입

8천만 건강 카드 2004년 시작, 2005년 마무리

전자인증을 기능을 가진 은행 카드 2004년부터

인증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 2004년 초

전자 소득세표 2005년까지

전자신분증 2004년 입법조치

※자료 : <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06> 2003.12



표한 국제정보화 지표8)를 살펴보면 스웨덴, 네덜란드, 국, 핀란드 등이 10위권 안에 속해 있는데

반해 프랑스는 20위권 밖에서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전통적인 평등주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발

달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모든 이를 위한 정보

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화 과정 중 발생하는 디지털 불평등(inegalite numerique)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보접근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9)

그 구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CISI(정보화 사회를 위한 조정위원회)10)에서 의결된 정보접근

정책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정보화접근 업무를 위해 2000년 창설했던 총리실 산하의 MAPI의 활

동을 2003년으로 종료하고, 2004년 신기술연구부 내에‘인터넷활용대책반’을 신설하기로 하

다. 또한 본 회의에 정부는 자치단체 참여의 활성화, 접근시설의 보강 및 인터넷 활용 유도라는 2

대 정책방향에 따라‘Net Public’이라는 헌장을 제정하고 현행 정보접근시설 정책을 재조정하기

로 결정하 다.

‘접근에서 활용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변화를 통해 가장 먼저 개선을 시작한 것은 프랑스 전

역에 구축되어 있는 2,500여개 정보접근시설 중 본 헌장에 가입한 시설에 대해서‘Netpublic’이라

는 국가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고 단일로고를 사용하여 가시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물론 다양한 정

보접근시설이‘Netpubli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문맹 퇴치와

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집단 및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등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이행

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뿐만 아니라 구직과 전자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접근시설이 개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 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라파앵 총리가 주축이 되어 세운 프랑스의 정보화 기본계획인

「RESO 2007」은 예산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일반가정의 정보화 작업을 위한 컴퓨터 장비구

입 지원책은 오는 2004년 이후로 연기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도 큰 문제이다. 실제로 시장원리에서 배제되

는 이른바 정보소외계층에게 브로드밴드 접속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e-Europe2005」를 통해 기업체가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하 으나, 프랑스 텔레콤은 인구 15,000명 이하의 규모로서는 상업성이 없다는 것과 많은 수의 국

민들이 곧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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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U,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Database, 2004. 6
9) 문자적으로대중적디지털공간들(Espaces Publics Numeriques)로 번역되고‘인터넷에접근할수있게해주는장소’로정의하고있으나, 이를

국내상황에비추어‘정보접근시설’로번역함
10) 2003년 7월부터활동하고있는프랑스‘정보화사회를위한조정위원회’는발족기념으로인터넷에대한일반대중과가정의신뢰도를높이고많은

프랑스인들이신기술에익숙해지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 70가지조치들을내놓았다. 이 조치들에는온라인연구와그이용방안의확대,
온라인을통한일자리제공, 온라인상의미성년자보호책마련, 스팸메일과전쟁등을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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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미국

1. 미국의정보격차현황

2000년 이후 미국 전반의 컴퓨터 활용도와 인터넷 접속률·이용률은 급격한 증가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미국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53.9%, NTIA, 2002년 2월 기준)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미국인의 생활상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는‘Pew Internet & American’의 2003년 자료

에 따르면 이른바‘접근성’(Accessibility)을 위주로 한 국가내의 격차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잘 이용하는‘활용성’(Availability)의 기준에 따른다면, 지역, 인종, 소득, 연

령, 성별에 따라 정보격차의 문제는 지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미국 전체의 인터넷 보급률

(Internet Penetration)은 2000년의 50%와 비교하여 59%(2002년 12월 기준)로 상승하 으나, 여

전히 지역별로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지역간의 교육수준, 소

득, 인종에 따른 차이와 접한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또한 이메일, 검색 등 공통의 요소를 제외하고, 지역에 따라 인터넷

뉴스를 통한 정보획득, 온라인 클럽활동, 건강사이트 등의 개인별 관심요소에 따라 더 빈번한 활

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내의 양적인 정보격차의 여지는 많이 감소하 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활용상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활용성 증진방안으로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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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미국내지역별인터넷보급률

지역구분 주요 지역 인터넷 보급률(%)
New England Conne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Vermont, Rhode Island 66
Mid - Atlantic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58
National Capital Maryland, Virginia, Washington DC 64
Southeast Florida, Georgia, North & South Carolina, 57
South Alabama, Arkansas, Kenturkey, Mississippi 48
Industrial Midwest Illinois, Indiana, Michigan, Ohio 56
Upper Midwest Minnesota, North & South Dakota, Wisconsin 59
Lower Midwest Iowa, Kansas, Missouri, Nebraska 55
Border States Arizona, New Mexico, Texas 60
Mountain States Colorado, Idaho, Montana, Nevada, Utah 64
Pacific Northwest Oregon, Washington 68
Califonia 65

Total 59

※18세 이상의 미국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 http://pewinternet.org/releases/releases.asp



2. 미국의정보격차해소정책의추이

1990년대 초반 ICT기술이 창출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미국인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래, 미국정부는‘정보’가 가져온 다양한 기준(criterion)에서

의 차이와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특히, NTIA의‘Falling through the net’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내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 고, 그 결과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1)의 실시, CTC(Community Technology Center)2)의 활용, E-rate프로그램3)을 통한 통신

비 절감 등 굵직굵직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게 된다.

상기한 3가지 미국내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미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화의 혜택을 보편적 서비

스(Universal Service)공급의 관점에서 공평한 접근기회(Access Opportunity)를 제공하여 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양적측면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1차적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도 변화를 거듭하여, 평

등한 기회제공의 의미차원에서‘Digital Opportunity’로 중점적 이슈가 이동하 고, 이후 이른바

다인종과 50여개의 주(state)로 이루어진 미국의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정서를

담은‘Digital Inclusion’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정보격차에 대한 예산삭감을 이슈로 하여 의회와의 대립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즉 부시 행정부는 미국인의 절반이상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실과 더불

어, 미국 전역이 온라인화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연방지원에 대한 예산편성도 오프라인을

위해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회계

연도의 예산안에서 저소득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 어른의 문맹퇴치, 직업훈련을 위한 컴퓨터실

의 건설을 돕는 교육부와상무부의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에대한 예산중단을요구하게 된다. 

또한 E-rate 프로그램을 시대에 뒤쳐진 고루한 규칙과 법률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E-rate를

다른 연방 edtech 프로그램과 통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내의 정보격차 문제는 사

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이익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의 상당한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과 활용상의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

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예산삭감은 단순히 부시 행정

부 의도대로의 새로운 국정과제 선정과 사업틀의 재편과정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정보격차 해소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징적인 의미에 더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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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P는 1994년부터실시된정보통신인프라지원프로그램을말하며, 도시및시골지역의정보취약계층과정보인프라에의접근이어려운
사람들에게정보기술과이에따른혜택을동등하게부여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 지역민에게건강정보를제공하고, 커뮤니티를개발시키는한편
정보화교육을통한정보리터러시제고, 데이터베이스및정보관리사업을수행하고있다. 

2) CTC프로그램은 IT교육의효율화를기하고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의정보화능력제고를위해마련된것으로직업훈련, 커뮤니티기반의협력체제
구축, 커뮤니티기술통합, 정보 리터러시스킬제공을주요내용으로하며, 연방정부는 1개의 CTC에 대하여연간 75,000~300,000 달러의예산을
지원하고있다. 

3) E-rate프로그램은학교또는도서관에제공되는통신서비스에대한요금감면을통해국가의정보인프라를확충하고, 저소득층과지방도시의
정보접근환경을조성하고있다. 



2003년 말 현재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2가지 격차해소 프로그램(TOP, E-rate)의 예산삭감에 대

하여 미의회와 부시 행정부 간의 알력으로 아직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3. 미국의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4)

가. 연방정부차원의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

Americans Communicating Electronically(ACE)5)는 모든 미국민들이 21세기의 정보기술에 있

어서의 활용성 제고를 진작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는 정부, 주정부, 지역정부의 기술 및 교육

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IT 프로젝트이다. 

특히 ACE 프로그램은 미국민들이 원스톱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와 사이트를 구축하 다. 즉 연방, 주정부 예산과 재정, 스카우트, 교회, 학교의 국민관심 자료

및 직업, 노인자료를 망라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도 Internet Master 교육

을 통한 인터넷 이용교육을 제공하고, Youth clubs and groups를 통한 청소년들의 지식정보사회

에의 적응과 리더교육 Computers for learning 을 통한 학교와 NGO의 비활용 컴퓨터 공여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Computer/Electronic Accommodation Program(CAP)6)은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

등하게 정보접근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과 시설을 제

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CAP에서는 장애인들이 미국 국방부

등 정부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증대시키면서,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

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원하며, 컴퓨터와 통신통합 및 접

근성(communication integration & accessibility)에 대한 연방정부법(Federal laws)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 

Neighborhood Networks7)는 미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에서 설치한 시설로써, 지역민

들에게 편리하고 교육적인 학습환경과 학습센터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기

술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

공 및 각종 컴퓨터 이용기술교육 등 주민 교육기회의 확대를 기하고 있다. 1995년 9월 시작되어

2002년 12월 현재 1,100여개의 센터가 운 중이며, 회계연도를 거듭할수록 그 지원금액이 확충되

고 있는 추세이다.

The 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CAST)8)는 장애인들에게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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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내정보격차해소를위한 3가지대표적프로그램(TOP. CTC. E-rate)과 기존의격차해소정책 (농어촌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지원,
장애인및노인을위한접근성보장, 지역접근센터구축및컴퓨터보급촉진, 정보통신활용사업지원, 재활용 pc 보급, 저소득및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지원, 취약계층을위한정보이용능력교육)은 2003년 정보격차해소백서내용참조

5) http://www.ace.org 
6) http://www.tricare.osd.mil/cap
7) http://www.hud.gov/offices/hsg/mfh/nnw/nnwindex.cfm
8) http://www.cast.org



보기술의 이용확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확대와 향후 직업선택의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고자 교육

부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다. CAST는 장애인 학습모델개발에 있어 보편적 설계기술과 학습법 개

발, 다양한 범위의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tools)를 개발하고, 교수-학습법의 새로운 접

근, 커리큘럼의 개발, 학습자 개개인의 차이에 따른 평가방법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정부차원의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

Califonia Plugged In9)은 CTC(community technology center)와 같은 성격의 지역 정보접근점

(access point) 확산계획으로, 캘리포니아 이스트 팔로 알토(East Palo Alto)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정보혁명이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10대 청소년

에게 최신의 웹디자인 기술교육은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 교실 파트너쉽, 교육주제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사이버 도서관, copy센터, telecom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

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Illinois Digital Divide Elimination Fund & Infrastructure Fund10)는 일리노이주의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노력으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자금유치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대여를 주요 내용으

로 한다. 즉 CTC, 공공병원, 도서관, 공원지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봉사자 채

용, 관리, 교육 및 기초조직기반 구축과 이와 관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사용하게 한다. 또한

브로드밴드 및 통신시설 구축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 현황 분석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Texas Austin Telecommunity Project Network11)의 Telecommunity의 건설은 지역사회 주민들

이 컴퓨터, 인터넷, 교육관련 기회와 지역의 기술자원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Texas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und(TIF)로부터 조달받게 된

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우선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사이트 제공을 확대하고, 목표대상 계층에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 이용

방법의 전수를 통해 지역사회주민의 기초적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제발전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직업정보제공, 직업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스킬을 교육하고, 다양

한 지역 그룹의 정보를 통합하여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North Carolina Rural Internet Access Authority12)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이용요금에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주민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확보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는 2001년까지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모든 사람에게 local dial-up access를 제공하고, 2003년까지

적절한 가격(affordable)의 브로드밴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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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ttp://www.ctcnet.org
10) http://www.digitaldividenetwork.org/content/sections/index.cfm
11) http://www.utexas.edu/research/tipi/research/telecommunity.htm
12) http://www.e-nc.org



제2절캐나다

1. 캐나다의정보격차현황

2002년 이후 캐나다의 인터넷 보급률은 개인별, 기업별 수준에서는 60~70%, 학교 도서관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13), 전반적으로 상위의 정보 인프라 수준을 보유하여 왔다. 2002년을

기점으로는 브로드밴드 및 광대역 통신망 보급에 주력하여, 한국과 홍콩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56%에 달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브로드밴드와 초고속 인터넷에 의한

정보접근과 활용의 기회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4) 그나마, 현재 Broadband pilot

Program에 의해 시설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16%를 제외한다면 그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디지

털 경제효과를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e-learning 등의 정보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을 감안할 때 캐나다의 개인, 지역간 정보격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캐나다정보격차해소정책의추이

캐나다는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 네트워크 국가건설 전략하에 1994년의 Information Highway

Strategy, 1999년에 Connecting Canadian을 발표하면서 주로 정보화 확산정책에 주력하여 왔으

나, 사회 제집단간 정보격차 해소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도에 모든 국민의 보편적 정보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브로드밴드

정책의 수립 노력의 결과「The new national dream ; Networking the nation for broadband

access」15)를 추진하게 되었다(<표 7-3-2 참조>).

상기 계획안에는 정보격차 해소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3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데, 첫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환경을 제시하고 구

조개선에 착수하는 한편, 둘째, 민간부분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정보의 접근점 확대가 가능

하도록 자원을 결집시키고, 셋째 전자정부서비스 또는 정부관련 정보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

여 이를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하 다. 

그러나, 2004년에 발표된 수정예산 보고서16)에 따르면,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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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nadian e-business opportunity roundtable, 2003
14) Stronger Communities for a Stronger Canada : The Promise of Broadband, 2004 
15) http;//broadband.gc.ca
16) http;//www.connect.gc.ca/pub/index.html



한 반성과 함께 전반적인 예산감축, 정책목표와 역량의 결집과 다운사이징(downsizing), 업무이

관을 기획하는 등 격차해소 전략 변경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3. 캐나다의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

가. Community Access Program(CAP)17)

CAP는 캐나다 지역사회의 자치단체, 민간기구, 도서관 등을 지원하여, 공공 정보 접근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까지 도시 및 농촌 지역에 각각 5천여개

의 시설을 설치하 고, 2004년 현재 약 9,200여개가 설립 완료 또는 설치 계획중에 있다18). 또한

운 에 필요한 장비, 접속비, 인건비 등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CAP의 신규설립이 포화상태에 이르 고 운 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이 과

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는 시설구축 배분의 문제, 초고속

접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비용, 운 콘텐츠 라이센스 획득, 인건비의 증가를 들고

있다.

나. Schoolnet19)

Schoolnet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공동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내용에 IT와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인의 IT 활용을 촉진 육성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는 학습공동

체에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원과 상품을 보급함으로써, IT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

우는 동시에 학습프로그램의 수출 장려적 측면에서 중요시 되어왔다. 

그러나 Schoolnet 역시 2004년의 정책선회기조와 함께 변화의 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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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2> The new national dream Project 주요추진체계(2002 ~ 2004년)

※ ITU, 2003

추진주체 캐나다 산업부 산하에‘National Broadband Taskforce’를 구성

추진목표
·브로드밴드의 사용으로 교육, 건강 등 공공서비스 제공의 원활화

·가정, 유무선 통신관련 소기업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활용

추진계획

·서비스 제공상 양방향으로 1.5Mbps 속도의 대역 서비스망 구축

·인종, 지역, 문화를 막론한 모든 캐나다인의 정보접근비용 합리화

·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확대(공공학습, 공공의료, 공공도서관)

·지역 인프라의 보편적 활용(지역기업, 거주민)

추진방식
·인프라 지원모델의 개발 및 서비스 공급상의 인센티브 제공

·Bottom-Up 방식의 커뮤니티 모델 개발을 통한 수요촉진

17) http;//cap.ic.gc.ca
18) http://broadband.gc.ca/pub/program/NBTF
19) www.schoolnet.gc.ca



New Schoolnet), 기존의 정보 접근시설 구축정책으로 분류되었던 Campus for school, Canada’s

Campus Connection 프로그램을 Schoolnet에 포함시켜 운 하고, NetCorps Canada International

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수출강화, E-learning과 관련한 연구와 학습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에 Schoolnet 프로그램이었던, GrassRoots, Skillnet, Librarynet과 국제협력 파트너쉽 기

능을 중단 또는 타부서로 이관하여 운 하고 있다.   

다. Canadian Initiative on Digital Library(CIDL)20)

CIDL은 원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운 되고 있는 도서관과 보유정보를 네트워킹하는 동시에 콘

텐츠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증진시켜, 자국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시도되는

사업이다. 캐나다 도서관 연합(canadian library member)의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으며, 위원회 내부의 Working Group별로 세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중복방지와 효

과적 운용을 위한 모델개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대비한 가이드라인 설정, 이용집단별 사이트

구축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통해 접속가능한 공공인터넷을 디지털 도서관에 연결하여 평생교육

과 공동체 개발 및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라. National Satellite Initiative(NSI)21)

NSI는 인공위성을 통한 브로드밴드 접근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 5월에 발표되었다. 인공위성

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기존의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의 접근기

회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5월경부터 Quabec, British Columbia,

Ontario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회선 구축비용의 절감효과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원거리지역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후방 관련산업의

효과 또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 기타

‘Canarie’22) 프로그램을 통해 축척된 전문지식들과 새로운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원거리 지역까지 확산시킴으로써, 그

편익을 증대시켜 장년층 및 노인층에 대한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Generation CanConnect’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년층간의 정보교환 채널과 연결성을 확보하

여, 신기술 활용능력 수단 및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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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ttp://www.collectionscanada.ca/cidl
21) http://www.ic.gc.ca/welcomeic.nsf
22) Canadian Network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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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일본

1. 일본의정보격차현황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2003년 통신이용 동향조사’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7,730만명(전년 대비 6.1 포인트 증가)으로 전체인구의 60.6%정도가 인터넷을 이용

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88.1%이다. 2004년 2월 현재 인터넷서비스 가입가구 수는

DSL은 약 3,800만 가구, 케이블 인터넷은 약 2,300만 가구, FTTH는 약 1,806만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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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1> 일본의인터넷이용인구및보급률추이

<그림 7-4-2> 일본의가구·기업·사업장에서의인터넷보급률추이

※ 주 : 1. 상기 인터넷 이용인구는 컴퓨터, 휴대전화, PHS, 휴대정보단말기·게임기·TV기기 중 한가지 이상 이용하고 있는 6세 이상인 자를 대상
2. 2003년 말 일본의 인구보급률(60.6%)은 본 조사에서 추계한 인터넷 이용인구 7,730만명을 2003년 말 전체 인구 추계치 1억 2,752만명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일본의 미래 인구추계(중위추계)」)에서 제외된 사람(전체인구에 대한 인터넷 이용인구의 비율)
3. 1997~2000년 말까지의 수치는「정보통신백서」에서 발췌. 2001년말, 2002년 말의 수치는 통신이용 동향조사의 추계치
4. 추계에서는 고령자 및 초·중학생에서 이용증가를 보이고, 대상연령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2000년 말 이전의 추계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1999년 말까지는 15~69세, 2000년 말은 15~79세, 2001년 말부터는 6세 이상)
※ 자료 : <2004 일본정보통신백서> 총무성,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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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터넷 보급률은 98.2%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인터넷 보급률도 82.6%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의 인터넷 이용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일본의 인터넷 이용인구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연령대별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다는 점과

외부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인터

넷 이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10대부터 30대는 9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도 21.6%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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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3> 일본의연령별인터넷이용률변화

<그림 7-4-4> 일본의브로드밴드이용현황(2003년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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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 및 인터넷 이용에 있어 여전히 지역 및 연령, 가구수입, 성별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드밴드 이용률은 세대, 성별, 도시 규모별, 세대의 연간 수입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 연

령별 브로드밴드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10~40대에

비해 50대 이상 연령층의 브로드밴드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브로드밴드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가구 수입이 낮으면 브로드밴드 이용률도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브로드밴

드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83.3%가 보급되었는데, 낙후지역의 경우 대도시보다 서비스 보급률이나

이용률이 모두 낮은 편이다. 

2003년 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도시규모에 따른 격

차는 여전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비해,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6%로 젊은층과 고령층의 이용률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인터넷 이용률

은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격차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

리고 연간 수입이 많을수록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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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04 일본정보통신백서> 총무성, 2004. 7

<그림 7-4-5> 일본의속성별인터넷이용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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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정보격차해소정책

일본은 현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한 세계 최고의 IT 국가 실현을 위해 2단계「e-

Japan 전략」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미「e-Japan 전략」을 통해 3천만 세대에 고속인터넷을, 천만세대

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 으며, 2003년 7월,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IT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e-

Japan 전략 Ⅱ」를 발표하 다. 같은 해 8월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평가전문조사회’를 설치하

여「e-Japan 전략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비교 및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 다.

「e-Japan 전략Ⅱ」에 의하면,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지리적인 제약이나 연령, 신체적인 조건 등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활용능력에서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

고 있다. 특히「e-Japan 전략Ⅱ」에서는 지역, 연령, 장애에 의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 지역간정보격차의해소

낙후지역은 채산성의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서비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리적인 제약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이용능력의 격차가 생기기 않도록, 정보통신

기반 정비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지역정보통신

네트워크기반의 정비 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고속·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정비 지원,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나. 고령자와장애인에대한 IT 활용지원

2002년 12월부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ICT활용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 고, 정보통

신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장애자·고령자의 선진적 지견도 활용하면서, 정보통신이 장애

자·고령자 모두 누구에게나 한층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과제나 방책을 검토하여, 2003년 5월에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4년부터 정보통신 정책 입안자나 NPO, 복지기관자의 지견을 활용하고,

장애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휴 방법, 인재육성의 방책에 대해 검토하고, 장애인

IT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다. 고령자와장애인이사용하기쉬운홈페이지의보급

2000년부터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의 문제점을 점검·수정하는 웹 접근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3년에 이를 CD-롬화하여

지방공공단체 등에 배포하 다. 앞으로 지방공공단체의 홈페이지나 키오스크 단말기 등의 IT 관

련기기 및 시스템의 접근성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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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정보격차현황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가 2004년 6월에 발표한「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for 2003」에 의하면, 싱가포르 전체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73.7%이며 인터넷 접속률은 6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3이상인 39.6%가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국민의 62.6%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며, 51.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전체 국민의 42.1%인 176만명이나 된다.

<그림 7-4-6> 싱가포르의컴퓨터·인터넷·광대역서비스보급률 (단위 : %)

<그림 7-4-7> 싱가포르의컴퓨터·인터넷·광대역통신사용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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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컴퓨터 보급률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 광대역 서비스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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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for 2003> IDA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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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for 2003> IDA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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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의정보격차해소정책

싱가포르는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인「Infocomm 21(2000~2003)」후속으로 2003년 3월

「Connected Singapore」를 수립하 는데, 여기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개인과 조직, 기업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는 4가지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Infocomm for Connectivity,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전략은 모든 국민이 정보

통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IDA는 모든 국민의 e-

lifestyle을 증진시키기 위해「e-Celebration 2004」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e-lifestyle의 혜택을

알리고, 업무나 실생활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도록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는 PC 보급이나 인터넷 이용률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격차

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 연령, 장애유무, 언어적 차이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NILP(National IT

Literacy Program)를 통한 정보리터러시의 증진, 접근성 제고사업 및 공공 인터넷접속 거점지

(public internet access points)를 통한 정보접근성의 증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등을 통한 e-

lifestyle의 장려 등이다.

특히 NITLP과 Neu(New and Used) PC Programme은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NITLP(National IT Literacy Program)은 IDA와 WDA(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와 함께 추진하는데, 2003년 12월 현재, 12만 싱가포르인이 NITLP를 통해 컴퓨터 및 인터

넷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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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8> 싱가포르 IDA 4대전략

※ 자료 : <Connected Singapore> IDA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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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중개
(Agent for Change)



제3절호주, 뉴질랜드

1. 호주의정보격차현황과해소정책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2003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컴퓨터 가구보급률은 61%이고, 인터넷 가구보급률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이거나 중소도시에 사는 가정보다 고수입이거나 대도시에 사는 가정일 경우, 컴퓨터나 인

터넷 보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국민의 84% 정도이며, 연령별로는 16~24세가 95%, 25~34세가

92%, 35~49세가 95%, 50~64세는 80%, 65세 이상은 45%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방식은 협대역(78.5%), 기타(8.6%), 케이블(8%), DSL(4.6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정보화는 2003년 6월 현재 컴퓨터 보급률은 83%, 인터넷 접속률은 71%, 웹 사이

트 보유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주된 인터넷 접속방식은 전화(76%),

DSL(18%), 케이블(9%), ISDN(4%) 순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조사기관인 caslon사의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 3월 현재 호주의 인터넷 가구보

급률은 54%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협대역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세 이상

성인의 75%, 기업의 7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은 81%, 중소기업은 34%가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호주의 인터넷 가입자 및 이용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주된 이용

자층은 젊은 세대나 남성, 고소득층, 대도시 거주자이며, 5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 저학력층,

중소도시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에서 정보격차 문제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성

의 평등(equity in access)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특히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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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10> 호주기업의인터넷접속방식기술현황

※ 자료 : <Househol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ustralia> ABS,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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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ICT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제공에 따른 보조금

(subsidy)을 지급하여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경제적 발

전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에서 Networking the Natio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을 네트

워크로 연결하고 지역마다 정보접근시설을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2003년 6월, 호주 정부는 시골지역의 브로드밴드 접속을 위한 자금조성을 발표하

으며 금액은 9,400만불에 이르고 있다.

호주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e-Inclusion initiative)의 주요 내용은 <표 7-4-1>과 같다.

이와 함께 호주 내 학교를 대상으로 The Learning Federation(2001~2006)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현재 호주 정부는 2004년 초 국가 브로드밴드 전략(Australia’s National Broadband Strategy)

을 발표하여, 세계 최고의 광대역 통신망 보급 및 효과적인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

화 담당 부처인 정보통신예술부(DCITA :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 산하 IPAC를 해체하고 NOI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를 설립, 정보화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집행하도록 하 다. 또한 DCITA는 NOIE의

기능 중 전자정부 관련 기능만을 남기고 AGIMO(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로 변경하 으며, 기존의 국가의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정책은

DCITA 본부의 정보경제국(OIE :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2. 뉴질랜드의정보격차현황과해소정책

뉴질랜드 경제발전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조사한 뉴질랜드 정보통신분

야 통계(2003)에 의하면,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은 2002년 52%로 2001년의 46.6%보다 5.4%p 증

가하 다. 

또한 개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1998년 42%에서 2002년 75%로 급증하 으며, 지난 한달 간 인터

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 또한 1998년 18%에서 2002년 58%로 증가하 다. 인터넷 접속장소로

는 집(53%), 친구나 친척집(31%), 직장(22%), 학교(17%), 도서관(13%), 인터넷카페(9%) 순이며,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는 집(46%), 직장(17%), 친구나 친척집(9%), 학교(9%), 도서관

(2%), 인터넷카페(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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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1> 호주정보격차해소주요정책

중 점 요 소 주 요 내 용
접근성(Accessibility) 대역폭(bandwidth), 접속률(connectivity),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화기반(infrastructure) 구축 및 보급

ICT Literacy 기본적 ICT 정보, 이용자 교육

인지도(Awareness) 단순히 ICT 기술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 ICT기술이 가져올 변혁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ICT 기술의 이점과 전·후방 효과에 대한 인지가 필요

통합(Integration) ICT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안이 요구됨

지원(Support)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지원, 프라이버시(privacy), 보안(security), 접근성, 정보권리(right)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요구됨

※자료 : 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4



1998년 HES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이 30% 을 때, 마우리족의 경우 23%, 저소

득층은 16.6%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AC Nielsen 조사에 의하면 1999년 인터넷 사용에 있어 남성(38%)이 여성(31%)보다 많았

고, 연령별로도 10대가 48%인데 반해 50대는 28%, 60대 이상은 9%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수

입에 따라 고소득층은 60%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13%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정보화 수준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오리족과 같은 원주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노인, 실직자, 여성, 낙후지역, 장애인 등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저조한 상태로 여

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지방에도 브로드밴드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전략인 Project PROBE(Provincial Broadband Extension)와 교육기관에 ICT를 보급해주는

Digital Horizons 2003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에 완료예정인 Project PROBE는 교육부와 경제발전부가 공동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

을 중심으로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Project PROBE는 모든 학교 그 중에서도 지방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호주 정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정부의 정보화는 ICT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좀 더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4년 6월 발표된 Digital Strategy에서는 ICT가 국민의 사회참여를 강화시

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ICT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전략은 <표 7-4-2>

과 같다.

456 제4장아시아및오세아니아

<표 7-4-2> 뉴질랜드 ICT 정책핵심전략

정부정보와 같은 콘텐츠로의 접근성 증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구축과 디지털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의료, 교육 분야에서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ICT의 활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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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is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법무부 http://www.mofa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http://www.ipc.go.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입법부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http://stinfo.assembly.go.kr

| 유관기관 |
기업정보화지원센터 http://www.itr.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자치정보화조합 http://www.kali.or.kr
정보통신교육원 http://www.aiit.or.kr
정보통신연구진흥원 http://www.iita.re.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http://www.kimi.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http://www.affis.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http://www.software.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nida.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http://www.ica.or.kr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http://www.ihd.or.kr

| 협회 및 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청음회관 http://www.chungeum.or.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한국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 http://www.silverpower.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http://www.dpc.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www.kbuwel.or.kr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ksrd.or.kr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http://www.kadi.or.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http://www.hinet.or.k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한국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 http://www.ktoa.or.kr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http://ww.kait.or.kr
한국정보화추진협회 http://www.itgroup21.com
한국치매협회 http://www.silverweb.or.kr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http://www.kibwa.org
KT문화재단 http://www.ktcf.or.kr

| 기타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 http://www.nit.or.kr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http://ps.nit.or.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도움나라 http://www.itall.or.kr
배움나라 http://www.estudy.or.kr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internet119.or.kr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http://cybercrime.kado.or.kr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http://www.women.or.kr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http://www.internetaddiction.or.kr
정보문화홍보관 http://plaza.kado.or.kr/
정보보호포털사이트 http://www.boho.or.kr
정보사회정상회의 http://www.wsiskorea.net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http://www.iabf.or.kr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http://gangsa.kado.or.kr/
초고속국가망서비스지원센터 http://www.comm114.or.kr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http://kiv.kado.or.kr/
IT월드 http://www.jungbo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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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http://www.ansi.org
APEC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 워킹 그룹 http://www.apectelwg.com
APT(Asia-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http://www.aptsec.org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http://www.asem.org
EICTA(Europ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유럽정보통신기술산업연합 http://www.eicta.org
EISA(European IT Services Assoication) 유럽IT서비스연합 http://www.eisaweb.org
ESI(European Software Institute) 유럽 소프트웨어 협회 http://www.esi.es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화협회 http://www.etsi.org
Euroaccessibility 유럽접근성연합 http://www.euroaccessibility.org/index.php 
e-Europe 2005 e-Europe 2005 계획 홈페이지 http://www.europe.eu.int/information_society/eeurope
INTUG(Interational Telecommunication Users Group) 국제통신사용자그룹 http://www.intug.net
ISC(Internet Software Consortium) 인터넷 소프트웨어 콘소시엄 http://www.isc.org
ISO/IEC/JTC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Joint Technical Committee1)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 제1합동기술위원회 http://www.jtc1.org 
ISOC(Internet Society) 인터넷 소사이어티 http://www.isoc.org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http://www.itu.int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http://www.un.org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http://www.unescap.org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http://www.undp.org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http://www.unesco.org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와이드웹 콘소시엄 http://www.w3.org 
WBG(The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http://www.weforum.org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정상회의 http://www.itu.int/wsis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http://www.uncitral.org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ttp://www.undp.org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ttp://www.unesco.org
UPN(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http://www.w3.org
WBG(The World Bank Group) http://www.worldbank.org
WEF(World Economic Forum) http://www.weforum.org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
WTO(World Trade Association) http://www.wto.org

| 미국 |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홈페이지 http://www.ada.gov 
Benton Foundation 벤턴재단 http://www.benton.org 
Bridges 브릿지즈 http://www.bridges.org  
CTCnet(Community Technology centers's network) CTC 연합홈페이지 http://www.ctcnet.org 
Department of commerce, U.S. 미상무성 http://www.doc.gov 

해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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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vidend 정보혜택기구 http://www.digitaldividend.org 
Digital Divide Network 디지털디바이드네트워크 www.digitaldividenetwork.org 
DisabilityInfo 장애인정보 http://www.disabilityinfo.gov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연방통신연합 http://www.fcc.gov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상무성산하 국가 통신정보관리청 http://www.ntia.doc.gov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가과학재단 http://www.nsf.gov 
NSTC(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국가과학기술연합 http://www.nstc.gov 
OSTP(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과학기술부 http://www.ostp.gov 
President's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대통령정보통신자문위원회 http://www.itrd.gov/pitac 
SeniorNet 시니어넷 http://www.seniornet.org 
The Alliance for Technology Access 기술접근연합 http://www.ataccess.org 
TIA(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U.S) 전기통신산업연합 http://www.tiaonline.org 
U.S.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 http://www.ed.gov 
U.S.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Rural Development) 주택및지역개발부 http://www.hud.gov 

| 캐나다 |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캐나다 인권위원회 http://www.chrc-ccdp.ca 
Connecting Canadians 커넥팅 캐나디언 홈페이지 http://www.connect.go.ca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 무선TV 전기통신 위원회 http://www.crte.go.ca 
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전자정부 http://www.canada.gc.ca 
Industry Canada 산업부 http://www.ic.gc.ca  
National Broadband Task Force 국가 브로드밴드 태스크포스 http://www.broadband.ic.gc.ca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f Canada 국가 정보통신국 http://www.infocom.gc.ca 

| 국 |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방송표준위원 http://www.bsc.org.uk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장애인인권연합 http://www.drc.gov.uk 
dti(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무역산업부 http://www.dti.gov.uk 
e-Democracy 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e-democracy.gov.uk 
Office of Telecommunication 국 전기통신국 http://www.oftel.gov.uk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정부상업국 http://www.ogc.gov.uk 
Radiocommunications Agency 무선통신연합 http://www.radio.gov.uk 
RNIB 왕립시각장애인연합 http://www.rnib.org.uk 
RNID 왕립청각장애인연합 http://www.rnid.org.uk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 http://www.dfes.gov.uk 
UK National Infrastructure Security Coordination Centre 국가인프라보호조정센터 http://www.niscc.gov.uk 

| 스웨덴 |
IT-kommissionen IT위원회 http://www.itkommissionen.se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 산업고용통신부 http://www.sweden.gov.se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공공관리위원회 http://www.statskontoret.se 
Swedish Institute For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nalysis 교통통신분석협회 http://www.sika-institute.se 
The Swedish National Post and Telecom Agency 국가정보통신위원회 http://www.pts.se 

해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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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
e-Government 아일랜드 전자정부 http://www.irlgov.ie/egovernment.asp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 정보사회위원회 http://www.isc.ie 

| 프랑스 |
Ministry Culture and Communication 문화통신부 http://www.culture.gouv.fr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제경산업부 http://www.telecom.gouv.fr 

| 호주 |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s Department 총무성 http://www.ag.gov.au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정보관리국 http://www.noie.gov.au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services of Australian, State,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 
호주지방정부국 http://www.gov.au 
HEREOC 호주인권연합회 http://www.hreoc.gov.au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정보관리국 http://www.noie.gov.au 
The Depar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정보통신예술부 http://www.dcita.gov.au 
IT skills hub IT교육허브 http://www.itskillshub.com.au 

| 뉴질랜드 |
e-Commerce 상무성 http://www.ecommerce.govt.nz 
e-Government Unit 뉴질랜드 전자정부 http://www.e-government.govt.nz 
State Services Commission 주정부서비스위원회 http://www.ssc.govt.nz 

| 일본 |
Minist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총무성 http://www.soumu.go.jp 
Prime Minister's of Japan and His Cabinet 내각연합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 
NRI (Nomura Research Institude) 노무라경제연구소 http://www.nri.co.jp 
Nict (No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2.nict.go.jp/ts/barrierfree 
JSA(Japanese Standard Association) 일본표준협회 http://www.jsa.or.kr 

| 싱가포르 |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통신정보기술부 http://www.gov.sg 
IDA Singapore(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개발국 http://www.ida.gov.sg Infocomm 
eCitizen 싱가포르 전자정부 http://www.ecitizen.gov.sg 

| 중국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인민과학기술부 http://www.most.gov.cn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 http://www.cnnic.net.cn 
China Post 중국 체신부 http://www.chinapost.gov.ch 
China Telecom 차이나텔레콤 http://www.chinatelecom.net.cn 
CIC(China Institute of Communication) 중국통신협회 http://www.china-cic.org.cn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정보산업부 http://www.mii.gov.cn 



462 부록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
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
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
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①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정보통신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

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

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
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

치·운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
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 의 주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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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

치·운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

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
③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화교육의대상및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
여 정보격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제12조 (재원의 조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

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또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서 정보격차
해소를위하여실시하는사업과관련된기금으로이를지원할수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조세특례의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
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
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

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
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
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를 위

한 사업 지원
2.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지원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5. 정보문화확산 지원
6. 그밖에정보격차해소를위한사업의효율적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

④ 정부는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
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2.12.18]

부칙 <제6356호,2001.1.1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본다.

부칙 <제6795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

가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

체 없이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산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

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
리·의무는 전산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
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의 설
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전산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일전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원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情報化促進基本法中改正法律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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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격차해
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해 2월말
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
진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5월말까지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
까지 확정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해소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2급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

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7>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
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 세칙) 
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이 에서 정한 것외에 회의의 소집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장애인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내용물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9조 (장애인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지침)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장애

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지침(이하이조에서 "지침"이라한다)을정할수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
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대
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또는 제품생산 실적
2. 기술개발계획 또는 제품생산계획의 적정성
3. 개발·생산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유용성

제11조 (정보내용물 사업자 지원)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 및 고용 증진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

자

2. 노령자의 건강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3. 농어민의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4. 저소득자의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보내용물을 제공하

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

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내용물 제공 실적

2. 정보내용물의 지속적인 제공능력

3. 정보내용물의 유용성

제12조 (장애인등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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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 등)  
①정부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이용시설을 지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2. 정보이용시설 설치공간의 적정성
3. 정보이용시설 운 인력의 적정성
4. 정보이용시설 이용환경의 쾌적성
5. 정보이용시설을 통한 정보화교육의 효과
6. 인접지역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여부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이용시설의 운 ·감독)  
①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정보이용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정보이용시설의 운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이용시설의 운 실적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와 장부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
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활동
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취소)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정보이용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이용시설의 운 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3. 정보이용시설의 운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하게 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물품 및 지출되지 아니한 지원비(목
적외로 사용되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지출된 지원비를 포함한다)를 반
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계

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교육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화교육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컴퓨터 기본교육
2. 인터넷 활용교육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외에 필요한
경우 정보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제18조 (정보화 교육비용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화교

육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애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를 말한다.
1. 전업주부
2.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등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
③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3.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될 수 있는 부문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 지정사업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위탁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
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격차해소의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지원
4.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 등에 관한 지원
5.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6. 그밖에 정보격차해소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7223호,2001.5.16>
①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시행계획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2호의 규정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
항제3호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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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관리법 [법률 제 7263 호(개정 2004년 12월 30일)]

제제11장장 총총칙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

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화”라 함은 원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식정보자원을 작성·취득·구
축·관리·운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활용

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기타 지식

정보자원을 구축 및 관리·운 하고 있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지식정보자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장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추진체계

제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
원을 관리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제6조(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

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
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정보통신부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자원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에 중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활용 및 표준
화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다.

제3장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중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

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등은 지정된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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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활용)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

적·사회적 및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3. 기타 지식정보자원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
를 설치·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설치·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
① 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정보화촉진기

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추진성과 및 기관간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4조(비 누설 등의 금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
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
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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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
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제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지침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

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
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과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
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 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 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1.2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를 포
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또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업무
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무위원회)  
①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를

설치·운 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실무위원회
2. 지식정보자원지정심사실무위원회
3. 지식정보자원공동이용실무위원회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로 하고,위원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중에
서 호선한다.

③ 각실무위원회의위원장은각실무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④ 각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

는 자로 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소관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 개최전에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
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 (수당)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 세칙) 
이 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
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예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정

보자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지식정보자원관리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 ·관

리·연계 및 통합업무에 대한 지원
4.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 지원
5.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호 및 번호 부여업무의 지원
6. 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업무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기관에 업무를

요청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을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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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고자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
4. 기타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
관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당해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
게 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
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지정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디지털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의 준수여부를 조
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
술적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디지털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관 법
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
식정보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저
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
로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이 전자적
인 형태로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화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통합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전담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법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정보통
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의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

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표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정보자원관리사
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를 반 하여야한다.

부칙 <제16944호,2000.8.5>
①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의 확정·공고에 관한 특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의 시행계획을 2000년 9월 30일까지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
부"로 한다.     
<130>내지 <152>생략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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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정 2000.8.19 정보통신부령 제10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신청) 
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정보자원 세

부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

표준화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식정보자원 및 그 표준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표준화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운 ) 
①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화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준화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표준화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표준화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된 안건중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 개최전에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 (수당) 
표준화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표준화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 세칙) 
이 규칙에서는 정한 것외에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1호,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식정보자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지식정보자원 세부현황
1. 지식정보자원의 세부현황
개요

데이터베이스화된 지식정보자원의 세부현황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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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중인 지식정보자원의 세부현황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지식정보자원의 세부현황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 운 장비 현황
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공동활용 현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부
록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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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제제11장장 총총 칙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
기 ·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하 정보통신제품과 정
보통신서비스라 한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하 장애인·노인 등이
라 한다)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성"이라 함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

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말한

다.
3.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4. "제조업자"라 함은 정보통신제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웹문서”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

든 종류의 문서를 말한다.
7. "무리한 부담"이라 함은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
8. "보편적 설계"라 함은 모든 사용자가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

고 동일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
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통신기기
2. 컴퓨터 운 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4.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제공되는 컨텐츠 및 이의 저작도구

제4조 (보편적 설계)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노인
등이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
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 (호환성의 제공)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
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과 정보
통신서비스를 설계·제작 및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권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노인 등의 사용

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노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문서를 제작하도록 한다.

제7조 (통신사업자에의 권장)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동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
지 않는 한 유선 및 무선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하여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중 컨텐
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장애를 가
진 사용자를 위하여 화면에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그래픽
정보를 음성출력장치의 이용이 가능한 텍스트 형식의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중 컨텐
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청각장애를 지
닌 사용자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음성정보를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텍스트 형식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제8조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의 권장) 
①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노

인 등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
비스를 설계·제작·제공하도록 한다.

②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표준 텍스트 파일, 녹음 테이프, 큰 활자 등)의 사용설
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  

③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노인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
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한다. 

④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본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2장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제9조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
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0조 (반응시간의 보완)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

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반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
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
신서비스에는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
공되도록 한다.

제11조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
신서비스에는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
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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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
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
보통신서비스에는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
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3조 (청력의 보완 및 대체)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정

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
스에는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헤드
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
되도록 한다.

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에는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
되도록 한다.

제14조 (음성입력의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손 또는 팔 동
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5조 (인지능력의 보완)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인지능
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3장 웹문서에 관한 설계 지침

제16조 (그래픽 및 청각 정보의 보완)
① 웹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래픽 정보는 동일한 의미를 가

진 내용의 대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거나,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대체
페이지가 제공되도록 한다.  

② 웹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청각적 정보는 동일한 내용의 대
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제17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웹문서에서 색상의 식별로써만 인지 가능한 정보는 색상의 사용 없이도
인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형식과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제18조 (반응시간 및 움직임의 보완) 
웹문서에서 움직이거나 깜빡거리는 내용물과 자동으로 갱신되는 개체에
는 정지 및 속도 조정 수단이 제공되거나, 움직임을 생성하는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가 제공되도록 한다.  

제19조 (독립적인 접근) 
웹문서의 개체는 마우스 이외의 다양한 입력 및 제어 방법과 보조기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한다.

제20조 (적절한 문서 형식의 사용) 
웹문서는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와 스타일 쉬트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낭독기에 의해 제대로 읽혀질 수 있도록 제작되
도록 한다.  
제21조 (프레임의 사용) 
웹문서에서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프레임의 제목과 프레임 사이
의 연관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
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2조 (표의 사용) 
웹문서에서 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속성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표
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3조 (외국어 사용) 
웹문서 제작자는 불필요한 외국어 및 은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부득이 이
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24조 (탐색과 이동)
① 복잡한 계층 구조로 구성된 웹문서에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탐색과 이

동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웹문서에서 탐색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제25조 (새로운 기술의 적용)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웹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형의 웹브라우저로
도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 (표시) 
①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이 지침을 충실히 반 한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는 제품의 외장 또는 시작화면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
여, 장애인·노인 등이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표시가 공인되어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7조 (평가 및 조사)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이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충실히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표준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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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4 정보격차 10대 뉴스

통계로 보는 정보격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로벌 정보격차 해소 사업추진 현황

1편 총론

제1장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변화

제1절 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윤 민 (한양대학교) youngmin@ihanyang.ac.kr

제2절 정보격차의 단계와 유형 김종길 (덕성여자대학교) way21@duksung.ac.kr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정보격차 전망 장주병 (한국정보문화진흥원) jbjang@kado.or.kr

제2장 정보격차 해소 추진 성과

제1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별 노력
김원철 (정보통신부) infocom@mic.go.kr

제2절 정보격차 해소 추진성과 및 지표 변화

제3장 정보격차 해소 발전 방향

제1절 한국형 정보격차 해소 비전
남길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ngw21@kado.or.kr

제2절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

제3절 생산적 정보활용 및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과제 최두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jchoi@kado.or.kr

제2편 정보격차 현황

제1장 정보격차 지수와 계층간 정보격차

제1절 정보격차 지수와 정보격차

이재웅 (한국정보문화진흥원) smcr95@kado.or.kr제2절 부문별 정보격차 현황

제3절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제2장 지역간 정보격차

제1절 지역 경제의 정보격차 이진면 (산업연구원) jmlee@kiet.re.kr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황병천 (자치정보화조합) bchwang@kali.or.kr

제3장 기업간 정보격차

제1절 규모별·업종별 기업간 정보격차 김길환 (기업정보화지원센터) ghkim@itr.re.kr

제2절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김문선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ggamon@kimi.or.kr

제4장 국가간 정보격차

제1절 정보통신기반 격차 현황
진상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ris02@kado.or.kr

제2절 정보통신 이용 격차

제3편 분야별 정보격차 해소 추진

제1장 정보접근 환경 조성

제1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 운 및 확대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krhee@kisdi.re.kr

제2절 정보화 취약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배준호 (정보통신부) baejh@mic.go.kr

제3절 정보이용시설 구축 강공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gskang@kado.or.kr

제2장 취약계층 기기 지원 및 보급

제1절 장애인·저소득층 정보통신 기기 보급 강공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gskang@kado.or.kr

제2절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손윤선 (교육인적자원부) yssohn@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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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이용능력 증진을 위한 정보화교육

제1절 국민정보화교육의 성과 및 발전 방향 홍사찬 (정보통신부) schong@mic.go.kr

제2절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정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jhko@kado.or.kr

제3절 노인 정보화교육

제4절 농업인 정보화교육 한종현 (농림부) jhhan@maf.go.kr

제5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김중견 (해양수산부) k5591@momaf.go.kr

제6절 여성 정보화교육 정채용 (여성부) yong@moge.go.kr

제7절 재소자 및 보호소년 정보화교육 윤용범 (법무부) uriju@moj.go.kr

제8절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홍승배 (정보통신교육원) sbhong@aiit.or.kr

제9절 평생 정보화교육 지원 유승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smart@kado.or.kr

제4장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제1절 중소기업 IT화 지원 박상기 (중소기업진흥공단) shark@sbc.or.kr

제2절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금봉수 (한국전산원) keumbs@nca.or.kr

제3절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 이훈희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hlee@kimi.or.kr

제5장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제1절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김예순 (행정자치부) yeskim@mogaha.go.kr

제2절 미래 농어촌 구현을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 이대 (행정자치부) dylee@mogaha.go.kr

제3절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한세억 (동아대학교) sehan@donga.ac.kr

제6장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제1절 남북한 정보격차 대응 박문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mwpark@kado.or.kr

제2절 개도국 정보접근 지원 조정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cmcho@kado.or.kr

제3절 해외 정보화봉사단 파견
최완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wschoi@kado.or.kr

제4절 IT 전문가 인적 교류

제4편 생산적 정보활용 촉진

제1장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제1절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유통 활성화
김 해 (한국전산원) kimyh@nca.or.kr

제2절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정립

제2장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보급

제1절 장애인·노인을 위한 콘텐츠 서종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jgseo@kado.or.kr

제2절 농·임업인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한종현 (농림부) jhhan@maf.go.kr

제3절 어업인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김중견 (해양수산부) k5591@momaf.go.kr

제4절 여성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김인순 (여성개발원) iskim@kwdi.re.kr

제3장 생산적인 정보활용 및건전한 정보문화 정립

제1절 정보생활 촉진 활동 김봉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bada@kado.or.kr

제2절 국민 e-life 촉진 지원 금봉수 (한국전산원) keumbs@nca.or.kr

제3절 인터넷중독 예방 이수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sujin4u@kado.or.kr



편장절 제 목 집필자 이메일

제4절 건전 정보이용 교육 박종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sun@kado.or.kr

제5절 사이버범죄 예방과 교화
양희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yheein@kado.or.kr

제6절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제5편 정보통신 접근기술 지원

제1장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과 표준화

제1절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정책 동향 홍경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shong@kado.or.kr

제2절 웹 접근성 준수 실태 권순교·강수연 (숙명여자대학교) kwon@sookmyung.net

제3절 주요 선진국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현준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jhyun22@kado.or.kr

제4절 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김석일 (충북대학교) ksi@cbucc.chungbuk.ac.kr

제2장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

제1절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한상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an680@kado.or.kr

제2절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현황 남세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atrac@atrac.or.kr

제6편 민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제1장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제1절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김현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faerie25@kado.or.kr제2절 국내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제3절 해외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제2장 비 리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제1절 국내 비 리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현준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jhyun22@kado.or.kr

제2절 국외 비 리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전재웅 (한국정보문화진흥원) jwoong@kado.or.kr

제7편 로벌 정보격차 해소 동향

제1장 국제기구 동향

제1절 아태지역 국제기구의 노력
조정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cmcho@kado.or.kr

제2절 기타 국제기구들의 노력

제2장 유럽

제1절 EU

최성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csn415@kado.or.kr
제2절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제3절 국, 아일랜드

제4절 독일, 프랑스

제3장 북미

제1절 미국
전홍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onggujeon@kado.or.kr

제2절 캐나다

제3장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제1절 일본

김지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ec2@kado.or.kr제2절 싱가포르

제3절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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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직위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편찬위원장)

강중협 정보통신부 정보기반보호심의관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

양해진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장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 민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정국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허윤진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최두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연구센터장 (간사)

2004 정보격차해소백서편찬위원

※ 편찬위원의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임

성명 소속·직위

남길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

김현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연구팀 전임연구원

2004 정보격차해소백서편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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