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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제활동과
생존을 지탱하는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격차의 범위는 특정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장하고
격차의 강도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격차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예측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업하여 ‘미래 디지털 격차’를 발굴하였음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워크숍을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영역별로 발굴하였음
○ 미래 디지털 격차는 개인 중심의 정보화 격차(디지털 격차 1.0)에서 개인, 기업,
국가 영역의 지능화 격차(디지털 격차 2.0)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증강능력의
차이로 유발되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 격차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요 분야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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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경제활동과 생존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작용(Oxford business
group, 2021)
- 우리나라 국민들은 팬데믹 기간에 신체･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여가활동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유용하였다고 응답(김문구 & 이지형,
2021)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마켓의 확대, 원격근무의 본격화, 로봇의 도입 등
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
- 국가적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행정, 복지와 같은 국가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수준의 차이는 새로운 격차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부상
- 팬데믹 이전에 불균등하게 수용된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용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고, 그 결과 디지털 adopter와 디지털 laggard 간 생산성
격차 극대화(OECD, 2020)
- 국가의 디지털화 수준과 팬데믹 기간 GDP가 하향 조정된 수준을 분석한 연구
결과,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의 2021년 GDP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작게 산출
(Katz et al., 2020)
-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수준의 차이가 기업 간 생산성
및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세계경제포럼(WEF, 2021)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2년 이내에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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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가 주로 발생했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증강능력의 차이로 디지털 격차가 심화
- 디지털 격차의 범위는 특정 분야에서 전 분야로 대폭 확대되고, 디지털 격차의
강도는 정보의 차이에서 생존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

(출처 : 저자 작성)

[그림 1] 디지털 격차의 강도와 범위의 확장

○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 사례를 발굴하고 대응책 마련 필요
- 본 연구에서는 2030년 기준 디지털 기술의 성능과 활용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격차를 분야별로 발굴

추진 방법 및 절차
○ (1단계)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이슈 파악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 중 디지털 격차와 관련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 사회(S), 기술(T), 경제(E), 환경(E), 정치(P)적 관점에서 정리
- 미래 이슈 및 동인을 파악하여 이슈별 관련 현황 및 전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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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미래 디지털 격차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STEEP
영역별로 격차 유형을 발굴
- 디지털 격차에 식견이 있는 인문사회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두 개의
그룹으로 배치하고, Futures Wheel 방법론을 활용하여 워크숍 진행
- 발굴한 격차 유형에 대한 설명과 격차에 따른 파급효과, 격차 발생 가능성, 격차의
영향력 등을 평가

전문가 A 그룹 퓨처스휠 결과

전문가 B 그룹 퓨처스휠 결과

[그림 2] 전문가 퓨처스휠 결과

○ (3단계) 미래 디지털 격차 분야별 이슈 분석
- 주목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격차를 9대 분야로 분류하고 이슈를 도출
※ (개인/사회) 일자리･직무능력, 의료･건강수명, 문화자본･향유
(기업/산업) 디지털 생산성, 친환경 전환
(국가/글로벌) 교통･물류, 디지털 행정, 알고리즘 국방,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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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의 개념 및 중요성
디지털 격차의 개념

○ OECD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정보 및 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정, 기업 및 지리적 영역 간의 격차’라고 정의(OECD, 2001)
○ 미 클린턴 대통령은 인종, 소득, 지리적 위치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디지털 격차라 설명
- 소외된 도시 및 농촌 지역, 저소득 근로자,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사회, 인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 정치 및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The White House, 1999)
○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매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를
수행
- 디지털기기 보유 및 사용 가능 여부(접근성),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역량), 디지털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활용성)를 조사하여 ‘디지털정보격차’를 설명
<표 1> 디지털정보화 수준 조사 항목
부문

설명

세부항목

접근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역량

컴퓨터･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PC 이용 능력

활용

컴퓨터･모바일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 출처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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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1)
72.7%로 2019년 69.9% 대비 2.8%p 상승
<표 2>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2020년)
구분

접근

역량

활용

종합

장애인

95.4

74.2

81.4

81.3

저소득층

98.3

92.5

96.1

95.1

농어민

94.8

69.0

76.9

77.3

고령층

92.8

53.7

71.4

68.6

취약계층 평균

93.7

60.3

74.8

72.7

* 출처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미래사회에서 디지털 격차의 중요성
○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짐
-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등을 통한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불건전한 콘텐츠의 유통,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정보격차 등의 단점이 있음
-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ICT 기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해
양 계층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음
○ 지식과 정보의 장악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 그리고 사회 주류와 소외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ICT 기기는 다양한 정보습득 및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 결제, 엔터테인먼트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진화하고
있음
1) 취약계층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각 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Ⅰ5Ⅰ

●○● 디지털 격차의 미래

- 정보화 초기 단계에는 지구촌이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는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OECD, 2001)
-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큰 격차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표 3>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
대상

세부 내용

개인

-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 검색, 공유되므로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단순히 정보의 접근과 활용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경제, 문화생활의 격차로
확대되어 일상의 삶 자체의 불평등으로 확대 가능

사회

- 정보매체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새로운 활용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더 큰 격차가
발생하므로, 디지털 격차는 초기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 디지털 정보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농어촌주민)의 정보접근성 악화, 복지 사각지대
발생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가

- 국민들의 커뮤니티 참여권리와 사회적 자본 불균형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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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의 국내외 동향
국내외 정책 동향

○ ICT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사회 구성원들은 ICT에 대한 접근
수준이 동일하지 않음
-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수준에서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대륙 간 차이가 나타남
○ 해외 국가들은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사회, 디지털 복지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사회 간 디지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복지,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클린턴 정부가 최초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디지털격차 해소방안 정책을 제시함

- 정부 산하기관들이 주도하여 디지털 소외지역의 ICT 접근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하에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기술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일본은 e-Japan, u-Japan 전략을 실행하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 ICT 활용
확대 등 IC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방송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 영국은 2005년에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전략인 ‘Connecting the UK’를
발표하였으며, ‘Digital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의 디지털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ICT 교육을 제공
- 또한, ‘UK Digital Strategy’를 발표(2017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한국정보화
진흥원, 2018)
○ 우리나라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한 이래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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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2020.6)
-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을 시행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가 필요
- 소외계층에 대한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지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반영한 정책적 관심이 수반되어야 함
<표 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각국의 정책
국가

미국

일본

영국

정책내용
∙ New Freedom Initiative(NFI)2): 장애인의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 향상, 교육 기회 확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
사회참여 촉진
∙ Digital Freedom Initiative(DFI)3): 개발도상국의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지원
∙ A New Generation of American Innovation4): ICT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과 건강관리 향상,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action plan 제시
∙ e-Japan5): 급속한 인프라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 해소
∙ u-Japan6): 전국 모든 지역의 광대역 접속 실현
∙ Connecting the UK7): ICT를 활용한 질적 교육 제고,
“Digital Challenge” 제도 운영, 지방정부의 ICT 부흥
및 지역발전 도모, 안전한 인터넷 이용국가 건설, 혁신적인
광대역 콘텐츠 창출 진흥,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조달 전략 마련,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광대역 네트워크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규제전략
마련, 정보통신 소외계층 ICT 접근성 및 장애인의 편리한
정보접근성 마련

특징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회
균등을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근본
적인 이념으로 설정
∙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 정책을 중점적
으로 추진
∙ 사업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정보 소외지역에 공공 네트워크 추진,
정보 우선투자 및 연구 활성화 추구

∙ 영국 국민들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최초의 종합적 전략으로, 국민들의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을 제시

2)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infocus/newfreedom/#:~:text=On%20February%201%2
C%202001%2C%20President,educational%20and%20employment%20opportunities%2C%20and
3) https://www.webharvest.gov/peth04/20041015024616/http://www.dfi.gov/
4)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infocus/technology/economic_policy200404/toc.html
5) https://japan.kantei.go.jp/it/network/0122full_e.html
6)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u-japan_en/new_outline01.html
7) https://21stcenturychallenges.org/digital-divide-in-the-u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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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정책내용
특징
∙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8)’을 최초로 제정. 그 후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개정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 ‘한국판 뉴딜정책9)’: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 실행
디지털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국내외 연구 동향10)
○ 2010년 이후 디지털 격차 연구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는 다소 미흡한 편임
○ (지식생산) 디지털 격차 관련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40.0%에
해당하는 781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음
- 동 기간 글로벌 저널에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한 국가 역시 미국(25.4%)이었으며,
디지털 격차 관련 연구에서 미국의 집중적 점유가 두드러짐
- 인구수가 많을수록, 국가의 총 GDP 규모가 클수록, 1인당 GDP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 격차 연구가 활발
<표 5> 디지털 격차의 지식생산 영향요인에 대한 개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영향 변수
인구수
총 GDP
1인당 GDP
인터넷 보급률
휴대폰 보급률

상관계수
0.219
0.847
0.277
0.276
0.006

p-value
0.048
0.000
0.012
0.014
0.960

* 출처 : Wo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구수, GDP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World Bank 2020년 자료를, 인터넷(fixed broadband)과
휴대폰(mobile-cellular) 보급율은 ITU의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8)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32465#0000
9)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text=%ED%95%9C%EA%B
5%AD%ED%8C%90%20%EB%89%B4%EB%94%9C%EC%9D%80%20%ED%8A%BC%ED%8A%BC%ED%95%9C
%20%EA%B3%A0%EC%9A%A9,%EC%9D%BC%EC%9E%90%EB%A6%AC%EB%A5%BC%20%EB%A7%8C%EB%
93%A0%EB%8B%A4%EB%8A%94%20%EB%AA%A9%ED%91%9C%EB%8B%A4.
10) WoS(Web of Science)를 활용하여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SSCI 및 SCIE 저널에 발표된 논문(article)에
대해 검색식(“digital divide” OR “digital divides”)을 기반으로 제목, 초록, 키워드를 포괄하는 주제어 검색을
실시한 결과, 총 1,951개의 논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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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 가장 높은 지식 영향력을 지닌 국가는 미국으로 총 15,844회 피인용되어
전체 피인용의 49.7%를 차지하였으며, 전반기(2010년~2015년)에 비해 후반기
(2016년~2020년)에 3.4배 이상 피인용이 증가하였음
- 한국은 지난 10년간 총 753회 피인용 되었으며 (논문당 11.6번), 전체 국가 가운데
2.4%를 점유하여 10위를 차지
- 특히, 한국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격차 연구의 피인용 지수가 전반기 111회에서
후반기 642회로 약 4.7배의 증가하였음
○ (지식협력) 가장 활발하게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평균
국제 협력비율은 25.5%임(미국의 논문 781개 중에서 199개의 논문이 글로벌 협력의
결과임)
- 한국은 전체 65개 논문 중 22편에서 국제협력연구가 수행되어 33.8%의 협력비율을
보이나, 매년 변동 폭이 크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연결되진 않음
○ 지식생산, 영향력, 국제협력 분야에서 상위 25개11) 국가 가운데, 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음
<표 6> 디지털 격차 연구 상위 25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위상
분야
한국

지식 생산

지식 영향력

지식 협력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협업율***

국가수

9위

17위

10위

12위

22위

24위

3.3%

32.1%

2.4%

478.4%

33.8%

13개국

* 출처 : Wo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체 논문이나 피인용에서 해당 국가의 비율, ** 2010년~2015년 대비 2016년~2020년의 양적 증가율,
*** 해당 국가의 논문에서 국제 공동연구 수행비율

11) 디지털 격차에 대해 총 84개 국가가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전체 논문의 1%에 해당하는 20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한 국가는 25개 국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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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의 미래 이슈
미래 디지털 격차 도출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87개의 디지털 격차를 발굴하였으며, 개인, 기업, 국가 단위에서
통합하여 최종 48개의 디지털 격차를 도출하였음
<표 7> 미래 디지털 격차 목록
구분

개인

∙ (디지털 문화자본 및 향유 격차) 디지털 접속 경험으로 체화된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개인 간 문화 향유 방식에서 차이 발생
∙ (일상생활 디지털 활용 격차) 디지털 기술(예: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을 통해
일상의 반복적인 일(예: 쓰레기 수거, 세금납부, 청소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개인 간 생활방식의 격차 발생
∙ (활동범위 격차) 메타버스, AR/VR 등 신기술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에서 업무, 여가 등을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개인 간 활동 범위의 격차 발생
∙ (인간관계 폭과 질의 격차)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신분을 취득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가에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에서 개인 간 차이가 확연하게 발생
∙ (디지털 신분격차) 디지털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개인/집단이 디지털 세계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테크노크라시 사회가 도래하며, 기술 전문성
수준에 따라 개인 간 신분 격차가 극대화될 것
∙ (디지털 활용에 따른 학력격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에 학력 수준에서 격차 발생
∙ (건강･수명격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개인 간 건강 및 수명 격차 발생

국가

∙ (포용력 격차) 디지털 기술로 탄생하는 새로운 문화에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다양성 수용 능력을 감퇴시킬 것
∙ (행정서비스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단방향 중심에서 양방향
중심으로 전환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행정서비스 양과 질의 격차 확대
∙ (디지털 모빌리티 생태계 격차) 공유차 서비스, 자율주행차, UMV(Ultimate Mobility
Vehicle)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모빌리티 생태계가 활성화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이동의 신속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격차 발생
∙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인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격차

개인

∙ (디지털 범죄 피해 격차) 디지털 문해력 수준에 따라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격차 발생
∙ (지식생산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논문, 특허, 콘텐츠 등의 지식을 생산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격차가 확대될 것

사회
(S)

기술
(T)

디지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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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 (독보적 디지털 기술 우위 격차) AI 등, 독보적인 디지털 기술 우위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 심화
∙ (디지털 기반 특허 통과 격차)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특허통과
비율에서 격차 발생
∙ (디지털 자산 방어능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산과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의 공격으로부터 기업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

국가

∙ (기초과학기술력 격차) AI, 빅데이터를 바이오, 소재 등의 기초과학기술에 융합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기초과학기술력 격차 발생
∙ (글로벌 정보지배력 격차) 국가 간 양자암호통신,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수준 차이는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 수집 및 해석 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것
∙ (사이버안보 기술력 격차)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자산을 공격하는 고도의 사이버 기술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사이버안보 격차 심화
∙ (알고리즘 기반 국방력 격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전통적 무기체계를 넘어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국방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국방력 격차 심화
∙ (디지털 인재 확보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응용할 여건이 갖추어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디지털 고급 인재 유치 측면에서 격차 발생

개인

∙ (디지털 임금 격차) AI,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R&D 역량을 지닌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소득 격차 심화
∙ (디지털 투자 격차) 투자예측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 또는 활용하는 역량을 갖춘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투자 전략에서 차이 발생
∙ (디지털 자산 격차) 마이데이터, NFT(Non-Fungible Token) 등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능숙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디지털 자산
격차 발생
∙ (일자리 격차) AI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개인(고급 디지털 인재)과 기술이 시키는
일을 하는 개인(프레카리아트) 간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 격차 발생
∙ (직무능력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일의 처리속도, 양, 정확도에서 차이 확대

기업

∙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고객의 잠재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 심화
∙ (디지털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 격차) 디지털 기술의 성능과 활용수준의 차이가 기업
간 제품･서비스 개발 속도의 차이를 유발
∙ (데이터 기반 기회포착 격차)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업 간 기회포착 격차 심화
∙ (자동화 수준에 따른 생산효율성 격차) 디지털 기술(자동화 등)을 업무 프로세스, 공급체인,
기업운영 측면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업 간 생산효율 격차 심화
∙ (시장지배력 격차) 자동추천 및 데이터 분석능력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전통적 기업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종속 수준을 강화하며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측면에서 격차를 확대할 것
∙ (원격화 수준에 따른 생산성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 (시장 변화 대응 능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 심화

경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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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지털 격차

∙ (고객 범위 격차) 인터넷, 모바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 접근성을 확보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고객의 범위에서 격차 발생
∙ (디지털 자산 창출 격차)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 발생
국가

∙ (디지털 기반 GDP 창출능력 격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GDP 창출 능력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

기업

∙ (친환경 전환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발자국을 절감하고 ESG 경영구조로 전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친환경
전환 수준에서 격차 발생

국가

∙ (탄소 격차) 디지털 경제 기반 국가와 전통 제조업 기반 국가 간의 탄소배출량 격차가
벌어지고, 탄소배출권 규제의 강화는 국가 간 종속관계를 심화할 것
∙ (기후변화 대응격차)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디지털 기술로 면밀하게 예측, 관리,
대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격차 심화
∙ (순환경제 격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수준을 높인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 환경이슈 대응 및 순환경제 시스템 상 격차 발생
∙ (위기대응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를 예측, 관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 위기대응 격차 발생
∙ (에너지 효율 격차)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적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에너지 효율 격차 심화

개인

∙ (정치이념･가치관 격차) AI 큐레이션 등으로 인해 초개인화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증가는 에코체임버 효과를 강화하여 사회･정치와 관련된 개인 간 가치관의 차이를
극대화
∙ (정치참여･영향력 격차) 가상세계의 확장으로 거리시위대가 종말하고, 가상세계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디지털 군중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세계에 접속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정치참여 격차 심화

국가

∙ (국정운영능력 격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이해하고, 정책개발의
근거가 되는 논리와 인사이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하며,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국가 간 정책 역량의 격차 발생
∙ (거버넌스 격차)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슈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국정운영 방식에서 국가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격차 발생
∙ (영토 개척능력의 격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진출, 해저탐사, 디지털 영토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영토 격차 심화
∙ (디지털 기술 공급망 확보 격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외교력 수준 차이 발생

환경
(E)

정치
(P)

* 출처 :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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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1.0과 디지털 격차 2.0
○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종합 분석한 결과,
기존 디지털 격차와 비교하여 격차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1.0,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격차를 2.0으로
구분하여 앞서 도출한 디지털 격차를 구별하였음
- ‘디지털 격차 1.0’이 개인 중심의 정보화 격차였다면, ‘디지털 격차 2.0’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 영역의 지능화 격차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
- 특히, ‘디지털 격차 2.0’에서는 압도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증강능력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저자 작성)

[그림 3] 디지털 격차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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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디지털 격차의 유형을 구분하였음
- 접근성(Access)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고객
소통 채널과 업무 프로세스를 부분 자동화하거나,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예) 온라인 쇼핑･구매, SNS 활동, 스마트 기기 사용 등

- 수용성(Acceptance)은 디지털 기기나 앱을 통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단방향
접근이나 단순 활용 수준을 넘어, 높은 디지털 수용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험을
축적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예) 디지털 문화 향유, 디지털 전환 생산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능력 등

- 증강 능력(Augmentation)은 개인, 기업, 국가 수준에서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디지털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부의 창출, 시장지배력, 국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압도적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의미
예) 디지털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기반 국방력, 디지털 핵심기술, 사이버안보 능력 등

○ 미래 디지털 격차는 다음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
- 미래에는 디지털 격차가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
- 디지털 격차의 크기는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라 다르며, 증강능력의 차이로 유발되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일단 증강능력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면 우위를 차지한 집단에 상당한 양의 자원이
집중되고 격차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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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분야의 디지털 격차 예시
디지털 격차 2.0 예시

○ 본 절에서는 ‘디지털 격차 2.0’ 과 관련하여 개인/사회, 기업/산업, 국가/글로벌
관점에서 주목한 9대 분야에 대해 주요 이슈 및 전개 방향을 살펴봄
- 9대 분야로는 (개인/사회) 일자리･직무능력, 의료･건강수명, 문화자본･향유 격차,
(기업/산업) 디지털 생산성, 친환경 전환 격차, (국가/글로벌) 교통･물류, 디지털
행정, 알고리즘 국방, 사이버안보 격차 등
○ (일자리･직무능력)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갖추었는가는 고용의 질과
직무능력의 발휘에 영향을 주어 임금과 자산의 격차로 확대될 수 있음
- AI로 인해 일상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지배적인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업무가 대체되는 경우에도 AI 등 신기술을 친숙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에
따라 고용특성과 역량발휘에서 개인 간 격차 발생
※ 기존 일자리의 약 7,500만 개가 AI로 대체되어 사라지는 한편 1억 3,3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WEF, 2018)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대면형식의 반복적인 직무는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AI로 빠르게 대체될 전망
※ 팬데믹 기간 비대면 서비스업의 증가는 팬데믹 이후 판매･영업직, 금융･보험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매일경제, 2021)
※ AI 투자고문이 관리하는 글로벌 총 자산액은 2018년 기준 약 4,900억 유로였으며,
2023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하여 2.3조 유로로 급성장할 전망(SimCorp, 2020)

- 반면, AI가 노동생산성을 보완하고 인간은 고차원 업무로 전환할수록 임금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저숙련 근로자의 반복업무를 AI가 대체하여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역할로 직무특성이
전환할 경우 저숙련 근로자 임금 10% 상승 가능(Alpha&Beta, 2017)
※ 위험한 육체노동을 로보틱스가 대체하는 경우 산업재해는 10% 감소하고 직무만족도는
20% 증가(RIET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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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건강수명)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휴먼증강’ 기술의 발전은
향후 10년 동안 인간의 하드웨어(신체)와 소프트웨어(두뇌, 감성)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휴먼증강은 기술과 인체의 단순한 기능적 결합을 넘어 인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형태로 발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 특히, 두뇌와 감성 영역에서는 10년 이후 기억을 일부 저장･삭제하는 서비스,
치매 예방･완화 기술, 디지털 감성케어 서비스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디지털 휴먼 맵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에서 개인의 신체를 초정밀 형상화하고
개인 맞춤형 신약개발과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어 건강한 삶과 수명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 (문화자본･향유) 내재화된 문화자본이 달라서 발생하는 디지털 문화향유 격차는
개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음(Vigo Julian, 2019)
- 스마트폰, 온라인 플랫폼, SNS와 함께 성장해온 MZ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향유
예) MZ 세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NFT 마켓플레이스에 예술작품을 올려 평가를 받거나,
작품을 집에 걸어놓기보다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것을 선호하며, 콘텐츠를 단순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콘텐츠 생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익숙

- 기존 세대가 TV와 신문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고 누려왔다면, MZ세대는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소비하는데 익숙
예) 기존 세대가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콘텐츠를 여과 없이 소비했다면, MZ세대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소비

-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데 익숙한 MZ세대는 대면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를 더욱 중시하나 기존 세대는 대면접촉과 문서 형태의 소통에 익숙
- 디지털 문화향유 격차는 개인 또는 세대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양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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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생산성) 디지털 생산성 격차와 기회포착 격차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기업 환경에서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효율적인 생산과정을 거쳐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생산성 격차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AI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평균 1.2% 생산성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기존 ICT로 인한 생산성 증가율(0.6%) 대비 압도적인
수치임(Mckinsey & Company, 2018)
- 즉, AI 활용으로 인한 기업, 국가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음
※ PwC(2018)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AI 인해 15.7조 달러 경제적 가치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미국, 중국이 전체의 67% 점유 예상

○ (친환경 전환) 글로벌 탄소 격차는 디지털 기술로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탄소국경세 등이 부과된 품목에서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세계 각국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보다 16.3% 증가 예상(UNFCCC, 2021)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현 상황의 격차를 보여주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배출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UNEP,
2021)
-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즉,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향후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기업과 국가 탄소 격차의 핵심
분야가 될 수 있음
※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연간 전력 에너지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의
사용량을 초과(플래닛타임즈, 2021.4.29)

○ (교통･물류) 디지털 모빌리티 격차는 각양각색의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국가 경제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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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분야는 내연기관과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과 자율주행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 전 세계 자율주행차(Lv.3 수준) 시장규모는 2020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하여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에 이르고, 완전자율주행차(Lv.4 수준)는 2035년 약 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Frost & Sullivan, 2014)

- 미래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UAM(Urban Air Mobility),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이 보편적일 전망
-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일부 기업들이 CASE 혁명12)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통･물류
분야를 선도해온 전통 업체들은 혁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
※ 모빌리티 서비스뿐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구글,
애플과 같은 ICT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술혁신활동 수행

- 국가적 측면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준비 수준에서 국가별
편차가 존재
※ 정책입법, 기술혁신, 인프라,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전 세계 국가의 자율주행차 도입
수준을 평가한 결과, 준비도 수준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25.45)와 가장 낮은 브라질(5.49)
간 격차가 매우 큼(KPMG, 2020)

○ (디지털 행정) 디지털 기반 정책 수립평가 격차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책기획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국 기술정책연구소 Oxford Insights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정부 AI 준비지수’에
따르면 총 172개국 가운데 미국이 1위, 영국, 핀란드, 독일, 스웨덴 순이며, 우리나라는
7위
- 정부 AI 준비지수는 거버넌스, 기술, 데이터･인프라 등 3개 지표로 구성되며, 국가
AI 운영과 공공 서비스 등 관련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 우리나라는 9위
- 정부의 AI 준비지수 상위를 차지한 나라는 경제력, 지배구조, 혁신성 등이 강한
고소득 국가들로 중하위 국가들과 AI 준비에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국가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12) CASE 혁명: 교통물류 분야에서 연결성(Connectivity), 자동화(Autonomous), 공유형(Shared), 전동화(Electrification)로
이루어지는 운송수단의 혁신으로 사람과 물건의 이동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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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국방) 알고리즘 기반 국방력 격차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군수관리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실현하고 국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 세계 주요국들은 감시정찰, 사이버작전, 지휘통제, 자율살상무기 등의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육･해･공, 사이버공간 전체를 통합 분석하는
능력에서 AI가 인간을 압도(한국국방연구원, 2020)
※ 전 세계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AI에 지출하는 비용은 2025년까지 약 180억 달러에 이를
전망(Haner & Garcia, 2019)

- 미래에는 육･해･공･사이버･우주의 5차원으로 확장된 전장에서 무인기 또는 무인로봇이
정찰･표적발견･작전을 수행하고, 다수의 전투체계가 동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전투 유형이 부상(김강녕, 2017)
○ (사이버안보) 디지털 위협 방어 격차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국민과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래에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실시간 융합되고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를 최적화하는
등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모델이 등장할 전망
예) 현실공간에 가상물체 띄우기(증강현실), 일상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공유하기(라이프로깅),
실제 세계를 가상공간에 확장하여 반영하기(거울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새로운 가상세계
구축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현실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경계가 사라짐

- 현실과 가상공간의 융합이 점점 확장하고 촘촘히 연결될수록 사이버 공격은 현실
공간의 개인, 기업, 국가에 더욱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음
- 사이버 공격 기법은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와 영향력은
정보유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핵심시설 파괴, 생명 위협 등으로 크게 확대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국가 간 역량 격차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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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에서 열위에 속한 개인, 기업, 국가는 우위에 속한 주체들이 누리는
이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
- 또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억압과 폭력,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 국가의 경우,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음
○ 디지털 격차의 종류와 파급효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격차의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
-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의 유형과 파급력을 연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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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이 등장하는 시점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발굴하였음
- 디지털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응용하는 역량은 향후 사회(S), 기술(T), 경제(E),
환경(E), 정치(P)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
- 본 연구를 통해 개인, 기업, 국가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 수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9대 부문별 디지털 격차를 살펴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격차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였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디지털 격차 연구 주제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접근성, 인터넷 활용 수준에 한정되었음
-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은 디지털 신기술을 수용하고
응용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격차가 생성될 수 있음을 제기
- 미래 디지털 격차의 범위는 개인 중심의 정보화 격차에서 개인, 기업, 국가를
아우르는 지능화 격차로 확대될 전망
- 향후 지능화 격차로 인한 개인, 기업, 국가 간 거대한 디지털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종합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연구와 관련하여 지식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발굴한 새로운 디지털 격차의 유형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 향후 연구에서 특정 분야의 실태와 디지털 도입 수준 등을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심층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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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격차의 유형을 바탕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의 모습을 시나리오 방법론을 활용하여 형상화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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