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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컴

퓨터, 셀룰러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및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정보사회로의

이행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진

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

소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대비하고

이를 위한 산업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정보화 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

구된다.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정보화지표는 정보화의 급

진전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보화 수준을 합리적으

로 반영하는 데에 어느 정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고도정보화시대에 합당한 정보화지

표를 개발하여 국가정보화 진행과정 및 수준을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정보화 추세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발된 정보화지표를 이용하여 어떤 한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하나

의 지수로 표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지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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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

는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대비한 산업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객관적인 분석방법의 개

발 및 측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정보화를 반영한 국가정보화지표체계의 설정은 물론 새로

운 정보화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정보화지표들은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특 히

고도정보이용지표와 정보기반구조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보다 잘 설명하도록 노

력하였고, 또한 새롭게 정보화지수 산출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반

구조지표 및 고도이용지표에서 경쟁국 및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이러한 항목의 투자를 확대시킴

으로써 정보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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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의 특성 및 정보화 수준이 모두 포함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러 정보화와 관련된

항목의 통합에서 각 항목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

기 때문에 여러 특징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

도록 정보화 항목간의 통합작업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빠른 정보화의 진전이 있을 때

에는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정보화 영향변수들이 적

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방법이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정보화를 반영한 국

가정보화 지표체계를 설정하고, 정보화 측정방법

을 개발하여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ㆍ분석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정보화지표 구성

한 국가가 점차 정보사회로 진전되어 감에 따

라 전반적인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각 부문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

확하게 분석하고 그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화 현상을 객관적

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지표이다.

1. 정보화지표 선행연구

정보화 관련 지표는 지표의 개발목적이나 정보

화의 개념정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로부터 정보화지표의 설

정방법을 유형화하면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정보

유통량에 의한 접근방법, 그리고 사회구조에 의한

접근방법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 고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지표 접근방

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거시경제적지표 연구

거시경제적지표 접근방법에는, 산업연관표상

의 산업분류를 이용하여 정보부문이 전체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보화의 진전도를 측정하

는 「산업 구조적 접근방법」과 , 고용구조상에서 정

보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는 「고용구조

에 의한 접근방법」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 연구로

는 Johnscher[1], Machlup[2], Porat[3], 통신

개발연구원[4],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5]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후자의 대표적 연구로

는 OECD[6], Katz[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나.  정보유통량적 접근방법

정보유통량적 접근방법은 전기통신설비를 통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보가 공급ㆍ소비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정보유통의 추세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정보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정보화 분석은 일본 우정성이

1974년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

기서 조사대상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 및 뉴 미디

어를 거의 망라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계, 전송계,

공간계 미디어로 구분하여 총 35종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매년 새로이 등장되는 뉴 미

디어들의 정보화에 대한 기여도의 증가를 고려하

여 1985년 이후에는 총 42종으로 대상미디어를

늘려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는 공급정보

량, 소비정보량, 정보유통거래량, 그리고 정보유

통비용으로 크게 4개로 구분하고 있다.

다.  사회경제적지표 접근방법

거시경제적 접근법과는 달리 각종 사회ㆍ경제

적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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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러한 정보화 측정방법은 일본을 중심

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표연구

로는 1970년에 연구된 RITE[8]의 분석이다. RI

TE에서는 사회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물적자원으로

부터 지적자원으로 가치의 중심이 이동해 가는 과

정을 정보화로 정의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정보

화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척도로서 정보화지수

를 개발하였다. RITE는 정보화가 단순히 정보량

의 증대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

점에서 사회의 정보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가지

측면(정보량, 정보장비율, 통신주체 수준, 정보계

수)을 설정하고, 각 측면에서 다시 몇 개씩의 구체

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정량화하였다.

통신개발연구원[4]은 이러한 RITE의 지표작

성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

이를 분석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ㆍ분석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통신개발연구원[4]에서는 RI

TE가 개발한 지표작성방식의 4가지 구성요소 이

외에 정보기기산업의 비중을 첨가하고 있다는 점

과 컴퓨터 보급대수를 정보장비율 구성항목에서

제외시킨 점, 정보이용주체수준에서 1인당 GNP

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RITE의 잡지비율

과는 달리 교통비 통신비 비율과 교양비 오락비

비율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이 RITE

의 지표작성방식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산원[9]의 연구에서는 정보화지표 분류

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

하였다. 한국전산원의 지표연구는 기존의 지표분

류체계에서 발전된 단계로써 정보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표를 정보화설비지표, 정보화이용지

표, 그리고 정보화지원지표로 구분하고 각 지표

그룹이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2. 정보화지표의 새로운 접근방안

정보화지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보통신을 위

한 하부구조로서의 정보통신설비의 보급ㆍ확산

수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수준, 그리고 사회구

성원들의 정보이용 확산의 바탕이 되는 정보통신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수준 등의 측면에서 접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한 기존의

정보통신지표체계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

가정보화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이

는 변화하는 국가정보화 및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분석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분석대상의 범위가

정보통신계에 한정됨으로써 진정한 정보화 과정

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지

표의 대상범위를 정보통신부문에만 한정하지 않

고 정보설비부문, 정보이용부문, 그리고 정보지원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 정보기반구조지표, 정보산

업지표, 기초정보이용지표, 고도정보이용지표, 정

보화연구개발 투자지표, 그리고 정보인력지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먼저 정보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의

보급 및 확산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설비지표

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설비들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보 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사

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지표를 설정하였다. 그

리고 정보통신에 관련된 인력 및 투자활동 수준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화를 지원하며 주도

한다는 관점에서 한 나라의 정보화 발전역량을 측

정할 정보지원지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큰

틀 안에서 다시 정보설비지표를 정보기반구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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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정보산업지표로, 정보이용지표를 기초정보

이용지표와 고도정보이용지표로, 정보지원지표를

정보화연구개발투자지표, 정보인력지표로 세분화

하여 이 중 측정할 정보화지표로서 <표 1>과 같

이 28개 세부지표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면 제1수준은 정보화지수, 제2수준

은 정보화설비지표, 정보이용지표, 정보지원지표

이고, 제3수준은 정보기반구조지표, 정보산업지

표, 기초정보이용지표, 고도정보이용지표, 정보화

연구개발투자지표, 정보인력지표 등으로 구분하

였다.

III. 정보화지수의 측정방법 접근

기존의 여러 정보화지수에 관련된 연구들은 인

자분석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여 지수측정

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분석에 의한

인자점수(factor score) 즉, 지수를 계산하는 방

법의 단점은 인자분석이 갖는 특성에 의하여 상관

관계가 높은 일련의 변수들에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되고, 반면에 상관성이 작은 변수의 가중치는 상

대적으로 매우 작아 zero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데 있다. 즉, 정보화에 영

<표 1> 정보화 구성 및 측정지표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주요지표

정보기반구조지표

PSTN 회선수(100인당)

PSDN 가입자수(100인당)
ISDN 가입자수(100인당)

정보통신기기 내수(1인당)
정보설비지표

정보산업지표

정보기기 내수액(1인당)

통신기기 내수액(1인당)
통신서비스 매출액(1인당)

통신기기부품 내수(1인당)

기초정보이용지표

국제전화 이용시간(1인당)

텔렉스 가입대수(100인당)
팩스 대수(100인당)

전화 가입자수(100인당)

TV 보급대수(100인당)

PC 보급대수(100인당)

우편 사용량(1인당)

일간신문 구독(100인당)

정보이용지표

고도정보이용지표

인터넷 호스트수(1000인당)

셀룰러 가입자수(100인당)
무선호출 가입자수(100인당)

비디오텍스 가입자수(100인당)

정보화연구개발투자지표

정보통신관련 투자액(1인당)

과학기술논문 발표(100인당)
특허 출원(100인당)

총연구개발비 투자(1인당)

국가정보화지수

정보지원지표

정보인력지표

연구원수(100인당)

통신고용(100인당)
고등교육자수(10만 명당)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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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상관성이 낮은 변수는

가중치를 너무 낮게 가지므로 그 변수의 국가정보

화에 대한 영향력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중

치 측정방법으로 대표성분점수화법이 있다.

1. 대표성분점수화법

대표성분점수화법(Representative Component

Scoring System: RCSS)은 이광진[10]에 의하

여 제안된 방법으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에게 가중

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낮은 변수들에게도

가중치를 분배하여 가중치 배분에서 소외된 변수

에도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즉, 변수들이 갖는

상관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지표

에 가중치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대표성분점수화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Ω를 상위목표개념(ξ )과 관련이 있는

직접측정이 가능한 모든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하

자. 일반적으로, Ω는 무한집합의 성격을 지니면서

그 원소들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한편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Ω의 각 원소들이

ξ 와 가지는 상대적 관련성의 정도를 상관계수의

잣대로 보면 (1)과 같은 것이다”라고 의견일치를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 ξ 는 Ω의 원소들의 선

형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상위목표개념을 고정화시

키는 것 즉,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tkkk ,,,
21

⋅⋅⋅ 는 상수들이고, t 는 ∞일

수도 있다. 후자는 (1)을 만족하는 ξ 의 추정값 Y

즉, 조작화된 상위목표개념의 측정값을 구하기 위

해 Ω로부터 p 개의 표본변수들 p
XXX ,,,

21
⋅⋅⋅

를 의도적으로 추출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1)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에서 pccc ,,,
21

⋅⋅⋅ 는 상수들이다. 이제

jX 들의 선형결합으로써 (2)를 만족하는 Y 를

구해보자. 표준화된(standardized) 확률벡터

(random vector) ),,,(
21

′⋅⋅⋅= pXXXX 가 공분

산행렬(covariance matrix) )( ijrR = 을 가진다

고 하자. 이때 상수벡터(constant vector) =a

),,,(
21

′⋅⋅⋅ paaa 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변

수들의 pjX j ,,2,1, ⋅⋅⋅= 들의 선형결합인 Y 를

생각한다. 즉,

,XaY ′=  단 11 =′
pa , for )1,,1,1(1 ′⋅⋅⋅=

p
 )3(

이다. 그러면 X 와 Y 의 표본공분산은 (4)와 같다.

pcaR)aX,Xcov( 1==′ , 단 c는 상수이다. )4(

따라서 (4)를 만족하는 a 와 Y 는 각각 다음과

같다.

,11
pcRa −=  단, pp Rc 11/1 1−′=

)5( 11/1 11

ppp RXRY −− ′′=

여기에서 계산된 Y 를 표준화된 표본변수 X

의 대표성분(representative component)이라고

정의하였으며, i 번째 개체에 대한 대표성분점수

는                                                        이다.

즉, 대표성분점수는 지수를 의미하므로 i 번째 개

체(혹은 국가)의 지수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

)2(:::

),(::),(:),(

21

21

p

p

ccc

YXcorrYXcorrYXcorr

⋅⋅⋅=

⋅⋅⋅

)1(:::

),(::),(:),(

21

21

t

t

kkk

XcorrXcorrXcorr

⋅⋅⋅=

⋅⋅⋅ ξξξ

NiRxRY ppipi ,,2,1,11/1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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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값들을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였다.

2. 가중치 결과분석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대표성분점수화법을

이용하여 정보화지수의 측정에 앞선 가중치를 산

출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의 3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연구대상국 선정은 대

표성과 자료의 신뢰 및 입수 가능성이 선정의 기

준이 되었다. 분석대상으로 선진그룹은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고 중진그룹으로는 한

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타이, 말레이시아 등이

며, 후진그룹으로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

키스탄, 필리핀, 중국, 인도 등 이다.

분석대상시기는 1987년부터 1996년으로 하

였는데, 이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정보 관련 산업

이 급속히 발달하였고, 각 국의 정보화에 대한 마

인드 및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기 때문이다. 분석자료들은 정보통신부, 통신개

발연구원,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전산원, 한국전

자 통신연구원, 통신진흥협회, IMF 통계자료,

ITU 통계자료, IDC 등에서 기초지표자료를 구하

였으며[11-20],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패키지는 SAS를 사용하였다.

<표 2>는 대표성분점수화법으로 측정한 국가

정보화 가중치 값들을 비교한 것이다. 정보기반구

조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해보면, 가중치가 낮은

PSTN의 경우 1987년 36, 1991년 32, 1996년

31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PSDN의 경우 1987년 254, 1991년 330, 1996

년 331로 계산되었고, ISDN은 1987년 340,     

1991년 303, 1996년 326으로 나타났다. 정보통

신기기 내수의 경우 1987년 369, 1991년 334,

1996년 310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

표성분점수화법은 변수간 상관성이 높은 변수에

게 가중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낮은 변수

들에게도 가중치를 분배하여 가중치 배분에서 소

외된 변수에도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라는 정

의에 입각해서 분석해 볼 때, 변수간의 상관성이

PSTN이 가장 높고, 또한 1987년보다 1996년이

좀더 높아진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SDN, ISDN 및 정보통신기기 내수의 경우에는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가중

치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국가간 정보화 수준의 비교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대표성분점수화법

을 이용하여 측정된 정보화지수를 비교ㆍ분석을

하였다.  <표 3>은 대표성분점수화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국별 정보화지수이며 한국의 1991년도

정보화지수를 100으로 하고 각 연도별, 국가별,

정보화지수를 측정해 보았다.

국별 정보화지수를 살펴보면, 선진그룹에서는

1987년에는 프랑스(599), 미국(332), 영국(286),

독일(223), 그리고 일본(213)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경우 미국(36,934), 독일(17321), 영국

(14,525), 프랑스(11,764), 그리고 일본(8,442)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선진

그룹 중에서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

으며, 프랑스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진그룹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 1987

년 각 각 50과 88을  기록하였고 , 1996년 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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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보화 가중치

제2수준 제3수준 정보화지표 1987 1991 1996

정보기반구조지표

PSTN 회선수

PSDN 가입자수
ISDN 가입자수

정보통신기기 내수

35.7

254.0
340.9

369.4

31.6

330.4
303.4

334.6

31.4

331.5
326.6

310.5
정보설비지표

정보산업지표

정보기기 내수액

통신기기 내수액
통신서비스 매출액

통신기기부품 내수

430.1

191.1
324.3

54.4

412.5

112.2
391.7

83.5

430.8

203.7
313.1

52.5

기초정보이용지표

국제전화 이용시간

텔렉스 가입대수
팩스 대수

전화 가입자수

TV 보급대수

PC 보급대수

우편 사용량

일간신문 구독

96.0

183.7
198.2

40.8

44.7

256.0

68.1

112.4

53.7

182.1
58.8

16.3

134.5

113.6

206.5

234.5

72.4

168.5
104.5

3.5

122.8

156.7

173.9

197.7

정보이용지표

고도정보이용지표

인터넷 호스트수

셀룰러 가입자수

무선호출 가입자수
비디오텍스 가입자수

33.6

274.3

332.4
359.7

139.5

181.2

179.0
500.2

237.7

45.9

294.3
422.1

정보화연구개발투자지표

정보통신관련 투자액

과학기술논문 발표

특허 출원
총연구개발비 투자

273.6

359.6

33.1
33.6

330.0

73.2

149.9
447.0

364.1

387.5

204.4
44.1

정보지원지표

정보인력지표

연구원수

통신고용

고등교육자수
인구밀도

132.3

70.4

387.4
409.9

100.7

92.7

402.1
404.5

108.9

85.7

407.4
398.0

<표 3> 국별 정보화지수(뒤에 계속)

          년도

  국가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미국 332.1 371.6 405.0 474.9 501.6 699.4 8,400.8 17,485.7 25,543.6 36,934.1

영국 285.8 324.9 334.3 348.2 280.0 512.1 3,213.2 6,272.6 10,298.7 14,525.2

독일 222.8 245.1 245.3 289.2 345.1 542.8 3,766.8 6,588.2 11,856.8 17,321.6

프랑스 599.5 712.8 850.4 923.1 1,185.9 1,202.2 2,781.6 6,610.8 9,227.3 11,764.8

일본 212.8 234.9 261.6 381.9 584.6 1,077.8 1,637.6 3,247.8 4,931.1 8,442.9

한국 49.6 58.2 69.3 81.9 100.0 209.9 417.5 781.6 1,084.5 1,882.9

대만 88.5 99.1 109.1 131.1 174.7 435.0 730.4 1,198.7 1,587.6 1,853.6

싱가포르 545.8 600.9 647.1 711.4 798.1 1,470.7 2,337.8 3,644.2 9,482.8 10,475.5

홍콩 296.9 324.0 335.7 375.7 430.8 755.2 1,872.2 3,522.3 3,903.6 8,299.3

타이 43.4 49.6 52.0 57.8 66.3 84.5 123.6 236.4 354.8 346.2

말레이시아 12.6 15.0 16.4 17.7 18.6 28.6 36.8 74.3 110.4 187.0

방글라데시 12.4 12.9 13.3 13.4 14.1 15.9 17.0 21.1 21.5 25.2

인도네시아 5.6 6.8 7.0 7.3 8.1 9.9 10.7 12.4 25.1 58.5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4호 1999년 8월

88

<표 3> 국별 정보화지수(계속)

          년도

  국가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파키스탄 5.0 6.2 6.4 6.3 6.2 8.0 8.4 8.3 8.8 13.0

필리핀 14.1 15.4 15.1 15.4 15.1 21.7 24.2 26.6 48.7 73.1

중국 6.4 8.0 7.8 8.1 8.0 10.6 12.3 18.6 25.5 43.6

인도 7.6 8.6 9.0 8.9 7.9 10.4 10.6 12.6 19.4 24.6

1,883과 1,854를 기록하여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1987년에는 절반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약

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에 대한 투자 및 관

심이 높았음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후진그룹의 1996년 경우 필리핀이 높은 정보화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이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선진그룹과 중진 및 후진그룹

간의 지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

인으로는 첫째, 본 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보화 진전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정보화지표 항

목이 있었으며, 이러한 항목 대부분은 후진국 및

중진국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 및 이용

이 이루어지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을 위

시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도정보이용과 정보기

반시설의 설비투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둘째, 기

존연구에서는 국가별ㆍ연도별 절대적인 정보화

수치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시도는 실제 데이터

의 변화 추이 및 정보화지수의 왜곡을 가져와 정

확한 정보화 추이 및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고 실제 데이터의 추이가 국가정보화

지수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기초자료의 조

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각각의 정보화지표가 비

교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선진국과 중진국 및 후진국

의 정보화지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된다.

<표 4>는 국별 정보화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순위를 살펴보면, 1987년 경우 프랑스(1), 싱가포

르(2), 미국(3), 홍콩(4), 영국(5) 등이 상위를 기

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 독일(6), 일본(7), 대만(8),

한국(9), 말레이시아(10)가 따르고 있다.

1996년에는 미국(1), 독일(2), 영국(3), 프랑스

(4), 싱가포르(5)가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6), 홍콩(7), 한국(8), 대만(9), 말레이시아

(1) 등이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

러진 특징은 미국이 1위로 올라섰다는 점과 싱가

포르가 상위그룹 맨 뒤로 물러섰다는 점이다. 또

한 일본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다른 상위그룹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화 수준을 3(<표 4> 참조) 또는 6

그룹별 정보화지수(<표 5>와 <표 6> 참조)를 살

펴보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선진그룹인 미

국은 기초정보이용지표(2,753)와 고도정보이용지

표(208,960), 독일은 정보기반구조지표(53,317),

그리고 영국은 정보화연구개발투자지표(1,221)에

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분

야에서의 정보화 투자 및 이용이 정보화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진그룹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모든 정보화

지표에서 선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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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별 정보화 순위

국가명 1987 순위 국가명 1991 순위 국가명 1996 순위

프랑스 599.5 1 프랑스 1,185.9 1 미국 36,934.1 1

싱가포르 545.8 2 싱가포르 798.1 2 독일 17,321.6 2

미국 332.1 3 일본 584.6 3 영국 14,525.2 3

홍콩 296.9 4 미국 501.6 4 프랑스 11,764.8 4

영국 285.8 5 홍콩 430.8 5 싱가포르 10,475.5 5

독일 222.8 6 독일 345.1 6 일본 8,442.9 6

일본 212.8 7 영국 280.0 7 홍콩 8,299.3 7

대만 88.5 8 대만 174.7 8 한국 1,882.9 8

한국 49.6 9 한국 100.0 9 대만 1,853.6 9

말레이시아 43.4 10 말레이시아 66.3 10 말레이시아 346.2 10

필리핀 14.1 11 타이 18.6 11 타이 187.0 11

타이 12.6 12 필리핀 15.1 12 필리핀 73.1 12

방글라데시 12.4 13 방글라데시 14.1 13 인도네시아 58.5 13

인도 7.6 14 인도네시아 8.1 14 중국 43.6 14

중국 6.4 15 중국 8.0 15 방글라데시 25.2 15

인도네시아 5.6 16 인도 7.9 16 인도 24.6 16

파키스탄 5.0 17 파키스탄 6.2 17 파키스탄 13.0 17

<표 5> 제2수준 지표별 정보화지수

정보설비지표 정보이용지표 정보지원지표           년도

국가 1987 1991 1996 1987 1991 1996 1987 1991 1996

미국 292.2 852.7 4,367.3 277.6 488.6 105,857.0 426.7 163.6 578.1

영국 202.1 383.3 14,831.7 245.2 304.9 28,089.1 410.4 152.0 655.0

독일 184.4 579.9 26,825.8 226.8 284.5 24,682.8 257.5 152.9 456.3

프랑스 248.7 624.4 20,628.0 1,294.6 2,802.4 14,217.9 255.3 130.9 448.5

일본 238.7 1,301.8 8,421.4 137.9 305.1 16,498.8 262.0 146.9 408.6

한국 41.9 100.0 792.3 39.2 100.0 4,681.8 67.9 100.0 174.6

대만 60.8 241.7 618.8 98.7 175.5 4,666.9 106.0 107.1 275.1

싱가포르 828.4 1,401.6 3,663.8 521.7 647.4 27,184.3 290.6 345.3 578.5

홍콩 140.0 355.8 1,302.2 442.6 633.1 23,055.4 308.3 303.8 540.5

타이 54.2 109.5 354.8 55.1 67.1 639.5 21.0 22.4 44.3

말레이시아 6.9 13.0 73.3 12.2 23.3 459.5 18.8 19.7 28.2

방글라데시 0.6 1.0 26.6 1.2 2.7 4.6 35.6 38.7 44.5

인도네시아 1.8 2.9 12.5 6.1 10.0 147.8 9.2 11.5 15.4

파키스탄 1.0 1.7 10.6 3.1 5.8 13.0 10.9 11.4 15.6

필리핀 2.5 5.8 26.5 16.2 14.3 162.9 23.6 25.3 29.9

중국 0.7 1.1 33.3 3.3 9.4 73.9 15.2 13.6 23.7

인도 1.1 1.4 32.0 3.3 6.0 16.3 18.6 16.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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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3수준 지표별 정보화지수(I)

정보기반구조지표 정보산업지표 기초정보이용지표              년도

  국가 1987 1991 1996 1987 1991 1996 1987 1991 1996

미국 267.0 1,363.3 8,148.5 317.5 342.0 587.1 330.9 443.0 2,753.8

영국 128.5 481.6 29,303.1 275.6 285.1 360.4 404.0 371.8 442.5

독일 125.4 901.6 53,317.1 246.4 294.2 334.5 378.0 308.5 416.0

프랑스 213.4 966.8 40,919.7 284.1 282.0 336.2 486.1 469.9 488.1

일본 154.0 2,167.1 16,131.6 323.4 436.5 711.2 209.5 244.6 342.7

한국 26.3 100.0 1,329.4 57.5 100.0 255.3   69.4 100.0 187.3

대만 32.9 370.7 1,089.1 88.7 112.7 148.5 181.1 175.2 235.0

싱가포르 208.0 642.6 2,647.1 1,442.8 2,160.7 4,680.5 899.5 650.1 825.6

홍콩 108.4 403.8 2,063.8 171.7 307.8 540.6 745.8 719.0 2,160.1

타이 13.2 31.3 206.3 95.2 187.8 503.4 100.3 93.3 103.5

말레이시아 2.6 5.9 96.2 11.3 20.2 50.3   23.0 30.4 32.5

방글라데시 0.3 0.5 48.8 1.0 1.5 4.5    2.4 4.1 4.5

인도네시아 0.7 1.7 16.7 2.9 4.1 8.3   11.9 17.8 21.5

파키스탄 0.4 0.8 14.8 1.7 2.5 6.3    6.2 11.1 5.9

필리핀 0.9 4.9 37.3 4.1 6.6 15.7   30.9 23.3 20.9

중국 0.5 0.8 60.8 0.9 1.4 5.7    6.5 16.9 22.5

인도 0.4 0.5 58.2 1.8 2.3 5.9    6.5 11.8 13.4

<표 7> 제3수준 지표별 정보화지수(II)

고도정보이용지표 정보화연구개발투자지표 정보인력지표              년도

   국가 1987 1991 1996 1987 1991 1996 1987 1991 1996

미국 224.2 534.2 208,960.2 755.4 229.7 1,043.8 98.0 97.5 112.3

영국 86.3 238.0 55,735.6 740.7 220.4 1,221.6 80.1 83.6 88.4

독일 75.6 260.5 48,949.6 438.4 221.7 822.7 76.5 84.2 89.9

프랑스 2,103.0 5,134.9 27,947.8 446.6 188.0 810.5 63.9 73.8 86.6

일본 66.2 365.7 32,655.0 428.7 196.7 712.2 95.3 97.2 105.0

한국 9.0 100.0 9,176.3 46.6 100.0 228.9 89.1 100.0 120.3

대만 16.3 175.9 9,098.8 118.6 108.0 428.8 93.5 106.3 121.5

싱가포르 143.9 644.7 53,542.9 147.1 233.3 661.6 434.0 457.4 495.4

홍콩 139.4 547.2 43,950.7 83.1 60.3 492.1 533.5 547.2 588.9

타이 9.9 40.8 1,175.5 20.1 19.8 62.2 21.8 24.9 26.5

말레이시아 1.5 16.3 886.6 9.8 7.0 17.3 27.9 32.4 39.1

방글라데시 0.1 1.3 4.7 0.8 0.3 2.2 70.4 77.0 86.7

인도네시아 0.2 2.2 274.1 1.8 2.5 5.5 16.6 20.5 25.2

파키스탄 0.1 0.6 20.1 3.9 2.4 7.4 17.8 20.4 23.7

필리핀 1.5 5.4 304.9 3.9 2.1 6.7 43.3 48.5 53.2

중국 0.1 1.9 125.2 11.2 8.9 21.9 19.1 18.3 25.5

인도 0.1 0.3 19.2 9.7 2.9 15.2 27.4 29.6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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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했을 때 정보

기반구조(1,329) 및 정보산업(255)이 높게 나타

났으며, 대만은 기초정보이용(235)과 정보화연구

개발투자(428)가 높게 분석되어 이들 분야에 투

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보인력, 정보산

업, 그리고 기초정보이용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정보인력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기반구조, 고

도정보이용, 그리고 정보화연구개발투자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있어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야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그룹의 경우에는, 필리핀은 고도정보이용

(304), 방글라데시는 정보인력(87), 그리고 중국

은 정보기반구조(61)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

하고 있다. 후진그룹의 정보화 수준은 모든 분야

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

보기반구조 및 고도정보이용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각 나라별 정보화지수를 산

출해 보았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나라의 수준에 따라

정보화지수의 순위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그룹별 분석을 통해 볼 때 고도정보이

용지표와 정보기반구조지표가 국가별 정보화지수

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2년에서 1994

년 사이에 정보화지수의 값이 크게 높아진 것은

그룹별 정보화지수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 위

의 결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그 기간에 고

도정보의 이용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시

설 및 시설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모든 정보화 분야에서 낮은

투자 및 이용으로 인하여 낮은 정보화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반구조 및 고도정보이용

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에

대한 투자 및 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두드러진

지수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으나, 말레이시아, 필

리핀, 중국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보화 부문

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비교 대상국 17개국 중에서

8위 정도의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

인력, 정보산업, 그리고 기초정보이용에서는 선진

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정보기반구조, 고도이용, 그리고 정보화연

구개발투자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고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

시킴으로서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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