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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환경에서의 장애인 정보화 지수 개발 연구

전우천

요약

현대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나날이 윤택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지체로 인하여 장애
인들은 이러한 최신 스마트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사이에는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격차를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환경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화 지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화 지수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스마트 환경에서 장애인의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화 지수
는 총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포괄적이며 스마트환경만을 고려하여 더 현실적인 정보화 지수
이다
핵심어 스마트 환경 정보화 지수 정보격차 장애인 무선인터넷
Abstract
In the curr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various ICT technologies enables us to enjoy abundant
life day by day. Recently, due to advances in wireless internet and smart technologies, applications of
smart devices are increasing in every aspect of our life. However, the disabled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can not enjoy benefits of advanced smart technologies, so that there exists digital divide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n order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formatization index for the disabled. In the existing PC-based environments, research works on
informatization index have been developed. However, in smart environments, research results are
in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informatization index for the disabled in smart
environments. The proposed index is composed of 3 sub-indexes. Unlike the existing smart index, the
proposed index is extensive and realistic for smart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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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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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년대 초반에 최초로 등장한 범용 컴퓨터인
이후로 컴퓨터 기술은 연구 및 군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컴
퓨터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년대 이후로 개인용 컴퓨
터 기술의 발달과 보급이 증가하고 년대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그래픽 기반의 운영체제가 등
장하면서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월드 와이드 웹
의 등장은 컴퓨
터가 그동안 전산학 분야에 일하는 소수의 그룹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확산되고 또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지식정보화 사회가 시작
되었고 또한 모두의 삶이 풍성하게 되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요
한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활용능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와 같은 소셜 서비스
는 사회적으로 소통과 화합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여론의 형성과 민원 고발 등 활발하게 정
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정보통신기술 관련산
업은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
이 보편화 되면서 모든 일상생활의 제품들이 소프트웨어로 작동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에 비해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
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엄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층은 노년층 다
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인을 포함한다 특히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장
애인들에게는 정보격차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정보격차해소를 통해서 장
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정보격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정보 격차는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예 도시 대
농어촌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
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
이나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등의 정보습득매체의 낙후성을 보이는 현상이
정보격차의 실제 사례들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
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무엇보다도 정보격차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지수가 필요하다 정보화 지
수란 정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한다 정보화 지표들은 기존의 환경에서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환경에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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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장애인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에서는 장애인 정보화 지수개발에 관한 관련연구를 제시하고 또한 장애
인 정보격차 현황을 소개한다 장에서는 장애인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관련 연구
스마트 환경 정보화 지수관련 기존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는 년 이후로 매년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보격차는 정보화 지수를 바탕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화 지수는 최신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과 보급 정도에 따라 조금씩 변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지수를 소개한다
스마트 정보화 지수는 최근 연구인
스마트 격차지수 접근수준

년에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역량수준

활용수준

접근수준 가구 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 가능여부 유무선 정보기기 모바일 스마트기
기 보유여부
해설 매체환경의 융복합화에 따른 정보접근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가구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여부 다양한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보유여부 측정
역량수준 이용능력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
해설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가치창출과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에 필요한 정보역량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해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이용능력 기본 및 심화 용도별 이용기술 보유여부 을
종합적으로 측정
활용수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정보생산 공유정도 네트
워킹 정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 및 경제활동 정도
해설 유무선 인터넷 이용여부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정보생산 및 공유정도 네트워킹 정도 사회 및 경제활동 정도 로 스마트 환경에 서의 정보
활용 수준 측정
이와 같은 스마트 정보화 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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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마트 정보화 지수 요약

대구
세부 정보화 지수
분
접 근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0.4)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역 량 PC 이용능력(0.5)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0.5)
(0.4)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활 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0.4)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한편 기존의
표

설명
-가구 초고속 인터넷 가입
-모바일 인터넷 접속 가능
-상시적 이용가능 PC 보유여부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여부
-PC 이용기술 보유정도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기술 보유정도
-PC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
용여부
-정보기기(PC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통해
기본적 및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정도
-정보생산/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 정보기기를 가치창출적으로 활용하는 정
도

환경에서의 정보화 지수는 다음 표 와 같다

환경의 정보화 지수 요약

대구분
접근(0.3)
역량(0.2)
활용(0.5)

세부 정보화 지수
필요시 PC 및 인터넷 접근 가능정도(0.6)
PC 보유 및 인터넷 접속여부(0.2)
PC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0.2)
컴퓨터 이용 기본능력(0.5)
인터넷 이용 기본능력(0.5)
PC 및 인터넷 이용여부(0.7)
양적(0.6)
PC 및 인터넷 이용시간(0.3)
PC 및 인터넷 일상생활 도움정도(0.6)
질적(0.4)
PC 및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정도(0.4)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은 각각 다음 표 과 표 와 같다 다른 정보화 취
약 계층과의 비교를 위해서 저소득층 농어민층 노년층을 함께 포함시켰다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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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으로 가정했을 때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며
서 멀어질수록 정보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없으며

에

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표

환경에서의 장애인 정보격차

스마트 환경에서의 장애인 정보화 지수 개발
개발 원리
스마트 환경에서의 새로운 장애인 정보화 지수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발을 실
시하였다
첫째 포괄적인 정보화 지수를 제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정보화 지수는 크게 가
지 측면으로 각각 접근 역량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접근부분의 정보기기 보유와 인터넷 사용여부
에 관한 것이며 역량부분은 기기의 이용능력에 관한 것이며 활용부분은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성
과 활용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가지 측면이 포괄적이지 못하며 또한 너무 일반적이어서 세분
화된 정보화 지수로서는 미약한 편이다
둘째 기본적인 소양과 활용능력에 더하여 정보윤리부분을 추가하여 정보교육인 가지 축인 소
양 활용 및 정보윤리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화 지수를 개발한다 정보윤리 또는 인터넷윤리는 소양
과 활용능력 못지않게 정보화 지수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윤리를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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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활용부분을 세분화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활용 지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활용
서비스 다양성과 활용정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지수를 크게 가지 측
면으로 세분하여 정보 수집 및 생성 정보 분석 및 가공 정보의 전달 및 교류 정보 서비스 이용
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였다

장애인 스마트 정보화 지수 개발
위에서 제시한 개발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가지 부분 즉 스마트 소양 지수 스마
트 활용 지수 스마트 윤리 지수로 구분하여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였다
스마트 소양 지수
스마트 소양 지수는 크게 가지 측면 즉 스마트기기 보유 지수와 스마트 정보역량 지수로 구분
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표 는 스마트기기 보유 지수를 나타낸다
표 스마트기기 보유 지수

번호
1
2
3

구분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입

있다( )
있다( )
가입했다(

)

보유 여부
없다( )
없다( )
가입하지 않았다(

)

다음으로 표 은 스마트 정보역량 지수를 나타낸다 각각의 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
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표 스마트 정보역량 지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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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지수
나는 스마트기기를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나는 스마트기기의 사용량 배터리 남은 용량 데이터사용량 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소리 밝기 잠금화면 등의 디바이스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의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나는 언어와 날짜 시간 등 편의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블루투스 등 무선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악성코드를 제거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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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활용 지수
스마트 활용 지수는 크게 가지 측면 즉 정보 수집 및 생성 정보 분석 및 가공 정보의 전달
및 교류 정보 서비스 이용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였다
정보 수집 및 생성 지수
먼저 표 은 정보 수집 및 생성 지수를 나타낸다
표 스마트 정보 수집 및 생성 지수
번호

정보화 지수
나는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에 접속된 보조기억장치에서 정보를 옮기거나 복사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옮기거나 복사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에 폴더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나 프린터 등 을 접속시켜 작동시킬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파일을 압축시키거나 압축을 풀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가 삭제할 수 있다
나는 코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 분석 및 가공 지수
다음 표 은 스마트 정보 분석 및 가공 지수를 보여준다
표 스마트 정보 분석 및 가공 지수
번호

정보화 지수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텍스트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제작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스프레드 쉬트를 편집하거나 제작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편집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사운드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동영상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그래픽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정보 전달 및 교류 지수
표 는 스마트 정보 전달 및 교류 지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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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마트 정보 전달 및 교류 지수
번호

정보화 지수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볼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자료실에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문자채팅 카카오톡 등 을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를 이용하고 있다

정보 서비스 이용 지수
표 은 스마트 정보 서비스 이용 지수를 나타낸다
표
번호

스마트 정보 서비스 이용 지수
정보화 지수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관공서에 행정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교통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윤리 지수
스마트 윤리 지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윤리 지수를 나타내며 그 내용은 표 과 같다
표
번호

스마트 정보 윤리 지수
정보화 지수
나는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스마트 환경에서 지켜야 할 네티켓을 알고 있다
나는 스마트 환경에서 게임 중독 진단과 예방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스마트폰 중독 진단과 예방방법을 알고 있다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최근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많은 현대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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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소외계층이 존재하여 정보격차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정보격차를 줄여서 정
보소외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
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로서 정보화 지수 개발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정보화 지수 연
구는 환경에 국한되어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스마트 환경에서는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장애인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 정보화 지
수는 크게 가지 측면 즉 스마트 소양 스마트 활용 스마트 윤리 측면에서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스마트 정보화 지수에 비해서 윤리 측면을 추가하였으며 소양 및 활용 측면을 보다 세분화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 정보화 지수를 다양한 전문가 그
룹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에 관련한 학자 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
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검증받은 스마트 정보화 지수를 바탕으로 스마트 정보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격차가 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및 연구를 도출하여 정보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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