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연*, 장세정**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ICT 이용 행태, 이용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
한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OECD는 ‘ICT 이용 측정에 대한 표준설문’을 개정하
는 작업을 진행했다. OECD산하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는 정보경제측정 및 분석작업반
을 설치하여 디지털 환경의 경제 사회적 번영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발굴하고, ICT 이용 측정에 대
한 표준설문 개정작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표준설문은 ICT 이용 측정 분야에서 적용될 국제 표준 지표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처음 공표되었고, 2005년 1차 개정을 거쳐 2014년에 2차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표준
설문 개정의 목적 및 배경은 ICT 이용 환경 및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표준설문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Ⅰ. 서론
Ⅱ. OECD ICT 이용 측정에 대한 모델설문 개정 배경
Ⅲ. OECD ICT 이용 측정에 대한 모델설문 개정 내용
Ⅳ. 시사점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분석팀 주임연구원(hwangdo@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분석팀 책임연구원(sjsj@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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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환경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성장 동력이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
동을 뒷받침하는 사회기반 요소이다. 특히 전 세계적 개방성 및 연결성이라는 디지털 환경의
특징은 무역과 문화교류를 포함한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수집
지표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1년 12월 제15차 WPIIS１ 정례회의 이후 전문가 그룹에 의해 요
구된 핵심 문항과 문제은행식 설문문항 접근 방식에 기초한 모델 설문조사 개정안을 발표하
고, 2012년 12월 제16차 회의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13년 12월 제17차 회의에서 각국 동
의를 통해 공표를 추진하였다.
가구/개인(62개 : ’05년 32 →’13년 62개)과 사업체(79개 : ’05년 27 →’13년 79개)에 관한
핵심지표 및 비핵심지표를 선정해 연간 각국으로부터 수집하고 데이터에 관한 설명 자료인
메타데이터도 정기적으로 웹 기반으로 수집하고 있다. 설문조사 개정안 공표는 2014년 1월
10일까지 각국의 추가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 공표하였다.
WPIIS２는 전문가 그룹(Methodological Expert Group)을 개설하여 주요 관련 분야의 목
표 지표 개발 주도, 통계 사용자의 필요에 적절한 방법론 방향 논의, 지속적인 OECD 모델
설문지 재검토, OECD 설문 가이드라인 및 특정 이슈에 대한 지표 방법론에 대해 서로 논의
하였다.
본고가 중점적으로 분석할 내용은 OECD의 가구/개인부문 ICT 이용 측정에 대한 표준설
문 개정 내용이다. 이러한 표준설문은 OECD 주도 하에 작성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채택
하고 있는 ICT 측정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설문 개정은 사업체부분, 가구/개인부문
에서 함께 진행됐으나, 본고에서는 사업체부분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다.
본고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구/개인부문 ICT 이용 측정에 대한 표준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１ W
 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 12월까지 사용한 WPMADE의 전 명칭
으로, 2014년부터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
업반)으로 명칭 변경. WPMADE에서는 근거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경
제적 성과 및 사회적 결과에 기여하기 위한 ICT 이용 측정 지표 등 작업 등을 추진.
２ W
 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까지 사용한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의 전 명칭임.

33

있는 ICT 이용 측정 이슈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해당 지표 산출 및 국제 비교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개진할 수 있는 의견 및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
는다.

Ⅱ. OECD ICT 이용 측정에 대한 모델설문 개정 배경
본고는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３ 주도하에 정보경제 측정 및 분석 작업반
(WPMADE)이 추진한 ‘가구 및 개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및 활용에 관한 OECD 표준
설문’의 개정을 위한 검토 사항을 담고 있다. 가구 및 개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및 활용
에 관한 OECD 표준설문과 업계의 ICT 이용 및 활용에 관한 표준설문은 정보사회와 관련한
국제 표준 지표를 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각각 2002년과 2001년에 OECD 정보사회지
표실무단(WPIIS)４에 의해 처음 공표되었다. 그 후 두 표준설문은 2005년에 한 번 개정되었
고, 2014년 초에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2005년 OECD 모델 설문의 1차 개정 이후, OECD 경제권 전체에 걸쳐 일상생활에서의
ICT 이용이 급증해 왔다. 기술 및 시장의 유의미한 발전에 따라 이용 행태 또한 현저한 변화
를 보였다. 실제로, 모바일 인터넷을 비롯하여 초고속(광대역) 통신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인
하되었으며 연결 속도도 빨라졌다. 한편, 넘쳐나는 기술 혁신 덕분으로 기기 및 애플리케이
션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가격 또한 저렴해졌다. 많은 국가에서, 유무선 통신 서비
스와 정액 데이터 연결 서비스가 결합된 약정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TV 시청과 같은 콘텐츠
를 포함하는 복합 상품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어 여러
네트워크 및 기기 간에 중단없이 전환하여, 몇 년 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온라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차 개정 이후, 업계에 의한 ICT 이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에 의한 ICT 이용
을 측정하는 기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국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 기준이 달라졌

３ C
 ommitte for Digital Ecconomy Policy(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ICCP(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 새 명칭으로 2014년부터 적용됨.
４ W
 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까지 사용한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의 전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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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는 분야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측면이
중요성을 띠게 되었고, 따라서 정책적 측면 및 그와 관련된 측정상 니즈도 변화해 왔다.
상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WPIIS는 2010년 회의에서 ICT에 관한 두 표준설문이 진화하는
정책상 니즈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2009년에 WPIIS에서 승인한 표준 및 정의의 발전을
고려하도록 이들 표준설문을 개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전문가 그룹을 활성화하여, 2011년 회
의에서 이 표준설문을 위한 첫 번째 검토사항을 논의했으며, 2012년 12월 회의에서 두 표준
설문의 예비 초안을 논의하고 공통 체계에 따라 두 표준설문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
의했다. 이해당사자 대표를 초빙하여 가구 및 개인의 ICT 이용에 관한 표준설문의 2차 개정
안을 검토하고 2013년 12월 회의국 각국의 검토를 통해, 2014년 초 OECD 모델설문 개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WPIIS５는 차후 두 표준설문이 연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후
에도 개정의 범위는 그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니즈 등에 따라 새로운 주제 모듈을 논
의하거나 새로운 정의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례 검토의 주 목적은 두 표준설문이
OECD 회의에서 반영된 정책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 검토를 통해
국제 표준 개발에 있어 WPIIS가 보다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OECD ICT 이용 측정에 대한 모델설문 개정 내용
1. 개정의 목적
OECD 표준설문의 전반적인 목적은 국제 표준 지표 적용을 장려하여 국가 간 비교를 개선
하는 것이다. 모델설문의 개정 목적은 새로운 정책상 니즈를 고려하는 동시에 표준설문을
ICT의 가용성 및 가구/개인의 ICT 이용 확대와 전반적인 측정 기법 발달에 보다 잘 부합시
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 내용에는 설문의 접근방식 및 범위 측면
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５ W
 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까지 사용한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의 전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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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구성 방식
개정 표준 설문은 11개 주제 모듈을 핵심 지표와 비핵심 지표로 나눈 2단 구조로 구성되
었다. 핵심 지표는 ICT 이용과 연관된 측면, 즉 인터넷 접속(access), 이용 빈도 및 이용 시
간, 인터넷을 통해 수행하는 세부 활동의 유형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이용,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개인의 IT 숙련도,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 및 관련 사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통계 자료로 구성된다. 비핵심 지표는 개인의
만족도 및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불편사항 등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현상에 대한 심
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의 내용을 온라인 아동 보호 및 학교에서의 ICT 이용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정내용에는 가구에서의 ICT 이용에 관한 모듈 2개로 구성된 부분
과 개인의 ICT 이용에 관한 모듈 9개(그 중 7개가 핵심 지표)로 구성된 부분을 포함해 이전
개정판에 비해 훨씬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표는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럽 표준설문６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설
문 및 모듈 등 각 회원국들이 현재 시행중인 ICT 설문 및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되었다
고 할 수 있다.

3. 지표 범위
2005년에도 개정된 바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모듈과 ICT 숙련
도에 관한 모듈, 그리고 정책 의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온라인 아동 보호 및 학교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두 가지 보조모듈로 분류된 새로운 주제들이 포함된다. 다른 모듈에도 새로
운 지표들이 다수 도입되어 있다. 이들 새 항목들 중 대부분은 현재의 ICT에 관한 국가별 설
문이나 다른 설문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지만, 이번 개정내용에는 이동 중에 이용하는 인터넷
활용, 앱 이용 및 전자 구매 채널로서의 앱 선택에 관한 실험적 다항목 지표와 같이, 거의 다
루어지지 않은 몇몇 주제가 포함됐으며, ICCP７에서 최근에 합의된 광대역 속도 등급을 묻는

６ 유럽 각국에서는 EURO STAT의 ‘ICT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표준 설문을 통해 지표측정 및 분석함.
７ W
 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까지 사용한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의 전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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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도 접속성 모듈에 연결 유형과 함께 포함됐다.
WPIIS８에서는 비핵심 세부 항목에 대한 OECD 전반에 걸친 데이터 개발 작업을 조정한다
는 목표 하에 정기 개정 프로세스 및 일정을 통해 표준설문의 접근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고려했다. 많은 부분이 광범위한 인지 시험을 바탕으로 한 보조 지표는 이러한 과정
을 거치면서 특정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믿을 수 있는 통
계 참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4. 핵심 지표와 비핵심 지표
핵심 지표는 정책적 연관성 및 통계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검토되었다. 제안된 핵심 지표의
수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최소로 유지했다. 이들 핵심 지표는 접속성, 개인의 ICT
기기 및 인터넷 이용 분야의 핵심 주제를 다루며,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IT 숙련도 및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정책 관련 분야를 망라한다.
핵심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두 개의 비핵심 모듈을 통해서도 온라인 아동 보호 및 학교에
서의 IT 이용 등과 같은 어린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설문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비핵심
지표는 두 유형의 모듈에 모두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중 접근방식은 공통의 우선순위 정보
를 보다 정교한 ICT 고도화 측정지표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회원국의 경우, 이는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정책적 니즈를 반영하게 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 현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핵심 지표는 추가 모듈 2개를 제외하고는 핵심 지표가 이미 다루었던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이 다룬 항목은 대체로 잘 확립되어 있지만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
으로 조사되지는 않았다. 각국의 설문문항보다 특히 유럽형 설문문항이 비교적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유럽 국가대상 Eurostat９을 통해 진행되는 설문문항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과 범위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핵심 지표는 관련성, 실행의 용이성, 통용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채택방식에
따라 주요 지표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８ W
 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까지 사용한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의 전 명칭임.
９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연합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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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가구의 ICT 이용 및 활용 (가구 설문)
가구의 컴퓨터 이용
1. 집에서 컴퓨터 이용 여부(전체 가구 대비 %)
가구의 인터넷 접속
2.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전체 가구 대비 %)
3. 집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연결 유형(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 대비 %)
4. 최대 다운로드 속도(이용 상품 광고 기준, 속도 등급 별 분포 %)

가구원의 ICT 이용 및 활용 (가구원 설문)
ICT 이용 및 인터넷 활용
5. ICT 기기의 이용 여부(기기 별 전체 개인 대비 %)
6. 컴퓨터 이용 빈도(빈도 별 전체 컴퓨터 사용자 대비 %)
7. 휴대전화 이용 빈도(빈도 별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 대비 %)
8. 인터넷 이용 빈도(빈도 별 전체 개인 대비 %)
9. 인터넷 이용 장소(장소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개인 목적의 인터넷 활동
10. 인터넷 이용 활동(활동 별 전체 개인 대비 % - 휴대형 기기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음)
일(업무) 목적의 인터넷 이용
11. 직장에서의 인터넷 이용 빈도(컴퓨터를 이용하는 전체 직장인 대비 %)
12. 원격으로 수행하는 업무 활동(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직장인 대비 %, 활동 별)
전자정부 및 E-공공서비스 활용
13.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대분류, 활동 별 전체 개인 대비 %)
14.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종류 (소분류, 서비스 별 전체 개인 대비 %)
전자 상거래(인터넷 쇼핑)
15. 최근 온라인 쇼핑 시기(온라인 구매를 하는 전체 개인 대비 % 및 빈도)
16.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종류(각 품목 유형의 관련성 %)
ICT 활용 능력
17. IT관련 활동 가능 여부(작업 별로 수행 가능한 개인의 %)
보안 및 프라이버시
18.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사용 여부(보호 툴을 사용하는 개인의 %)
19.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종류(유형 간의 관련성 %)
20. 보안 관련 사고/피해 여부(유형 별 사고의 관련성 %)

•비핵심 지표
가구의 ICT 이용 및 활용 (가구 설문)
가구의 컴퓨터 이용
1. 집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의 유형
가구의 인터넷 접속
2. 집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연결 유형(전체 가구 대비 %)
3. 가구 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수 및 유형 별 전체 가구 대비 %)
4.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각 동기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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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ICT 이용 및 활용 (가구원 설문)
ICT 이용 및 인터넷 활용
5.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용 시간 그룹 별 전체 개인 대비 %)
6. 인터넷 이용 시간(이용 시간 그룹 별 전체 개인 대비 %)
7. 인터넷 이용 경험(이용 연수 그룹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8.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기(각 기기의 관련성 % 및 복수 기기 사용 여부)
9. 휴대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빈도(휴대형 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
10. 인터넷 연결 유형: 유선, 고정형 무선 및 모바일(연결 유형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11. 모바일 기기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불편한 점(유형 별 관련성 %)
12. 모바일 기기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 이유(장애물 별 관련성 %)
개인 목적의 인터넷 활동
13.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앱) 활용(범주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14.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 시간(이용 시간 그룹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15. 소셜네트워크 이용 빈도(빈도 별 전체 개인 대비 %)
16. 온라인 신문 구독 빈도(빈도 별 전체 개인 대비 %)
17. 온라인 정보의 활용 (접속 방법에 따라, 구독, RSS 등: 유형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18. 건강/보건관련 목적의 인터넷 활용(활동 별 전체 개인 대비 %)
19. 인터넷을 통한 시청각 콘텐츠 이용 빈도(빈도 및 활동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20. 업무를 위한 개인 기기의 활용(자신의 기기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
전자정부 및 E-공공서비스 활용
21. 전자정부 이용 만족도(민원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 방식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22. 작성한 민원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작성된 양식 제출)(관련성 %)
전자 상거래(인터넷 쇼핑)
23. 최근 3개월간 온라인 주문 건 수(그룹 별 %, 웹 vs. 앱)
24. 판매자의 국적 및 국가(분포 %)
25. 온라인 구매 금액(금액 그룹 별 전체 구매자 대비 %)
26. 온라인 구매 시, 지불 방법(지불 방식 별 전체 구매자 대비 %)
27.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각 이유 별 관련성 %)
ICT 활용 능력
28. IT관련 활동 습득처(각 수단 별 관련성 %)
29. IT 활용한 업무활동, 통신,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수행 가능 정도(작업 별 전체 개인 대비 %)
보안 및 프라이버시
30.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업데이트 빈도(빈도 및 툴 별 전체 사용자 대비 %)
31. 보안관련 사고/피해에 따른 대책(조치 유형 별 전체 개인 대비 %)
32. 온라인 보안 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각 이유 별 관련성 %)
온라인 어린이 보호 활동(가구 단위)
33. 온라인에서의 아동 피해 정도(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대비 %, 경험한 사고 유형 별)
34.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 정도(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대비 %, 취한 조치 별)
학교에서의 ICT 활용 (가구원 단위)
35. 학교에서의 ICT 관련 도구 이용 가능성(전체 학생 대비 %, 툴 별)
36.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전체 학생 대비 %)
37.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용 시간 그룹 별 전체 학생 대비 %)
38. 학교에서의 인터넷 관련 활동 빈도 (전체 학생 대비 %, 활동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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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OECD 회원국에 대한 조사에서 검토되었듯이, 비핵심 지표의 대부분은 각국의 의견
조율을 통해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소셜 네트워크(SNS), 정보(검색), 건강 정보 검색 및 예
약 등과 같은 온라인 활동을 강조하는 지표 또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을 상
세히 다룬 지표들이 포함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지표는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형
모델설문을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상의 지불수단 등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조사에서 얻은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활용 장벽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대체로 정책적 관점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 사실상 이 지표에 대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해당 지표는 계속 발전될 것이다.
회원국간 논의 및 조율 활동을 통해 모델설문 지표로 선정된 것으로는, 아동 온라인 보
호에 관한 지표들이 있다. 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척도를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호주에서 측정 및 연구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연구
되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모듈을 위해 제안된 추가 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 지표 또한 정책적 타당성이 높아 이미 핵심 지표 3개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적 관심과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몇 가지 지표는 앞으로 비핵심지표에서 핵심지표
로 변경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 이용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 지표는 개인 목적의 인터넷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데, 특히 커뮤니케이
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 지표가 그것이다.
현재 인터넷 이용 시간은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미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모
니터링하고 있다. OECD WPIIS１０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에 모델설문 원본뿐 아니라, 유럽
에서는 Eurostat이 방법론적 지침서를 만들어 이용시간 조사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쇼핑과 관련한 지표로는 최근 3개월간 온라인 주문 건수에 대한 지
표가 검토되었다. 이전까지는 해당 경험에 대한 기준 기간이 되는 ‘회상 기간’이 1년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회상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변경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

１０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정보사회지표작업반). 2013년까지 사용한 WPMADE(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정보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의 전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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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 지불방식 및 결제시 이용 행태에 대한 지표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학교에서의ICT 사용에 관한 모듈에 포함된 지표와 IT 숙련도 자체평가에 관한 지표는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이 각국에서 조사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다.
또한, ICT 지표 범위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지표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가구에서의 인
터넷 접속 방법, 특히 접속 신호(와이 파이 또는 케이블) 존재에 관한 비핵심 지표, 가구 내
장비 접속 환경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결 기기의 수와 종류, 앱 활용에 관한 다중
항목 지표가 포함된다.
접속에 관한 지표들은 비교적 신규 지표들이다. 이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여 유
사한 지표, 예를 들면, 가구의 사회 경제적 환경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분석해
야 한다.
한편, 앱 활용에 관한 지표의 항목들은 주요 앱 플랫폼과 관련된 지표들과 결합하여 선정
되었는데, 아직 조사과정에서 구현되지 않았지만,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상에
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다.

5. 모듈별 지표 체계
앞에서 검토한 핵심지표 및 비핵심지표를 A부터 K까지의 각 모듈 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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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듈 별 지표 현황
핵심 여부

OECD 표준 설문안

SECTION 1. 가구의 ICT 이용 및 활용 (가구 설문)
Module A: 가구의 컴퓨터 이용
핵심

A1. 집에서 컴퓨터 이용 여부
A2. 집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의 유형
Module B: 가구의 인터넷 접속

핵심

B1.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

핵심

B2. 집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연결 유형

핵심

B3. 최대 다운로드 속도(이용 상품 광고 기준)
B4. 가구 내 인터넷 공유기 보유 여부
B5. 가구 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
B6.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SECTION 2. 가구원의 ICT 이용 및 활용 (가구원 설문)
Module C: ICT 이용 및 인터넷 활용
핵심

C1. ICT 기기의 이용 여부

핵심

C2. 컴퓨터 이용 빈도

핵심

C3. 휴대전화 이용 빈도
C4. 휴대전화 이용 시간

핵심

C5. 인터넷 이용 빈도

핵심

C6. 인터넷 이용 장소
C7. 인터넷 이용 시간
C8. 인터넷 이용 기간
C9.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기
C10. 휴대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빈도
C11. 인터넷 연결 유형: 유선, 고정형 무선 및 모바일
C12. 모바일 기기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불편한 점
C13. 모바일 기기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 이유(장애물)
Module D: 개인 목적의 인터넷 활동

핵심

D1. 인터넷 이용 활동
D1. 휴대 기기(handheld)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 활동
D2.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앱) 활용
D3.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 시간
D4.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 빈도
D5. 온라인 신문 구독 빈도
D6. 온라인 정보의 활용 (접속 방법에 따라)
     예: RSS, 구독, 유료 온라인 콘텐츠 구매 등
D7. 건강/보건관련 목적의 인터넷 활용
D8. 인터넷을 통한 시청각 콘텐츠 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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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여부

OECD 표준 설문안
Module E: 일(업무) 목적의 인터넷 이용

핵심
핵심

E1. 직장에서의 인터넷 이용 빈도
E2. 원격으로 수행하는 업무 활동
     예: 업무용 이메일 확인, 회사 서버에서 업무관련 서류 활용, 원격근무 등
E3. 업무를 위한 개인 기기의 활용
Module F: 전자정부 및 E-공공서비스 활용

핵심

F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대분류)

핵심

F2.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종류 (소분류)
F3. 전자정부 이용 만족도
F4. 작성한 민원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
Module G: 전자 상거래(인터넷 쇼핑)

핵심

G1. 최근 온라인 쇼핑 시기

핵심

G2.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종류
G3. 최근 3개월간 온라인 주문 건 수
G4. 판매자의 국적 및 국가
G5. 온라인 구매 금액
G6. 온라인 구매 시, 지불 방법
G7.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
Module H: ICT 활용 능력

핵심

H1. IT관련 활동 가능 여부(인터넷 검색엔진 활용, 첨부파일 포함 이메일 발송 등)
H2. IT관련 활동 습득처
H3. IT 활용한 업무활동, 통신,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수행 가능 정도
Module I: 보안 및 프라이버시

핵심

I1.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사용 여부

핵심

I2.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종류
I3.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업데이트 빈도

핵심

I4. 보안 관련 사고/피해 여부
I5. 보안관련 사고/피해에 따른 대책
I6. 온라인 보안 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보완 Module J: 온라인 어린이 보호 활동(가구 단위)
J1. 온라인에서의 아동 피해 정도 (온라인 왕따, 아동 소외 등)
J2.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 정도
보완 Module K: 학교에서의 ICT 활용 (가구원 단위)
K1. 학교에서의 ICT 관련 도구 이용 가능성 (컴퓨터, USB 등)
K2.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 빈도
K3.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 시간
K4. 학교에서의 인터넷 관련 활동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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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본고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ECD가 개정한 ‘가구 및 개인부문 ICT 이
용 측정에 대한 표준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ICT 이용 측정 이슈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해당 지표 산출 및 국제 비교와 관련하
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4년 OECD가 가구 및 개인부문 ICT 이용 측정에 대한 표준설문을 공표한 후, 한국에
서는 인터넷진흥원이 이러한 표준설문 최종 개정 내용을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반영
하였다. 그에 앞서, 2013년 12월 회의를 통해 표준설문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도 ICT 발전 및 활용, 정책적 고려사항, 방법론 등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였고, OECD 가구
및 개인 설문개정안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였고 OECD에 송부한 바 있다.
OECD의 가구 및 개인부문 ICT 이용측정에 대한 표준설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구부문
의 ICT 이용, 예를 들어 컴퓨터 이용, 인터넷 이용 현황과 개인부문의 ICT 이용, 즉, ICT 이
용 및 인터넷 이용, 사적 목적의 인터넷 활동, 업무 목적의 인터넷 이용, 전자정부, 전자상거
래, ICT 숙련도, 보안 및 프라이버시, 온라인 아동보호,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동 등이다.
앞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실태에 대한 우수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지표값이 제공될 수 있
도록 설문 개정 추진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
진시 표준설문을 반영하여 조사하고, 매년 OECD에 가구 및 개인부문 ICT 이용 측정지표 제
공시 정확한 지표값을 산출하여 지표별 국가 순위 비교시에도 타당한 순위가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가 OECD 회원국간 비교 지표 및 그 외 각종 국
제지수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표본규모 측면에서도 같은 규모를 지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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