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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무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의 이슈가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영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는
‘모바일 격차(Mobile Divide)’라고도 불리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비싼 가격 및 높은 요금,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 등으로 인
해 접근, 사용 역량, 활용 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에 격차를 야기
할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
폰이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축소시키는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하는지 미국의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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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과 디지털 격차
Pew Research Center(2012)의 ‘Digital differences’ 조사결과에서, 전통적으로 디
지털 격차의 소외 그룹에 속하던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을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흑인과
중남미계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
터넷 접속의 주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에 실시된 Pew Research
Center(2011)의 스마트폰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44%의 흑인과 중남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비
중남미계 백인의 스마트폰 보유율 30%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PC를 소유하고 홈 브로드밴드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스마트폰 +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더 비용절약적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
1)

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의 통신사들이 연말특판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기존 소외 그룹에서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높인 것
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미국 제1의 통신사업자인 Verizon Communications는
2011년 말 특판을 실시하여, 2년 계약 데이터 요금제(data plan)에 가입할 경우 HTC
의 스마트폰(Droid Incredible 2)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 스마트폰의 소매가격이
430달러가 넘기 때문에 특판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200달러 이상을 절약하
는 셈이 된다. 이는 노트북을 구입하고 브로드밴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1,000달러 정
2)

도가 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미국의 홈 브로드밴드 요금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 격차의
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의 홈 브로드밴드 요금 및 보급 현황에 대해 간략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2009, 2010)에 따르면, 미국
1) TechPresident(2011)
2) ColorLines(2011)
2012/6/16

…
42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동향

의 홈 브로드밴드 월평균 요금은 2008년 34.50달러, 2009년 39달러, 2010년 41.18달
3)

러 로, 조사 기간 중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ew Research는 이러한 증가의
주된 원인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동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면서, 프
리미엄과 베이직 서비스 모두에서 월평균 이용 요금이 증가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경우에 따라 너무 비싼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DSL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
4)

는데, 이러한 경우 월 100달러가 넘는 통신사의 전화 패키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Pew Research Center(2012)는 미국 성인의 약 20%가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18세 이상 성인 기준) 비율은
1995년 10%대에서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2006년경에 70%를 넘어선 후 최근까지도
70%대에 머물러 있다.

그림 1]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1995~2011)

[

자료: Pew Internet Project(2012)
3) 2010년 월평균 브로드밴드 이용 요금은 베이직의 경우 39.01달러, 프리미엄은 45.83달러, 다이얼
업은 29달러임.
4) ColorLin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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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인터넷 사용 현황은 이용자의 나이, 교육 수준, 소득 등과 강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그리고 중남미계 사람의 인터넷 이용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 부족(‘나와는 상관없다’는 답
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컴퓨터 미보유와 비싼 요금과 같은 경제적 이유
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집에서 브로드밴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비싼 요금이 가
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요약하자면, 연령대가 높거나, 교육 또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수계 사람들이 비싼 요금 때문에 브로드밴드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상대적으로 저
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의 간
격을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ew Research Center는 많은 스마트폰 보유자들이 집에서 브로드밴드에 접속하지
만, 모든 사용자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단

그림 2]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살펴본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2011)

[

자료: Pew Internet Project(2012)를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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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8%) 밝혔다. 자신의 휴대폰으로만 또는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해서만 온라인 접
속을 하는 스마트폰 보유자의 약 1/4 가운데에는 흑인과 중남미계 사람들이 백인보다
두 배가 많다고(흑인과 중남미계 38%, 백인 17%) 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모바일만을 통해 인터
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PC와 모바일 모두를 통해 인터
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PC와 모바일 모두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
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 일본의 교육 수준별 PC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

[

자료: 김상미(2012).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있
는 계층에서의 스마트폰 활용은 어떠한가를 Pew Research Center(2012)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흑인과 중남미계 사람들이 백인보다 휴대폰을 활용하여
인터넷 서핑, 메시지 송 ․ 수신, 소셜 미디어 참여 등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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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방법이야말로 인터넷에 접
속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
의 비중은 백인 가입자의 33%, 중남미계 가입자의 51%, 흑인 가입자의 46%였다. 요
약컨대, 흑인이나 중남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백인보다 높은 비율
로 활용하고 있어, 스마트폰이 접근 차원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용 역량과 활용 차원의
격차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인종 간 스마트폰 활용 현황 비교

[

자료: ColorLines(2011).

3. 결어 및 시사점
미국의 사례는 홈 브로드밴드 요금의 부담, 그리고 스마트폰이 갖는 상대적 저렴함
이 오랜 논의대상이었던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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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사례만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이 디지털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홈 브
로드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이용 여건
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홈 브로드밴드보다 스마트폰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 우
위를 갖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처럼 스마트폰이 디지털 격차의 간극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이 그간 인터넷 접근이 어려웠던 소외계층에게
인터넷 접근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용 역량의 격차나 활용의 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그 기능의 다양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접근의 격차
뿐만 아니라, 이용 역량과 활용의 격차가 기존의 소외계층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전개
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이와는 다르게 전통적인 소외계층
에서 스마트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동안 인터넷 사
용의 필요성이나 욕구는 강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던 일
부 소외계층에서 스마트폰을 홈 브로드밴드의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디지털 격차에서 접근의 격차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
용하고, 이용 역량이나 활용의 격차는 이용 의지나 필요성이 격차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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