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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채택 결의안

A. 튀니스 결의안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채택한

문서(WSIS-05/TUNIS/DOC/7)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튀니스 결의안

1. 2005년 12월 16~18일 튀니스에서 열린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 세계 각국 대표로 모인 우리

는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

네바 원칙 선언(Geneva Declaration of Principles)과 행동 계획(Plan of

Action)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2.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전적

으로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든 창출, 이용, 활용, 공유함

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UN 선언문, 국제법 및 다자간 공동 정책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정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바람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바입니다.

3. 비엔나 선언(Vienna Declaration)에 명시된 발전의 권리를 비롯해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 및 상관성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환경 친화적 발전,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

중뿐 아니라 모든 수준의 양호통치(good governance)가 상호의존적이고 상

호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 및 국내

정세에서 법규의 존엄성을 강화하기로 결의하는 바입니다.

4. 제네바 원칙 선언의 4절, 5절, 55절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표현의 자유

와 자유로운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 공유는 정보사회의 필수 요소이자 발전

에 일조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5. 튀니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정보통신 기술(ICT)이 인류에게 선사하

는 혜택과 사람들의 활동, 소통 및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의식을 고취하여 미래에 대한 자신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됐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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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튀니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세계인이 힘을 모아 빈곤을 뿌리 뽑고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제네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결의안에 따

라 우리는 WSIS 절차와 그 밖의 관련된 주요 UN 컨퍼런스 및 정상회의 간

의 일관된 장기적 연대를 건설했습니다.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단체가 뜻을 함께 하여 제네바 원칙 선언과 행동 계획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최근 마무리된 새천년 선언

이행 실태 검토에 관한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 on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claration)의 결과가 특히 의

미심장합니다.

7. 우리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계획(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에 명시된 대로 제네바 및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

스 계획의 성과 추적 및 평가뿐 아니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할 재

정 체제와 인터넷 거버넌스 및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네바에서 결정하

고 튀니스에서 그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한 결의안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8. 우리는 제네바 행동 계획 3절에 명시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재천명하는 한편, WSIS 절차에 정부의 핵심 역할과 책임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9. 우리는 ICT가 선사하는 혜택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도록 책임을 다하겠

다고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UN과 기타 국제단체가 합심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과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개선, 능력 배양, ICT 이용 과정의 신뢰성 및 보안 체제

강화, 모든 계층의 지원 환경 구축, ICT 응용 분야 개발 및 확대, 문화적 다

양성 조성 및 존중, 언론매체의 역할 인식, 정보사회의 윤리 문제 해소, 그리

고 국제적, 지역적 공조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네

바 원칙 선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포괄적 정보사회를 건설할 때 지켜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10. 우리는 정보 접근성과 지식 공유 및 창출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미

치는 막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가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보를 어디서든 저렴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이

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한다면 그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

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방해하는 요인, 특히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과 개도국 국민의 안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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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또한 ICT 덕분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

기반을 공유 및 확대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뿐더러 인간의 각종 노력

이 더욱 큰 결실을 얻고, ICT를 교육, 건강 및 과학에 응용할 수 있게 됐습

니다. ICT는 양질의 교육 범위를 넓히고 식자율 상승 및 초등교육 보편화를

실현하며 교육 과정 자체를 능률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

라서 ICT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정

보사회 및 지식 경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초석으로 삼을 만합니다.

12. 기업의 ICT 도입이 경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

다. ICT에 대한 적절한 투자에 따른 성장 및 생산성 개선 효과는 교역 증가

와 더 많고 더 좋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발전 및 노동시장 정책은 ICT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SMME)이 대다수의 경제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정부와 민간부문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쓸 것을 권

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기업가정신, 특히

SMME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법규 및 규제 구조를 마련

해야 합니다.

13. 또한 우리는 ICT 혁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서 엄청나게 긍정

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 환경은 사회, 경제적 분열과 부유한 국가, 지역,

개인과 가난한 국가, 지역, 개인 및 남녀 간의 격차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

다.

14. 또한 ICT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 외에도 포괄적 접근법으로 글로벌 정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간 능력을 배양하고 현지 언어로 ICT 애플리케

이션 및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도 적절한 비중을 둬야 합니다.

15. 우리는 범국가적 ICT 보편화와 차별 철폐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

시에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정보사회의 발전 지향

적 특성을 존중하는 한편, ICT가 민주주의, 사회 결속, 우수한 지배구조 및

준법 의식을 개선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 보안, 그리고

안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ICT를

활용하면 경제 성장과 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 인간

능력 배양, 정보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 안정 및 보안 유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모든 국가

가 보유한 인프라의 무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으로 ICT를 악용

할 우려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인

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 자원 및 기술을 범죄나 테러 목적으로 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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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6. 또한 우리는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명시

된 바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정보사회 건설을 위

한 투자와 국제적 공조 노력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수준

을 고려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과정을 평가하고 꾸준히 지켜볼 것입니다.

17. ICT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공공시설을 더욱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이 정보

의 폭넓은 가용성을 지원하면서 법률과 규제에 의거한 공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18. ICT의 혜택이 사회에 더욱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및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등을 통해 모든 사람,

특히 장애인의 ICT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만인을 위해 디지털 기회를 창출

하고 ICT가 선사하는 발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

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9. 국제사회는 사회 경제적 발전 분야의 혜택과 디지털 격차 해소의 혜택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ICT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 이런 취지에서 정보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난민과 망명자, 실

업자와 혜택 받지 못한 자, 소수민족 및 유목민,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과 같

은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 집단이 필요로 하는 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합니다.

21. 같은 맥락에서 개도국,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 최빈개도국, 저지대

해안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내륙 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악성채무빈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식

민지, 군사적 충돌에서 회복 중인 국가, 지원이 절실한 국가나 지역의 사람

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바에 각별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22. 정보사회 발전 과정에서 토착민의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그들의 유산과

문화유산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3. 디지털 격차와 마찬가지로 성 격차가 사회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과 남녀평등을 실현하여 이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정보사회 내부의 포괄주의 원칙과 인

권 존중을 실현하려면 여성들이 동등하게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지지하고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사회

의 모든 양상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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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CT는 아동 보호와 아동 발달 여건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

라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ICT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동의 최대 관심사를 중시해

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25. 젊은 세대가 포괄적 정보사회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ICT 기반의 발전 프

로그램에 젊은 세대를 적극 참여시키고 젊은 세대가 E-전략 수립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입니다.

26.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

니다.

27.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이용하려면 창출한 디지털 정보를 장

기 보존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28. 민간부문과 협력해서 만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치로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또는 호환성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ICT 네트워크, 즉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를 구축하고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9.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 시민 사회, 과학계 및 학계, 그리고 사용자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과 관심사에 맞게 독점 방식으로 개발된 모델과 오픈

소스 및 무료 방식으로 개발된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라이선싱 모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국가 시장에서

독점 소프트웨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교육, 과학 및 디지털 참여 프로

그램용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델의 가능성을 반영하여 협업을 통한

개발, 호환 플랫폼, 그리고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권장 및 장려해

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30. 재난 방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빈곤을 타파하려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공조

를 장려 및 강화함으로써 ICT 장점과 가능성을 활용할 것을 재천명하는 바

입니다.

31. 우리는 제네바 행동 계획 27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결속 계획

(Digital Solidarity Agenda)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모든 단

계에서 적절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네바 행동 계획을 완벽하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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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실현하려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및 지원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적 접근법과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개도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

며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발전을 촉진하여

발전 수준이 각기 다른 국가에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규칙 기

반의 공평한 개방형 다국간 거래 시스템이 바로 그런 솔루션입니다.

32. 우리는 ICT 용어를 현지 언어 및/또는 토착 언어로 개발 및 사용하여

ICT로 정보사회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용이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 및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33. 기술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각적으로 능력을 배양하려면 필요한

때 기관 및 개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 우리는 발전 지향적 ICT의 활용률을 높이고 실현하려면 WSIS의 성과 추

적 및 평가의 일환으로 정보사회 건설에 중점을 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사회 건설

을 위한 튀니스 계획(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에 따라 이

를 동원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35. 우리는 자원 동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미치는 공공정책의 중대한 영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6. 우리는 평화를 촉진하고 발전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갈등을 막을

수 있는 ICT의 잠재력을 중시합니다. ICT를 바탕으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

을 통해 갈등 상황을 파악하면 갈등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진하

며 인도주의적 조치를 지원(예: 무력충돌로부터 시민을 보호, 평화유지 임무

달성, 종전 후 건설 및 재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7.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 즉 민간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단체의 참

여, 공조 및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정보사회의 결실

을 만인이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국제 공조 및 결속이 필수불

가결하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38. 정상회담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이

일조해서 탄생한 글로벌 정보사회는 모든 사람과 국제 사회에 몇 년 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멋진 기회를 선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십분 살려서 또 한 번의 발전과 전진을 향해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39. 만인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글로벌 정보사회를 건설하는

데 수반되는 문제와 기회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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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시행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40.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계획에 명시된 대로 제네바와 튀니스에서

도출한 결정을 충실하고 시기절절하게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

다.

B.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계획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채택한

문서(WSIS-05/TUNIS/DOC/6(Rev.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계획

개요

1. 우리는 지금이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 행동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고려하고 진

전이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거나 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분야를 파

악하는 일도 병행돼야 합니다.

2. 제네바 및 튀니스 정상회담의 결의안을 이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

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할 재정지원체제와 인터넷 거버넌스 및 관

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네바에서 결정하고 튀니스에서 그 취지를 더욱 공

고히 한 결의안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발전 지향적 ICT의 문제를 해결할 재정지원체제

3. 재정지원체제 대책 위원회(Task Force on Financial Mechanisms: TFFM)

를 발족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UN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며 보고서를 작성한 대책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4. TFFM의 임무는 기존의 재정지원체제가 발전 지향적 ICT의 문제를 해결

하기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5. TFFM의 보고서에는 개도국에서 ICT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존의

사설 및 공공 재정지원체제의 복잡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TFFM의 보고서

에는 재정지원체제의 복잡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개도국과 개도국의 개

발 파트너가 ICT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우리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명시된

자발적 "디지털 결속 기금(Digital Solidarity Fund)"의 발족과 더불어 재정지

원체제 개선 및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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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많은 국가에는 디지털 격차와 해소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고 보유 자원이

한정된 탓에 개발 자금의 수요와 개발 계획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 중

에서 택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8. 디지털 격차 해소에 수반되는 문제의 규모 때문에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구현, 능력 배양,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기술 이전을 위한 적절하고 거시적

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9. 디지털 격차와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도국이 기

술 공조와 과학 및 기술 능력 배양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호 협의 조건

에 따른 ICT 등의 기술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0.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가 중요

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몬트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는 제네바 행동 계획의 디지털 결속 계획에 따라 발전 지향적 ICT를 촉진하

기 적합한 재정지원체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입니다.

11. 제네바 원칙 선언 16절**에 명시된 바와 같은 개도국의 재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필요사항은 ICT 부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하려면 이런

재원 관련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2. 통신 매개체로서 ICT의 역할뿐 아니라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서 ICT의 역할과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ICT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을 감안했을 때 발전 지향적 ICT에 적합한 금융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 우리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13. 과거에 대다수 개도국의 ICT 인프라 재정 지원은 공공 투자를 토대로 이

뤄졌습니다. 최근 들어 건실한 규제 구조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

화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공공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투자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14. 우리는 통신 기술의 진보와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 덕분에 개도국과 경제

과도기 국가가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ICT 지원 서비스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

* 참조할만한 제네바 원칙 선언 16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도국, 경제적 과도기에 있

는 국가, 최빈개도국, 저지대 해안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내륙 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악성채무빈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식민지, 군사적 충돌에서

회복 중인 국가, 지원이 절실한 국가나 지역뿐 아니라 발전에 극심한 위협이 되는 천재와 같은 환

경에 각별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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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새로운 기회는 개도국과 경제 과도기 국가에서 이뤄지는 ICT 인프

라 투자의 상업적 타당성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 발전

정책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ICT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

에 정부는 글로벌 ICT 지원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런 국가의 지속적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없는 정책과 방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15. 우리는 개도국에서 유용한 정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

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의 재정 지원 문제가 ICT 인프

라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빈번히 간과됐지만 이제 이 분야에도 새로운 관심

이 필요합니다.

16. ICT에 대한 투자 매력은 다각적으로 우수한 지배구조 외에도 친경쟁적,

기술적, 중립적, 그리고 합리적인 국가 실정을 반영한 정책 및 규제 구조와

같은 지원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17.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국적 기업의 양호한 지배구조, 그리고 디

지털 격차 해소 과정에서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기업의 기

여도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8. 시장 원리만으로는 개도국이 글로벌 ICT 지원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적, 국제적 차원에서 성공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ICT 인프라와 ICT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 특히 제네바 원칙 선언 16절에 언급

된 국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 공조 및 결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

는 바입니다.

19.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부문에 의한 ICT 인프라 재정 지원이 여러 국가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류 및 개도국들

간의 공조로 인해 자국 재정 지원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20. 인프라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부문의 투자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다자

적 혹은 쌍방적 공공 원조기구가 빈곤 퇴치 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및 관련 프로그램, 정책 개혁, 그리고 ICT 보편화 및 능력

개발과 같은 다른 개발 목표에 공공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에 라디오 및 TV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ICT를 포함한 모든 ICT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모든 정부에 권고하

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적 혹은 대규모 국가적 ICT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다자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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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구와 쌍방적 공공 원조기구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조기구는 원조

및 제휴 전략을 개도국과 경제 과도기 국가가 빈곤 퇴치 전략과 같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1. 공공재정은 저지대 해안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내륙

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의 국민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과

시골 지역에 ICT 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22. 모든 개도국은 ICT 관련 능력 배양을 중시해야 하는데 발전 지향적 ICT

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금 확보 방안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

준으로는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23.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으며 발전 지향적 ICT에 필요한

현재의 재정 확보 방법이 아직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규제 기관과 기타 공공부문 직원 및 조직을 위한 ICT 능력 배양 프로

그램, 자료, 도구, 교육 자금 및 특수 교육 프로젝트

b) 오지, 저지대 해안 국가, 내륙 개도국, 그리고 특별한 기술적 혹은 시

장 문제를 안고 있는 기타 지역에 ICT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용 통신

의 접근성 및 연결성

c) 법적, 규제적, 재정적 체제를 비롯한 조율 정책과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고 노하우와 모범 사례 공유가 도움이 될 만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

역과 국경 너머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지역 백본 인프라

(backbone infrastructure), 지역 네트워크, 네트워크 접근점(Network

Access Point) 및 그와 관련된 지역 프로젝트

d)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투

자를 촉진하면 기존의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인

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고속 데이터 통신망

e) 제네바 원칙 선언 16절에 언급된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과 저지대 해

안 국가가 국제 원조기구의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낮추

고 효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합동 지원

f) ICT를 활용하여 빈곤 타파 전략과 건강, 교육, 농업 및 환경 부문의 프

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ICT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또한 발전 지향적 ICT와 관련되어 있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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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정보사회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예: ICT 인프라 유지 보

수)

담보 대출 가능성을 높이고 담보 대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화

h) 소기업 및 소상공인(SMME)의 특별한 필요사항(예: 재원 확보)

i) 개도국에 의한 자체적인 ICT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개발과 애플리케

이션 제작

j ) 법적 체제 및 규제 체제를 토대로 한 ICT 관련 기관 개혁과 능력 배

양 활동

k) ICT 프로젝트 및 ICT 요소가 대대적으로 동원되는 기타 프로젝트의

영향과 효과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조직 구조 및 비즈니스 프로세

스 개선

l) 교육, 건강 및 생계 지원과 같은 분야에 ICT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

로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지방

정부

24. 공공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 ICT 개발 프로젝트를 조율할 책임은 주

로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 체제에서 원조자와 수혜자의 입장

에 있는 부문 간 혹은 기관 간 조율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

는 바입니다.

25. 다자적 개발은행 및 개발기관은 국가와 지역이 ICT 발전에 필요로 하는

바에 맞춰서 기존의 메커니즘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메

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6. 재정지원체제를 누구나 공평하고 이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

다.

a)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와 접근성 보편화에 목적을 둔 정책 및 규제적

장려책 마련

b) 국가 발전 전략에서 ICT의 핵심 역할 파악 및 이해하고 적절한 경우

E-전략에 맞게 수정

c) 국가 서비스/접근성 보편화 자금, 국내 자금 동원에 목적을 둔 재정지

원체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 및 실행 역량 개선

d) 개도국과 경제 과도기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련 정보, 애플리케

이션 및 서비스 개발 장려

e) 성공한 ICT 기반의 시범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 지원

f) ICT 기반의 개발 사업 중재 용도로 정부가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

대한 우선적 사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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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정보사회의 목적, 특히 민간부문에서 정보사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다각적으로 인적 자원 및 기관의 역량(지식) 축적

h) 소기업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지역 기업

과 창작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 의

한 ICT 서비스의 수요 활성화 장려

27. 기존의 재정지원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 및 쇄신할 것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a) 재원이 충분하고 더욱 안정적이며 용도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장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체제 개선

b) 지역 백본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장려책을 마련하여 지역 공조 개선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 체제 구축

c)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ICT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i. 연결 비용을 줄이고 네트워크 접근성을 넓힐 수 있도록 각 지역에 ICT

백본과 인터넷 교환 노드를 구축 및 개발 장려

ii. ITU 가 국제 인터넷 연결성(ICC) 문제를 꾸준히 최우선적으로 연구하

여 적절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장려

d) 매력이 떨어지는 시골 및 저소득 시장 부문에 기업이 진출하는 데 수

반되는 투자 위험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요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조를 통해 조율

e) 지역 소액금융기관, ICT 벤처기업 육성 시설, 공공 신용증권, 역경매

방식,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네트워킹 프로젝트, 디지털 결속 및 기

타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발전 촉진

f) ICT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교류와 공조 및 개도국들 간의 공조 장려 등을 통해 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g) 온라인 포럼 개발 - 다자적, 지역적 혹은 쌍방적 개발은행 및 개발기

관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염두에 둔 프로젝트, 재원 및 금융기관의

재정지원체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발족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h)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도국의 자금 확보 능력 개선,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금융 상품(예: 신탁기금 및 시드 캐피탈(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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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개발

i) 모든 국가가 몬트레이 합의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

력을 기울이도록 촉구

j ) 대응 능력 개선을 위한 공조 고려 - 다자적, 지역적 혹은 쌍방적 개발

은행 및 개발기관은 ICT 정책에 관한 도움을 요청한 개도국을 신속

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k) 자발적 기여 장려

l) 제네바 행동 계획에 명시된 부채 탕감 및 채무 스왑과 같은 채무 탕감

제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 빈곤 퇴치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같은 발전 지

향적 ICT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8. 주로 특별하고 시급한 지역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데 투입할 목적으로

새로운 자발적 출처의 '결속'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개도국이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디지털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된 자

발적인 성격의 혁신적인 재정지원체제인 디지털 결속 기금(Digital

Solidarity Fund: DSF)이 제네바에서 발족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디지

털 결속 기금은 기존의 정보사회 재정지원체제를 보완하며 새로운 ICT 인프

라 및 서비스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최대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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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29. 우리는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에서 제창한 원칙, 즉 인터넷은 대

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단으로 진화했으므로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를 정보사회 프로젝트의 핵심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국제적 인터넷 관리는 다국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단체의 의

견이 철저히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고려해서 공평한 자원

분배, 모든 사람에 의한 손쉬운 이용,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능에 중

점을 둔 인터넷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30. 정보사회 인프라의 핵심 요소인 인터넷은 연구 및 학술 도구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31. 제네바 원칙에 따라 실행되는 인터넷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

적이며 공평한 사람 중심의 정보사회의 핵심 요소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모든 이

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글로벌 도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이 안

정성과 보안을 유지하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2.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그룹(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WGIG)을 발족한 UN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와 보고서 작성에 힘써준 회장, 회원, 그리고 사무국의 노고를 치

하하는 바입니다.

33. WGIG의 보고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잠정적 정의를 내리느라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WGIG의 보고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수의 공공정책 문제 파악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또한 WGIG의 보고서는

정부, 관련 정부간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및 기타 포럼 외에도 개도국 및 선

진국의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 사회의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 도움이 됐습니다.

34. 인터넷 거버넌스의 잠정적 정의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 사회가 맡은

바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및 이용과 관련해서 공유하는 원칙, 규범, 규

칙, 의사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응용하는 것입니다.

35. 인터넷 관리 구조에는 기술적 문제와 공공정책 문제가 반영돼야 하며 모

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정부 간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의 참여가 수반돼야 합

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인정해야 합니다.

a)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정책 지휘권이 곧 회원국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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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회원국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b)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공공부문은 앞으로도 기술적, 경제적 측면

에서 인터넷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c) 시민 사회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히 지역사회 수준에서

인터넷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d) 정부 간 국제기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터넷 관련 공공정

책 문제에 대한 공조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e) 국제단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과 관련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36. 제네바 원칙 선언 35절에 언급된 이런 이해관계자 집단에 속하는 학계

및 과학계의 인터넷의 진화, 기능 및 발전에 대한 혁혁한 기여도를 우리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37.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보 교환에 관여하는 국제단체, 정부간 국제

기구 및 기타 기관의 조직적 활동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면 모든 수준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

다.

38. 인터넷 자원을 자체 관리할 국가의 권리와 해당 지역의 국익을 보장하면

서 그 지역의 국제적 공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인터넷 자원을 관

리하는 특수 기관을 강화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39. 우리는 보안 체계 강화를 통해 ICT 이용 과정의 신뢰성 및 보안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UNGA 결의안 57/239 및 기타 관련 지역의 정책에 명

시된 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조하여 글로벌 차원의 적절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개발, 구현 및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

화를 조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향상된 국제 공조를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

다. 또한 사이버 보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접근성과 거래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며 정보사회의

발전 지향적 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40. 한 관할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다른 관할권까지 영향을 미

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법 집행기관 간의 국제 공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와 정책을 갖

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보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 근절

(Combating the criminal mis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에 관한UNGA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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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55/63 및 56/121와 같은 기존의 체제와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 범죄 규약(Convention on Cybercrime)과 같은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조사 및 처벌하

는 데 필요한 법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1. 우리는 스팸 증가와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스팸 근절을 위해 지역적 또는 국

제적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자적 공조 체제, 가령 APEC 안티스팸

전략(Anti-Spam Strategy), 런던 행동 계획(London Action Plan), 서울-멜버

른 안티스팸 양해 각서(Seoul-Melbourne Anti–Spam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리고 OECD 및 ITU의 관련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비자 및 기업 교육, 적절한 법규, 법 집행 기관

및 도구, 꾸준한 기술적 혹은 자율규제 대책 개발, 모범 사례, 그리고 국제

공조와 같은 다각적 스팸 근절 대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42. 지식 창출, 축적 및 보급을 목적으로 정보를 구하고 주고받으며 사용할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인

터넷의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며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제네바 원칙 선언(Geneva Declaration of Principles)의 관련 부분

에 명시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보호 및 존중해

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43. 우리는 제네바 원칙 선언과 행동 계획의 정보사회의 윤리적 측면(Ethical

Dimens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에 언급된 바와 같이 ICT의 오용을 막

기 위해 법에 의해 정해진 적절한 조치와 예방대책을 취하고 인터넷과 기타

ICT를 이롭게 사용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

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44. 또한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2005 World Summit Outcome) 85항과

UNGAA/60/L.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기타 의무를 준수하면서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 및 각종 테러 근절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45. 인터넷과 기타 ICT 네트워크를 위협과 악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인터

넷의 보안, 일관성 및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가

적, 국제적 차원의 보안 위협 근절 대책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지원 활동, 보안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그리고 모범 사례 교환이 원활하

게 이뤄지려면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인터넷 보안 문제에 대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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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46. 법규 제정, 협업 체제 구현, 모범 사례, 그리고 기업과 사용자에 의한 자

율규제 대책과 기술 대책 마련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네바 원

칙 선언과 상호 합의된 기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 이용 권리

를 재확약 할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정부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47.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사업의 가치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가 소비자보호법 및 관행과 법 집행제도를 마

련하고 적용 가능한 국법에 준하여 공평하게 인터넷 사업과 소비자의 신뢰

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48. 우리는 정부가 ICT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아직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국가 차원의 전자정

부 프로그램 및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49.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디지털 기회로 전환할 계기로 삼는 데 앞

장서고 만인을 위해 조화롭고 공평한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

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기타 문제, 특히 국제 네트워크 비용, 능력 배양 및

기술/노하우 전수 등의 문제를 반영한 더욱 폭넓은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

개발 지침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개발

환경을 다국어로 구현할 것을 장려하며, 손쉽게 현지화가 가능한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고 오픈소스, 무료 및 독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프

트웨어 모델 중에서 사용자가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50.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려면 특히 개도국에서 국제 인터넷 통신에 부과되

는 비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인이 원활하고 공평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방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인터넷 통신 가격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a) 인터넷 중계 및 연결 비용을 상업적으로 협의할 때 이 문제와 관련해

서 진행 중인 작업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하게 그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b) 각 지역에 고속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지역 및 소지

역의 인터넷 교환 노드(IXP)를 구현해야 합니다.

c) 원조 프로그램과 개발 관련 재정지원체제를 통해 개도국의 연결성,

IXP 및 지역 콘텐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



WSIS-05/TUNIS/DOC/9(Rev.1)-E

- 19 -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d) ITU가 국제 인터넷 연결성(ICC) 문제를 꾸준히 최우선적으로 연구하

고 고려사항과 예상되는 구현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타 관련 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 특히 개도국에서 사용할 개인용 및 공용 사용자 장치와 같은 저렴한

단말 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f) 상업적 협상에 참여하는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SP)는 공평하고 안정된 인터넷 통신비용 부과 방안을 선택해야 합

니다.

g) 상업적 협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제약을

고려해서 그 국가의 인터넷 통신비용을 절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51.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교육 및 인력 개발 과정에 ICT를 활용하는 국

가 전략을 수립하고 적합한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공조를 통해)

개도국의 적절한 ICT 교육 및 훈련 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해 자발적인 방식으로 국

제 공조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

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전문지식 센터를 건립하

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52.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 간 국제기구

를 비롯한 국제단체가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개도국의 이해관계자에게 인터

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3. 우리는 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투명하고 민

주적인 다자적 절차를 거쳐 인터넷의 언어 현지화를 실현하도록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지역 콘텐츠 개발, 번역 및 개작, 디

지털 저장,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와 기존의 미디어를 지원하

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 및 토착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a) 도메인 이름, 이메일 주소 및 키워드 검색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언

어 현지화 기술 도입 절차 개선

b) 언어적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에 만인이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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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다국어 도메인 이

름과 콘텐츠가 인터넷에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

c) 기술 표준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표준을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간의 공조 강화

54. 인터넷의 발전 및 보급과 사용 환경 최적화가 동반된 채 정보사회가 발

전하려면 금융, 차관 및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술 이전

및 국제 공조를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뒷받침할만한 지원 환경이 필

수적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전에 대한 다양한 혁신과 민

간의 투자를 촉진하려면 민간부문과 시민 시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 및 국내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만 선진

국과 개도국의 '네트워크 변두리'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55.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 협정은 민간부문이 인터넷의 일상 운영을 주도

하고 '네트워크 변두리'에서 혁신과 가치가 실현됨과 동시에 인터넷이 오늘

날과 같이 대단히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지리적으로 다채로운 도구 역할을

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56. 인터넷이 여전히 고도로 탄력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거

버넌스를 고려해서 개발되는 모든 체제와 메커니즘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으로서 폭발

적으로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

다.

57. 인터넷의 보안과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58. 인터넷 거버넌스에는 인터넷 이름 및 주소 지정 방식 외에도 중요 인터

넷 자원, 인터넷 보안 및 안전,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수반되는 개발 양상

및 문제와 같은 기타 중요한 공공정책 문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

지하고 있습니다.

59. 인터넷 거버넌스에는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신뢰성 및 품질과 같은 사

회적, 경제적 혹은 기술적 문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

니다.

60. 또한 우리는 관심이 필요하고 현재의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수의 복합적 국제 공공정책 문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

다.

61.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단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다자적 절차를 적절하게 도입 및 강화할 필요성이 있

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런 절차는 적절한 체제나 메커니즘을 창출하고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협정의 지속적으로 왕성한 진화를 촉진함으로써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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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2. 인터넷 거버넌스 접근법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환경의 혁신, 경쟁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63.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ccTLD)과 관련한 결

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ccTLD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관련해서 각

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하고 규정한 합리적 이익은 유연하고 개선된 체

제와 메커니즘을 통해 존중 받고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64.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gTLD)에 관한 공공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 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65. 개도국의 발전과 능력 배양뿐 아니라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할

때마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결정에 개도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66. 우리는 인터넷의 지속적인 국제화와 보편화의 원칙을 고려해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네바 원칙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67.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책 대화를 위해 새로운 포럼을 소집할 것을 UN 사

무총장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68. 모든 정부는 인터넷의 안정성, 보안 및 일관성 유지와 국제 인터넷 거버

넌스에 대해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

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69.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공공정책 문제에 모든 정부가 대등하게 맡은 역할

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후에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만, 국제 공공정책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인 기술 및 운영 측면

의 문제는 예외입니다.

70. 그와 같은 공조의 목적에는 관련 국제단체를 통해 중요 인터넷 자원 배

정 및 관리와 관련된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원칙(범국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원칙)을 수립하는 일도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인터넷과

관련된 핵심 작업을 책임지는 조직이 공공정책 원칙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1. 2006년 1사분기 후반부에 UN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모든 관련 조직의

참여로 시작될 공조 강화 과정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혁신에 발 빠르게 대



WSIS-05/TUNIS/DOC/9(Rev.1)-E

- 22 -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직은 연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2. 2006년 2사분기 무렵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책 대화를 위해 인터넷 거

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란 새로운 포럼을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 소집할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인터넷의 지속 가능성, 체계성, 보안, 안정성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와 관련된 공공정책 문제 논의

b)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 국제 공공정책 문제를 처리하는 조

직 간의 효과적인 협의 기회 마련 및 기존 조직의 책임 범위에 속하

지 않는 문제 논의

c) 해당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타 기관과 접촉해서 그 기구나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문제 논의

d)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 그 일환으로 학계, 과학계 및 기술계의 전문

지식 활용

e)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도국의 인터넷 가용성 및 가격 합리성을 실현하

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 및 대책 조언

f) 기존 및/또는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관계자(특히

개도국의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개선

g) 새로운 문제 파악, 새로운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과 일반 대중의 관심

유도, 적절한 경우 권고안 제시

h) 자국의 지식과 전문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개도국에 인터넷 거버넌

스와 관련된 능력 배양 지원

i) 인터넷 거버넌스 절차에 WSIS 원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그 성과 평

가

j ) 중요 인터넷 자원과 관련된 문제 논의

k) 일상 사용자에게 중점을 두고 인터넷 사용 및 오용으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해결책 모색

l) 진전 상황 공개

73.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은 그 역할과 임무에 있어 다자적이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수반돼야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

에서 우리가 제안한 IGF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a) 이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즉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및 정

부 간 국제기구 간의 상보적 관계에 특히 역점을 두고 기존의 인터

넷 거버넌스 구조를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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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기적인 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는 가볍고 분권화된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c) 필요한 경우 정기 회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IGF 회합은

원활한 실행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주요 UN 컨퍼런스와

동시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74.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검증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IGF 소집 선택안을 검토할 것을 UN 사무

총장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75. UN 사무총장은 IGF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UN 회원국에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76. 발족 5년 내에 IGF 참가자들과 공식적으로 협의하여 포럼을 계속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UN 회원국에게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77. IGF는 아무런 감독 기능도 갖지 않으며 기존의 협정, 메커니즘, 기관 또

는 단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전문지식

을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GF는 중립적이고 간소하며 공개적인

절차로 설립될 것입니다. IGF는 인터넷의 일상적 혹은 기술적 운영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78. UN 사무총장은 균형 있는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IGF 창립총회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 범위를 넓혀야 합니

다. 또한 UN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a) WSIS의 절차에서 검증된 ITU 전문지식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보유 자

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b)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IGF를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지원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79.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다른 관련 포럼에서 지속적

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80.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 활동을 지원할 수단으

로서의 인터넷 용도를 확대 및 통합하는 방안을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

원에서 논의하고 공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하는 바입니다.

81. 우리는 제네바 원칙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82. 늦어도 2006년까지 아테네에서 1회 IGF 회합을 개최하겠다는 그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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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관대한 제안을 환영하며, IGF 창립총회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주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 범위를 넓힐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행 및 성과 평가

83. 발전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사회를 건설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의 부

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WSIS와 1차 및 2차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과정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꾸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

다. 정보사회 건설에 수반되는 다채로운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전문지식 활용

과 더불어 각기 다른 역할에 따른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 및 국제연합과

기타 국제단체 간의 효과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84.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추가적인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를 힘을

모아 파악하고, ICT를 이용하는 데 여전히 소외된 사람과 집단에 각별한 관

심을 기울이면서 필요한 경우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WSIS 결

의안에 대한 이행 전략, 메커니즘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85. 국가적 차원에서 제네바 행동 계획을 비롯한 WSIS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조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하여, IT 전략

및 부문별 E-전략과 같은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가적

E-전략*을 국가 발전 계획과 빈곤 퇴치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아직 적절히

수립하지 않은 정부는 가급적 빨리, 늦어도 2002년 전에 이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86. 우리는 사람 중심의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 정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지역적, 국제적 의기투합을 지지하며, 지식 공유 사회를 건설하려

면 지역 내부 혹은 지역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재천명

하는 바입니다. 지역 공조는 국가의 능력 배양과 지역의 이행 전략 수립에

일조해야 합니다.

87.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WSIS 결의안을 실현하려면 의견 교환과 효과적

인 관행 및 자원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서는 E-전략과 정책을 적절히 구상,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수반

돼야 합니다. 개도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면

빈곤 타파, 향상된 국가 능력 배양, 그리고 국가 기술 개발 촉진이 선결돼야

1. 이 보고서 전체에서 "E-전략"이란 용어는 경우에 따라 ICT 전략과 부문별 E-전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WSIS-05/TUNIS/DOC/9(Rev.1)-E

- 25 -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88. 정부의 국제 공조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새천년 발전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및 지방의 개발과 관련한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며,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사회 경제적 발전

을 실현할 도구로 ICT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단언하는

바입니다.

89.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강화된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적, 지역적, 국

가적 연결성과 ICT 이용비용의 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 교환 및 기술

이전,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하는 바입니다. 개도국은

이를 발판 삼아 쇄신을 실현하고 정보사회에 적극 동참해서 정보사회에 일

조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 경제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ICT의 중대한 영향을 인지하고 만인이 공평

하게 정보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거

듭 밝히는 바입니다. 각기 다른 국가 상황을 고려해서 ICT를 어디서든 저렴

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연결성을 개선하려

는 전 세계 국가는 제네바 행동 계획을 교과서로 삼을 만합니다. 우리는 제

네바 행동 계획에 명시된 명확한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고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도구로 ICT를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지방 및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와 자체 수립한 기간별 대책에 따라 적

절하게 지방, 국가 및 지역 행동 계획에 국가적 E-전략을 반영하고

그에 맞게 조정

b) 관련 시장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

(SMME)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 및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동

원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뒷받침할만한 국제 환경을 촉진하고 국가

의 실상을 반영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시행 -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

체제에 이 정책을 반영하여 앞서 언급한 목표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

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창출해야 합니다.

c) 평생 교육 및 원격 교육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 및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 노년층, 여성, 토착민, 장애인, 그

리고 오지 및 시골 지역 주민을 포함한 만인을 위한 ICT 능력 배양

및 ICT 활용법에 대한 만인의 자신감 배양

d) 정보사회 건설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적극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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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 및 촉진할 수 있는 ICT 교육 및 기술에 관한 효과적인 훈련

및 교육 시행

e)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 정립과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만인의 ICT 이용 촉진 방

안 각별히 고려

f) 통합 기술 환경, 능력 배양 및 지역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공공정책 수립

g) 국제 공조 방식의 비상 대응, 의료 전문가 상담, 그리고 의료 전문가

간의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건강 지식 및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활의 질과 환경 조건

개선

h) 우편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ICT 능력 배양

i) ICT를 활용하여 농업 지식의 접근성 개선, 빈곤 퇴치, 그리고 해당 지

역에 적합한 농업 관련 콘텐츠 이용 및 제작 지원

j ) 전자정부 시스템의 호환성을 다각적으로 개선하여 정부 정보 및 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어떤 장

치로든 이용 가능한 ICT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현

k) 비정규 교육 및 정규 교육,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콘텐츠(디지털 형식 포함)를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저렴

한 비용으로 이용할 여건을 개발 및 제공하고 콘텐츠를 보존해야 하

는 도서관 및 박물관을 비롯한 교육, 과학 및 문화 기관 지원, 특히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보를 이용할 여건을 제공하고 ICT 사용 능력과

지역사회(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공공 서

비스 역할을 하는 도서관 지원

l) 현지 언어 및/또는 토착 언어로 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사회의 능력 개선

m)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고품질 전자 콘텐츠 제작 능력 강화

n) 만인, 특히 취약한 집단 및 개도국의 인구와 라디오와 TV를 교육 및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 문화 및 지식에 대한 접

근성 보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 활용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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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다원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필요한 경우 국법 제정 등을 통해 가장 엄격한 윤리적,

직업적 기준에 따라 언론매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사용하고

취급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인프라, 기술 자원 및 인

적 기술 개발 측면에서 언론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불균형 최

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원칙 선언

의 55절~59절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p) ICT 사용 및 제조와 ICT 폐기물 처분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생산 공정을 개발 및 도입

할 것을 ICT 기업에 강력이 권고 - 이런 맥락에서 개도국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바에 각별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q) ICT를 통한 오용과 악용으로부터 아동과 젊은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자율규제 및 기타 효과적인 정책을 국가 행동 계획과 E-전략에

추가

r) 과학, 기술 및 고등교육기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첨단 연구 네트워크 개발 장려

s) ICT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원봉사 장

려

t) 생산성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ICT를 장려하여 재택

근무와 같은 유연한 작업 방식 개선

91. 재해 최소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 타파 간의 본질적 관계를 고려

했을 때 재해가 순식간에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타파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ICT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촉

매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a) 재난 조기 경보, 관리 및 비상 통신(예: 위험에 처한 대상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고 전달) 용도로 ICT 도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특

히, 개도국의 기술 공조 촉진 및 국가의 능력 개선

b) 재난 관리 정보를 손쉽게 이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적, 국제적

공조 촉진, 개도국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 분석

c)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에 연결된 표준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글로

벌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전 세계 특히, 고위험 지역의 비

상 재난 대응 능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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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가와 모든 기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자원 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아동 전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각종 전화로 무

료로 연결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번호가 이런 용도에 적합합니다.

93.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 기록과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데 주력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정보 관리 정책을 권장하

는 바입니다. 정보를 장기 보존할 수 있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기술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의 디지털 보관 방식과 혁

신적인 솔루션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94. 정보사회가 선사하는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법과 UN 헌장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사람들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 실현을 저해하는

독단적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를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5. 허용되는 자원 범위 내에서 정책 분석 및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국제단체와 정부 간 국제기구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런 개발 작업

은 기업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및 빈곤 완화를 꾀할 수 있는

ICT 문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실제적이고 응용할만한 경험을 토대로 이뤄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6.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차별 없는 법, 규제 및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ITU와 기타 각 지역 국

제기구는 관련된 국제협정을 토대로 모든 국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

제적이고 공평하게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97. 사람 중심의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 정보 사회를 건설하려면 여러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정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를 돕는다는 대단히 중요한 목

표를 세운 채 WSIS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참하고 국가

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그러한 성공의 관건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98. 제네바 및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령, 정부-민간 제휴(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같은 국가

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복합적 이해관계자 제휴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

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 포럼, 그리고 개도국과 후진국, 개발 파트너 및 ICT

부문 주체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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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ITU가 주도하는 "세상 연결(Connect

the World)"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관계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99. 우리는 튀니스에서 개최된 2차 WSIS를 마친 후 WSIS가 목표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WSIS

결의안 이행 체제를 수립한 후 그 성과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 국가적 차원에서 WSIS 결의안을 토대로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

여 속에서 지원 환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WSIS 결의안 이행 체

제를 수립할 것을 장려하는 바입니다.

a)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

성하는 데 목적을 둔 국가적 E-전략은 빈곤 퇴치 전략과 같은 국가

발전 계획의 핵심 요소여야 합니다.

b) 더욱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및 체계화와 ICT 중심의 발전 프로젝트 추

진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모범 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정부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전략에 ICT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c) UN 발전지원체제(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에 속한 프로

그램과 같은 기존의 쌍방적 혹은 다자적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적절

한 때마다 이용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의안을 이행 중인 정부를 지

원해야 합니다.

d) 공동국가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 보고서에는 발전 지향적

ICT의 주요 요소가 기재돼야 합니다.

101. 지역적 차원에서...

a)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의 정부 간 국제기구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조 상태에서 WSIS 결의안을 이행하여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 차

원에서 정보와 모범사례를 교환하고 발전 지향적 ICT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b)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UN 지역

위원회(UN Regional Commissions)는 지역 및 소지역 단체와 공조해

서 적절한 빈도로 지역의 WSIS 성과 추적 활동을 계획하거나 회원

국에게 지역 전략을 수립하거나 지역 컨퍼런스의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정보와 관련 정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 민간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UN 및 기타 국제단체의 지역 WSIS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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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행 활동 참여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반드

시 필요합니다.

102.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 환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a) 1차 및 2차 WSIS 결의안 이행 및 성과 추적에 WSIS 문서의 핵심 주

제와 을 고려해야 합니다.

b) 모든 UN 기관은 기존의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임무와 역

량에 맞게 각자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c) 결의안 이행 및 성과 추적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여러 이해관계자

가 참여해야 합니다.

103. UN 기관 및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는 UNGA 결의안 57/270 B에 따라

결의안을 이행 중인 정부를 돕기 위해 시민 사회 및 기업부문을 비롯한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공조 활동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

체계 CEB(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의 회원과 협의하여 CEB

내부에 관련 UN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UN 정보사회그룹(UN Group on

the Information Society)을 신설하고 WSIS 과정에서 ITU, UNESCO 및

UNDP가 수행한 활동과 경험을 고려해서 이 그룹의 지휘 기관을 결정할 것

을 UN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104. 또한 우리는 2006년 6월까지 성과 추적 절차에 대한 권고안과 더불어

ECOSOC를 통해 WSIS 결의안 이행에 관한 기관간의 조율 내용을 UNGA에

보고할 것을 UN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105. 1차 및 2차 WSIS 결의안 성과 추적 활동을 다각적으로 감독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2006년 실질 회기에 여러 이

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과학 및 기술 개발 위원회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의 임무,

계획 및 구성 상태를 검토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106. WSIS 결의안 이행 및 성과 추적은 UN이 통합한 주요 UN 컨퍼런스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어야 하며, 새천년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또한 운영 기관을 추

가로 발족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107. 국제 및 지역 단체는 개도국이 공평하게 ICT 부문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ICT에 대한 국가의 접근성 보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108.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진행되는 이행 프로

젝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 프로젝트는 제네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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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핵심 주제와 활동 항목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적절한 경우 UN 기관

이 조정하거나 개입해야 합니다. 이 문건의 부록에는 제네바 행동 계획의 모

든 활동 항목 촉진자/조정자(facilitator/moderator)가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

니다.

109. WSIS 과정에서 UN 기관, 특히 ITU, UNESCO 및 UNDP이 참여했던

활동과 경험은 앞으로도 최대한 활용돼야 합니다. 이 세 기관은 제네바 행동

계획 이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부록에 언급된 촉진자/

조정자 회합을 주선해야 합니다.

110.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진행되는 이행 프로젝트의 경우, 조정을 통

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이나 정부-민간 제휴로 이뤄지는 정보 교환, 지식

창출,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원과 같은 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다.

111. WSIS 의결안 이행 성과를 2015년에 대대적으로 심사할 것을 국제연합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112. 113-120절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합의된 방법으로 주기적 평가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13. 지역사회의 ICT 연결성 지표와 같은 적절한 지표 및 벤치마크에는 국내

및 국제 기준에서 디지털 격차 수준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새천년 발전

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

기적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각국의 ICT 활용도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

야 합니다.

114. 디지털 격차 수준을 분석할 수 있도록 ICT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

래서 2004년 6월에 '발전 지향적 ICT 성과 측정을 위한 협력(Partnership on

Measuring ICT for Development)' 체제가 출범됐는데 그 목적인 다음과 같습

니다.

a)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검토 및 결정 능력 강

화를 위해 상호 합의 하에 통계 정리 체제 마련, 공통적 핵심 ICT 지

표 세트 개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ICT 통계 확보 능력 개선

b) 개도국의 정보사회 모니터링 능력 배양

c) ICT가 발전과 빈곤 퇴치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 평가

d) 다각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별 분리 지표

개발

115. 또한 발전 지향적 ICT 현황 측정 협력 체제에 정의된 공통적 핵심 ICT

지표 세트를 토대로 개발된 ICT 기회 지수(ICT Opportunity Index)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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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6. 모든 지수와 지표에는 각기 다른 발전 수준과 국가 상황이 반드시 고려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17. 공조, 비용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런 지표를 추

가로 개발해야 합니다.

118.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통계

분석 능력을 강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119. 우리는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명시된 바

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투

자와 국제적 공조 노력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수준을 고

려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과정을 검토하고 꾸준히 지켜볼 것입니다.

120. WSIS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정보 공유는 평가의 중대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WSIS가 진행되는 동안 출범된 "보감(Golden Book)" 및 2차

WSIS 결의안과 별도로, 이행 성과를 분석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로 활

용될 WSIS 관련 활동 상황 점검 보고서(Report on the Stocktaking of

WSIS-related activities)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ITU에 의해 관리되는 공용

WSIS 상황 점검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

을 모든 WSIS 이해관계자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적 차

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수집한 후 WSIS 상황 점검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할 것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121. 인터넷을 만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도구로 만들려

면 인터넷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WSIS에서 다룬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ICT가 사회와 경제에 선사할 수 있는 혜택과 디지털 격차

해소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해마다 글로벌 도구로서의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5월 17일을 세계 정보사회의 날(World

Information Society Day)로 선포할 것을 UNGA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122. UNGA 결의안 59/220에 명시된 대로 그 결과를 국제연합총회(UNGA)

에 보고할 것을 WSIS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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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항목 지원 가능한 조정자/

촉진자

С1. ICT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정부기관과 모

든 이해관계자의 역할

ECOSOC/UN 지역

위원회/ITU

С2. 정보통신 인프라 ITU

C3. 정보 및 지식 이용 ITU/UNESCO

C4. 능력 배양 UNDP/UNESCO/IT

U/

UNCTAD

C5. ICT 이용 과정의 신뢰성 및 보안 체제 강화 ITU

C6. 지원 환경 ITU/UNDP/UN 지

역위원회

S/UNCTAD

C7. ICT 응용 분야

· 전자정부

· 전자상거래

· 온라인 교육

· 원격 진료

· 온라인 취업

· E-환경(E-environment)

· E-농업(E-agriculture)

· E-사이언스(E-science)

UNDP/ITU

WTO/UNCTAD/IT

U/UPU

UNESCO/ITU/UNI

DO

WHO/ITU

ILO/ITU

WHO/WMO/UNEP

/UN-Habitat/ITU/I

CAO

FAO/ITU

UNESCO/ITU/UNC

TAD

C8. 문화적 다양성 및 정체성, 언어적 다양성과 지

역 콘텐츠

UNESCO

C9. 매체 UNESCO

C10. 정보사회의 윤리적 측면 UNESCO/ECOSOC

C11. 국제 및 지역 공조 UN 지역위원회

/UNDP/ITU/UNES

CO/ECOSOC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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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튀니스) 대표 자격 심사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차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 대표 자격 심사에 관해 채택한 결의안

(WSIS-05/TUNIS/DOC/8(Rev.1))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표 자격 심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이에 포함된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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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베

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

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브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북한, 콩고,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아케도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잠비아, 조르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

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바티칸시국,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

라크, 아일랜드,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

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

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샬 군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

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발,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

아 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

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공화국, 탄자니아, 태

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

비아, 짐바브웨

2장

참석 국가 및 단체

A.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튀니스) 개최 일자 및 장소

1.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 결의안과 국

제연합총회(UNGA) 결의안 56/183 및 57/238에 따라 2005년 12월 16~18일

튀니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한 차례의 창립총회와

여덟 차례의 본회의(1~8차)를 개최했습니다.

B.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튀니스) 참석 국가

2. 아래 174개 국가가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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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의사규칙

에 따라 참석했습니다.

4. 국제연합총회로부터 항시적 초대를 받은 다음과 같은 국가, 정부간 국제

기구 및 기타 조직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

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개발 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카리브해 공동체(Caribbean Community)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미주 개발 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적십자협회와 붉은회교도사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이슬람국가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몰타 독립 기사군(Sovereign Military Order of Malta)

5. 다음과 같은 UN 지역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유럽 경제위원회(UNECE)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UNESCWA)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6. 다음과 같은 UN 기구 및 프로그램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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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센터(ITC)

공동조사연합(JIU)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

제네바 UN 사무소(UNOG)

국제연합(UN)

국제연합자본개발기금(UNCDF)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연합 과학기술개발위원회(UNCST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연합여성발전기금(UNIFEM)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 국제협력기금(UNFIP)

국제연합인간주거계획(UN-HABITAT)

국제연합 ICT 대책위원회(UNICT)

국제연합 훈련조사연구소(UNITAR)

UN 비정부연락사무소(UNNGLS)

국제연합 토착민 문제 상설 포럼

국제연합대학(UNU)

국제연합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그룹(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세계 관광 기구(WTO)

7. 다음과 같은 특수 기관 및 관련 조직이 참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FAO)

국제 농업 개발 기금(IFA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산업개발기구(UNIDO)

만국 우편 연합(U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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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세계 보건 기구(WH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세계 기상 기구(WMO)

8.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초대를 받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전기통신연합(African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 연합-NEPAD(African Union – NEPAD)

아프리카 가상대학(AVU)

아랍 여성 기구(AWO)

아랍연맹 교육문화과학 기구(ALESCO)

아랍 방송연맹(ASBU)

아시아 태평양 방송발전기구(AIBD)

CREFAL(Centro de cooperación regional para la educación de adulto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아랍 지역 및 유럽 환경개발센터(CEDARE)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농업 및 시골 협동기술센터(CTA)

영연방 전기통시기구(CTO)

CEMAC(Communauté E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유럽전기통신네트워크사업자협회(ETNO)

Eutelsat IGO

페르시아만 산업 컨설팅 기구(GOIC)

ILCE(Instituto Latinoamericano de la Comunicación Educativa)

국제노사정기구연합(IAESCSI)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ITSO)

이슬람 개발 은행(IDB)

OSS(Observatoire du Sahara et du Sahel)

Organización Iberoamericana de Juventud

ISESCO(Organisation islamique pour l’éducation, les sciences e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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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범아프리카 우편 연합(Pan-African Postal Union)

아프리카 지역 위성통신기구(RASCOM)

RCC(Regional Commonwealth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RITLA(Red de Información Tecnológica Latinoamericana)

9. ECOSOC와 협의 관계(consultative status)에 있거나 준비 과정에서 WSIS

의 승인을 받은 606개의 비정부 조직이 참석했습니다.

10. 226개의 사업체와 준비 과정에서 WSIS의 승인을 받은 ITU 부문 회원도

참석했습니다.

C. 문서화

11. WSIS 개최 이전에 작성된 문서 목록은 이 보고서의 부록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 발회식

12. 2005년 11월 16일 아침에 진행된 발회식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Zine El Abidine BEN ALI 튀니지 대통령, Kofi ANNAN UN 사무총장,

Samuel SCHMID 스위스 연방 대통령, Yoshio UTSUMI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 Shirin EBADI 인권보호센터

회장, Craig BARRETT Intel Corporation 이사장, Janis KARKLINS 2차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장

E. 창립총회

13. WSIS는 2005년 11월 16일에 발회식에 이어 바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

다.

F. 창립총회 채택 의제

14.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창립총회 의제(Document

WSIS-05/TUNIS/ADM/3)를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튀니스) 개회

2. 창립총회의 의제 채택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장 및 본회의 의장 선출

4.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의제 채택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사규칙의 규칙 7 수정

6.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기타 사무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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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무 편성

8. 자격 심사 위원회 의원 임명

9. 준비위원회의 보고

10. 기타 사업

G.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장 및 창립총회 의장 선출

15. 창립총회에서 WSIS는 만장일치로 Zine El Abidine BEN ALI 튀니지 대

통령을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6. 창립총회에서 WSIS는 만장일치로 Montasser OUAILI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을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창립총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H.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채택 의제 및 기타 조직 문제

17.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창립총회 의제(Document

WSIS-05/TUNIS/ADM/1)를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튀니스) 개회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장 및 창립총회 의장 선출

3. 의제 채택

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사규칙의 규칙 7 수정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기타 사무관 선출

6. 임무 편성

7.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표 자격 심사

a) 자격 심사 위원회 의원 임명

b)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

8. 준비위원회의 보고

9. 일반 회의

10. 원탁회의 및 고위급 회의

11. 이해관계자 행사 보고

12. 최종 문서 채택

13.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기초 보고서 채택

1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폐회

I.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사규칙의 규칙 7 수정

18.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문서 WSIS-05/TUNIS/DOC/2

에 기재된 의사규칙의 규칙 7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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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기타 사무관 선출

부의장 선출

19.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다음과 같은 국가 대표 30명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이집트, 케냐, 리비아, 말리, 세네갈, 잠비아

아시아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동유럽 국가: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세

르비아-몬테네그로

서유럽 및 기타 국가: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2명의 당연직 부의장 선출

20.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만장일치로 Mohamed

GHANNOUCHI 튀니지 국무총리와 Moritz LEUENBERGER 스위스 연방 부

통령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사 위원 선출

21.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만장일치로 George

PAPADATOS(그리스)를 조사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K. 자격 심사 위원회 의원 임명

22.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WSIS는 UN 6차 본회의의 자격 심사 위

원회 회원 자격을 토대로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자격 심사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시에라리온과 세인트루시아를 각각

나이지리아와 트리니다드토바고로 교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자격 심사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룬, 중국, 파나

마, 포르투갈, 트리니다드토바고, 사모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연방, 미국

L. 준비위원회의 보고

23.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Janis KARKLINS(라트비아) 준비위원회

장은 준비 과정에 수행한 활동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M 기타 사업

2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Yoshio UTSUMI ITU 사무총장

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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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5년 11월 16일~18일에 여덟 차례의 본회의에

서 일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 11월 16일에 열린 2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Zine El Abidine BEN ALI 튀니지 대통령과 Mohamed GHANNOUCHI 튀

니지 국무총리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Stjepan MESIC 크로아티아 대통령, Fernando Dias DOS SANTOS 앙골라

국무총리, Obiang Nguema MBASOGO 적도 기니 대통령, Luisa Dias

DIOGO 모잠비크 국무총리, Thabo MBEKI 남아프리카 대통령, Assoumani

AZALI 코모로 대통령, Robert MUGABE 짐바브웨 대통령, Colonel Ely

OULD MOHAMED VALL 모리타니아 정의 및 민주주의 군사 연맹 회장,

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Sheikh Abdulla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국무총리, Omer Hassan Ahmed ELBASHIR 수단 대통

령, Emomali RAHMONOV 타지키스탄 대통령, Alhaji ALIU MAHAMA 가

나 부통령, Libertina AMATHILA 나미비아 부총리, Roberto Ignacio

Gonzales PLANAS 쿠바 컴퓨터 과학통신부 장관, Hans VAN GINKEL 국

제연합대학 총장 겸 교수, 국제연합(CONGO)과 협의 관계에 있는 NGO 컨

퍼런스 회장 Renate BLOEM, Tadashi ONODERA KDDI Corporation 사장

겸 회장

3. 11월 16일에 열린 2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Vaira VIKE-FREIBERGA 라트비아 국가 원수, Bir Bikram SHAH

GYANENDRA 네팔 왕국 국왕, Lupando MWAPE 잠비아 부통령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Bir Bikram SHAH GYANENDRA 네팔 왕국 국왕, Ousmane Issoufi

MAUGA 말리 수상 겸 총리, Ivo Miro JOVIC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대통

령, Pakalitha Bethuel MOSISILI 레소토 총리, Olusegun OBASANJO 나이지

리아 대통령, Denis SASSOU-NGUESSO 콩고 대통령, Jean François

NTOUTOUME EMANE 가봉 총리, François Bozize YANGOUVONDA 중



WSIS-05/TUNIS/DOC/9(Rev.1)-E

- 43 -

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Vaira VIKE-FREIBERGA 라트비아 대통령, Emile

LAHOUD 레바논 대통령, Abdoulaye WADE 세네갈 대통령, Lavaka ata

ULUKALALA 통가 총리, Lupando MWAPE 잠비아 부통령, Khama IAN

KHAMA 보츠와나 부통령, Zoran SAMI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대통령,

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대통령, Silvan SHALOM 이스라엘 부총리

겸 외무 장관

Dayanidhi MARAN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Divina FRAU-MEIGS

IAMC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부회장(Civil Society Education, Academia and Research Taskforce 대표),

Michel JARAUD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사무총장,

Jean-Bernard LEVY Vivendi Universal 회장 겸 CEO, Mark CAPALDI

ECPAT International 부회장(Civil Society Children’s Rights Caucus 대표)

4. 11월 16일에 열린 3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Lupando MWAPE 잠비아 부통령, Gilberto GIL 브라질 문화부 장관,

Michael LIAPIS 그리스 교통통신부 장관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José MONTILLA AGUILERA 산업무역관광부 장관, Viktor BONDAR 우크

라이나 교통통신부 장관, Kálman KOVACS 헝가리 정보통신부 장관,

Gilberto GIL 브라질 문화부 장관, Mari KIVINIEMI 핀란드 해외무역개발부

장관, Lucio STANCA 이탈리아 혁신기술부 장관, Michael LIAPIS 그리스 교

통통신부 장관, Jorge ALVAREZ HOTH 멕시코 장관, Bernd

PFAFFENBACH 독일 국무장관, Brendan TUOHY 아일랜드 통신해양천원자

원부 사무국장, Philippe BLANCHI 모나코 대사 겸 상임대표, Viviane

REDING 유럽 공동체 위원, Francesc BONET CASAS 안도라 대사 겸 상임

대표, Tao DENG Huawei 부회장, Florence E. ETTA-AKINAINA 케냐 ICT

정책 프로젝트 총책(Telecentre Caucus 대표), Katherine SIERRA 세계은행

부총재, Jean-Philippe COURTOIS Microsoft International 사장, Derrick DE

KERCKHOVE 토론토 대학 정보연구학부 McLuhan Program 총책, Lirong

SHI ZTE Corporation 수석 부사장, Luis DI BENEDETTO AHCIET 사장

5. 11월 17일에 열린 4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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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ulaye WADE 세네갈 국가 원수, Kalman KOVACS 헝가리 정보통신부

장관, Andranik MARGARYAN 아르메니아 총리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순). Driss JETTOU 모로코 총리, Ju HUANG 중국 부총리, Ahmad

AL‑ABDULLAH AL-AHMAD AL-SSABAH 쿠웨이트 통신부 장관, Plamen

VATCHKOV 불가리아 정보통신기술국장, Antanas Zenonas KAMINSKAS

리투아니아 수상, Etienne SINATAMBOU 모리셔스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Virgilion L. PENA 필리핀 정보통신기술위원회장, Boon Yang LEE 싱가폴

정보통신 및 예술부 장관, Sultan AL MANSOURY 아랍에미레이트 통신부

장관, Edgar SAVISAAR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장관, Nadia AL-SAEED 요

르단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Leonid D. REIMAN 러시아 연방 정보통신기술

부 장관

Mohamed Bashir AL MOUNAJED 시리아 전기통신기술부 장관, Sora-at

KLINPRATOOM 태국 정보통신부 장관, 노준형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차관,

Nyunt SWE 미얀마 상임 부대표, Sarala FERNANDO 스리랑카 대사, Mark

J MWANDOSYA 탄자니아 교통통신부 장관, Uffe Toudal PEDERSEN 덴마

크 정무 대표 겸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Gudmundur ARNASON 아이슬란드

정무 대표, Sheikh Al Fadel bin Mohamed BIN AHMED AL-HARTHY 오

만 개발사업부 차관, Janez MOZINA 슬로베니아 국무장관, Gillian

MACINTYRE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 대표 겸 행정정보부 장관, Masood

KHAN 파키스탄 대사, Francois ROUX 벨기에 대사, Koïchiro MATSUURA

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총책, Didier LOMBARD France Telecom

CEO, Yoshio UTSUMI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Delphine Nana

MEKOUNTER CEFEPROD(Centre Feminin pour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총책(Civil Society African Family 대표), Masao

NAKAMURA NTT DoCoMo Inc 사장 겸 CEO, Aidan WHITE 국제기자연

방 사무총장, Abdoulie JANNEH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사무국

장, Nicholas NEGROPONTE MIT Media Lab 회장 겸 One Laptop per

Child 창립자($100 Laptop 프로젝트 대표)

6. 11월 17일에 열린 5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Mohamed GHANNOUCHI 튀니지 총리, Sofyan A. DJALIL 인도네시아 정

보통신기술부 장관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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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anik MARGARYAN 아르메니아 총리, Laurens-Jan BRINKHORST 네덜

란드 부총리, Martin MEYER 리히텐슈타인 교통통신부 장관, Sofyan A.

DJALIL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Carlos ALVAREZ 칠레 경제부 장

관, Tefera WALUWA 에티오피아 역량개발부 장관, Vladimir MOLOJEN 몰

도바 정보개발부 장관, Dana BEROVA 체코 정보과학부 장관, Do TRUNG

TA 베트남 사회주의부 장관, Heizo TAKENAKA 일본 총무성 장관, José

Mariano GAGO 포르투갈 과학기술고등교육부 장관, Pavol PROKOPOVIC

슬로바키아 공화국 교통우편전기통신부 장관, Gertrude KITEMBO 콩고 우편

전화전기통신부 장관, Binali YILDIRIM 터키 교통부 장관, Raymond

JOHANSEN 노르웨이 외무 장관, Janusz STANCZYK 폴란드 외무부 차관,

Kairat ABUSSEITOV 카자흐스탄 상임 대표, Ricardo GONZALEZ ARENAS

우루과이 대사, Astrid DUFBORG 스웨덴 대사, Guy-Olivier SEGOND 디지

털 결속 기금 회장, 조정남 SK 텔레콤 부회장 겸 CEO, Bruna MOLINA

FAIDUTTI WFUNA(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 사무

차장(Civil Society Human Rights Caucus 대표), Latha GAURI OneWorld

International 기자 겸 SERP(Society for Elimination of Rural Poverty)의 Self

Help Group 회원(Civil Society Grassroots Caucus 대표)*

7. 11월 17일에 열린 6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Sofyan A. DJALIL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Tarek KAMEL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Magda SHNIN 이집트 국제 경제 관계 담당 외무부

차관보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Moritz LEUENBERGER 스위스 부통령, Burchell WHITEMAN 자메이카 정

보부 장관, Martha PINTO DE HART 콜롬비아 통신부 장관, Tarek KAMEL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Thierry BRETON 프랑스 경제금융산업부 장관,

Oscar Chinchilla Guzman 과테말라 전기통신 감독관, Franz MORAK 오스

트리아 국무장관, Zsolt NAGY 루마니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Lyonpo

LEKI DORJI 부탄 정보통신부 장관, Dzemali MEHAZI 마케도니아 교통부

장관, Margarita CEDENO DE FERNANDEZ 도미니카 공화국 영부인 겸 장

관, Alexander LOMAIA 조르지아 교육과학부 장관, Jesus A. MEJA 온두라

스 국가전기통신위원회 위원, Eduardo CALIX 엘살바도르 외무 차관 겸 파

나마 계획(Puebla Panama) 총재, Tulio DEL BONO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장관, Fay HOLTHUYZEN 오스트랄리아 정보통신기술부 통신 담당 부장관,

* Andranik MARGARYAN 아르메니아 총리의 발표 후 터키가 반론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는 6차 본회의 

말미에 Dzemali MEHAZI 마케도니아 교통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반론권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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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JACOBY SALAZAR 니콰라과 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장, Winston

ROBERTS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정보 전략가, Mac HARB 캐나다 상원 의원,

Jorelik TIBNON 마샬 군도 교통부 장관 비서, Tanya VELLA 몰타 대사,

Magaly PAZELLO DAWN(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추진 위원(Civil Society Gender Caucus 대표), Guy SEBBAN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사무총장, Amir DOSSAL

UNFIP(United Nations Fund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 상임 이사,

Sussan TAHMASEBI 이란 시민 사회 조직 교육 및 연구 센터 창립 멤버

(Civil Society Middle East and West Asia Family 대표), Philippe PETIT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부회장

8. 11월 18일에 열린 7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His Excellency Mr. Mohamed GHANNOUCHI 튀니지 총리, Mohammad

SOLEYMANI 이란 통신기술부 장관, Taieb HADHRI 튀니지 과학연구기술

역량개발부 장관, Jean-Michel HUBERT 프랑스 대사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Absalom THEMBA DLAMINI 스와질란드 총리, John Patrick FOLEY 교황

청 대주교, Lynette EASTMOND 바베이도스 상업소비사업개발부 장관,

Abdul Moyeen KHAN 방글라데시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 Lim KENG

YAUK 말레이시아 에너지/수자원/통신부 장관, Abdulamlik AL-MOALEMI

예멘 통신부 장관, Mohamed SAEED 몰디브 교통통신부 장관, Palusalue

FAAPO II 사모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Ali ABBASOV 아제르바이잔 정보

통신기술부 장관, Pehin Dato ABU BAKAR APONG 브루나이 통신부 장관,

John MARBURGER 미국 PPS(President and President's Science) 특별 대표

겸 기술 고문, Ovidio DE JESUS AMARAE 동티모르 교통통신부 장관,

Patricia KALIATI 말라위 정보관광부 장관, Amirzai SANGUIN 아프가니스

탄 통신부 장관, Mohammad SOLEYMANI 이란 통신기술부 장관, Hadja

Aissatou BELA DIALLO 기니 정보부 장관, Frederic DOHOU 베냉 통신/신

기술촉진부 장관, James REGE 케냐 정무 차관, Juan Carlos SOLINES

MORENO 에콰도르 국가전기통신위원회(CONATEL) 회장, Chalalambos

SOTERIOU 키프로스 ICT 전략 기획 담당관, Asadjon KHODJAEV 우즈베키

스탄 통신정보국 정책관, Sergei ALEINIK 벨로루시 대사, Kweronda

RUHEMBA 우간다 대사, Armand TELITI 공공사업교통전기통신부 차관,

Pier Ferdinando CASINI IPU(Inter-Parliamentary Union(IPU)회장, Robin D.

GROSS IP Justice 상임 이사, Edouard DAYAN UPU(Universal 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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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심의관, Donald KABERUKA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 총재,

Mohamed TIJANI BEN JEMAA WFEO(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s) 정보통신 위원회 부회장(Civil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대표), Marcel A. BOISARD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상임 이사, Maud DE BOER

BUQUICCHIO 유럽 회의 사무차장, Lynn ST AMOUR ISOC(Internet

Society) 회장, Shoji NISHIMOTO UN 개발 프로그램(UNDP) 간사

9. 11월 18일에 열린 8차 본회의 의장을 맡은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Moritz LEUENBERGER 스위스 연방 부통령, Taieb HADHRI 튀니지과학연

구기술역량개발부 장관, Masood KHAN 파키스탄 대사, Mohamed

GHANNOUCHI 튀니지 총리, Zine El Abidine BEN ALI 튀니지 대통령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 순).

Andrew Robert YATILMAN 미크로네시아 교통통신인프라부 장관,

Mohamed Jamil MULLA 사우디아라비아 IT/통신부 장관, Adama FOFANA

부르키나 파소 의회지원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 Abdul Rahmane Mohamed

CHALGHOM 리비아 외무부 장관, Oumarou HADARY 니제르 공화국 정보

통신기술부 장관

Bountiem PHISSAMAY 라오스 국무총리실 각료, Nenneh

MACDOUAL-GAYE 감비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Muktar DJUMALIEV 키

르기스탄 대사 겸 상임 대표, Raquel Alexandra POITEVIEN CABRAL 베네

수엘라 대사, Sergio Antonio TORO 볼리비아 상임 이사, Rafael MUENTE

페루 전자정부 및 정보기술국장, Franz Graf von

HARNONCOURT-UNVERZAGT 몰타 통신 위원회장, Adama

SAMASSEKOU 1차 WSIS 준비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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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 및 고위급 회의

1. 2차 WSIS의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2005년 11월

16일과 17일에 각각 두 차례의 원탁회의(Round Table)와 한 차례의 고위급

회의(High Level Panel)가 열렸습니다. 두 차례의 원탁회의는 회원 국가나

정부의 수장에게 "약속 실천: 튀니스 결의안 이행(From Commitment to

Action: Implementation after Tunis)"이란 중요 주제를 놓고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제단체 지도자, 기업 및 시민 사회 주체들과 토론할 기

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위급 회의의 주제는 "발전 지향

적 ICT(ICT for Development)"였습니다. 고위급 회의에는 UN 기관, 기타 국

제단체, 기업 부문 및 시민사회가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에는 세 가지 행사가 포함됐습니다(일정 항목 10).

2. 두 차례의 원탁회의와 한 차례의 고위급 회의에 관한 보고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부록 2A, 2B, 2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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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의사규칙의 규칙 5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

습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초반에 9명을 자격 심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자격 심사 위원회는 1,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UN 창립총회의 자격 심사 위원회 회원 자격을 토대로 선

출해야 한다. 자격 심사 위원회는 각 대표의 자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에 보고해야 한다."

2. 2005년 1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튀니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은 의사규

칙의 규칙 5에 따라 6차 본회의에 UN 창립총회의 자격 심사 위원회 회원

자격을 토대로 하여 카메룬, 중국, 파나마, 포르투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시에라리온**,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자격 심사 위원회로 임명했습니다.

3. 자격 심사 위원회는 2005년 11월 18일에 한 차례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4. Mme Shelley-Ann Clarke-Hinds(트리니다드토바고)가 만장일치로 자격 심

사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5. 그에 앞서 자격 심사 위원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원국 대표와 유럽 공동체 대표의 신임장 심사 결과를 정보사회 세계정상

회담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안서(2005년 11월 18일에 작성)를 받았습니다.

자격 심사 위원회 총무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사무총장의 제안서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수정해서 초기 준비 단계 이후에 받은 신임장과 통신문을 적

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 제안서 1절 및 그와 관련한 성명서에 적시된 대로 자격 심사 위원회 회의

시점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의사규칙의 규칙 3 및 4에서 요구하는 형식

으로 각 대표의 신임장을 아래 112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로부터 받아 정

보사회 세계정상회담에 제출했습니다.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

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

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칠

레, 중국,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북

한, 콩고,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르지아, 독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

* 세인트루시아 대신 트리니다드토바고로 바뀌었습니다.

** 시에라리온 대신 나이지리아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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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

브, 말리, 몰타, 마샬 군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미얀마, 나미

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

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슬로바

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태국, 마

케도니아, 동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

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

트남, 예멘

7. 제안서 2절 및 그와 관련한 성명서에 적시된 대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에 참석할 회원국 대표 임명 관련 정보를 자격 심사 위원회 회의 시점에 회

원국 또는 정부 수장이나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텔레팩스를 통해 또는 관련

담당자의 서신이나 외교상의 구두 통첩을 통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

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해당 회원국은 다음 39개 국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캐나다, 콜롬

비아, 코스타리카, 지부티,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바티칸시국, 이란,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

르기스탄, 라오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로코, 네발, 오만, 파

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몰도바, 세네갈,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타지키

스탄공화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8. 다음 23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회원국은 제안서 3절 및 그와 관련한

성명서에 적시된 대로 자격 심사 위원회 회의 시점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

의에 참석할 대표에 관한 정보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

하지 않았습니다.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콩고, 적도 기니, 피지, 가봉, 잠비아, 가나,

아이티,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아, 몽골, 모잠비크, 파나마, 상투메 프린

시페, 시에라리온, 수단, 토고, 투발루, 짐바브웨

9. 자격 심사 위원회는 현재 보고서의 7절 및 8절에 적시된 회원국 대표의

정식 신임장을 가급적 빨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겠

다는 양해 하에 위에 언급된 제안서 및 그와 관련한 성명서에 열거된 모든

회원국 및 유럽 공동체 대표의 신임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 자격 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 초안을 투표 없이 채택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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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위원회는

"2005년 11월 19일자로 작성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의 제안서에

따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할 대표의 신임장을 심사했으며

"상기의 제안서에 적시된 회원국 및 유럽 공동체 대표의 신임장을

승인한다."

11. 자격 심사 위원회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할 것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에 권고하기로 투표 없이 결정했습니다(아래 13절 참조).

12.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자격 심사 위원회는 현재 보고서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자격 심사 위원회의 권고안

13. 자격 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 초안을 채택할 것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표 자격 심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이에 포함된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고려하여,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조치

14.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서(WSIS-05/TUNIS/DOC/8(Rev.1))를 검토했습니다.

1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자격 심사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했습니다(결의안의 내용은 이 보고서 섹션 C 1장을 참조하십시

오).

16. 다음과 같은 수정된 내용의 부록 A가 11월 18일 19시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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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11월 18일 19시 기준 신임장 접수 상태

1. 11월 18일 19시 현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의사규칙의 규

칙 3 및 4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아래 118개 회원국과 유럽 공

동체로부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에 참석할 대표의 정식 신임

장을 받았습니다.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

로루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칠레, 중국,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브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북한, 콩고,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

아, 유럽 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조르지아, 독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

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

카, 일본, 요르단, 케냐,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

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샬 군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

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태국, 마케도니아, 동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할 회원국 대표 임명 관련 정보를 자격 심

사 위원회 회의 시점에 회원국 또는 정부 수장이나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텔

레팩스를 통해 또는 관련 담당자의 서신이나 외교상의 구두 통첩을 통해 정

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해당 회원국은 다음 34개

국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콜롬비

아, 지부티,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과테말라, 바

티칸시국, 이란,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탄, 라오스, 리

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네발, 오만,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세네갈,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공화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3. 11월 18일 19시 현재, 아래 21개 회원국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참석

할 대표에 관한 정보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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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콩고, 적도 기니, 피지, 가봉, 잠비아, 가나, 아이티,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아, 몽골, 모잠비크, 파나마, 상투메 프린시페, 시

에라리온, 수단, 토고,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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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이해관계자 행사 보고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5차 본회의의 일반 회의에 이어 다음과 같은 이해

관계자 행사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Jean REVEILLON WEMF 협회장 - 2회 세계 전자 미디어 포럼(the World

Electronic Media Forum II), José Luis MACHINEA UNECLAC 사무국장 -

UNECLAC/UNECA/UNESCWA/UNESCAP/ITU/OECD/UNCTAD/UNES

CO/세계은행/ECOSTAT 공동 프로젝트 및 행사 “정보사회 평가(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 일반 회의(일정 항목 9)가 끝난 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8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 행사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일정 항목 11, 시

간 순).

Titi AKINSANMI(WSIS Youth Caucus 산하 SchoolNet Africa 글로벌 촉진

자) - 국가 청소년 캠페인 및 튀니스 WSIS 이후의 청소년 세대 전망

(National Youth Campaigns and Beyond Tunis as youth), Richard

MCCORMICK 국제 상업 회의소 명예회장 - “정보사회의 중요 문제에 대한

사업적 견해(The Business View on Critical Issue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Shuichi IWATA(국제학술연합회의 산하 CODATA 회장) -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공유(Information Commons for Science Initiative),

Robert AYMAR(CERN 총재) - 아프리카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African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ing), Elizabeth LONGWORTH(UNESCO

정보사회부장) - 2차 WSIS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UNESCO 행사(UNESCO's

Parallel Events during the Tunis phase of WSIS), Inès

CHERMITI(Association Jeunes-Sciences de Tunisie(Congres Mondial des

Jeunes 대표)) - 국가 및 정부 수장과 국제단체에 전하는 청소년의 메시지

(Message of Youth to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n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oe SHIRLEY, Jr(Navajo Nation/OCCAM 회

장) - 토착민과 정보사회(Indigenous Peoples and the Information Society),

José Antonio OCAMPO(UN 사무차장) - UN ICT 특별 대책반이 WSIS 절차

에 미치는 기여도(UN ICT Task Force and its contribution to the WSIS

process), Mondher BEN AYED(Union Tunisienne pour l'Industrie, le

Commerce et l'Artisanat(UTICA)) - 2차 WSIS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UTICA

행사(UTICA's events during the Tunis Phase of WSIS), Karmelo SA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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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MANZA(바스크 지방자치제 협회장)과 Abbes MOSHEN(튀니스 시

장 겸 튀니스 지방자치제 협회장) - 제 2회 정보사회에 관한 도시 및 지방

기관 정상회의(Second World Summit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Information Society), Alex BYRNE(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 - “도서관

- 현실화된 정보사회(Libraries - the Information Society in Action”, Viola

KREBS(IC Volunteers 사무총장) - “자원 봉사와 ICT에 관한 컨퍼런스 및 캠

페인(Conferences and Campaign on Volunteering and ICTs)”, Hiroshi

KAWAMURA(DAISY 컨소시엄 산하 WSIS 대표) - 정보사회 속의 장애인과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Disabi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Lettie TEMBO-LONGWE(WSIS Gender Caucus 임시 의장/세계 라디오 지역

방송인 협회 회원) - “WSIS 결의안 이행: Gender Caucus의 과거, 현재, 그리

고 미래(WSIS Implementation: Gender Caucus past, present and post

Tunis)”, Essayed NAGIA(아프리카 연합 위원) - “만인이 참여하는 정보와

지식 공유 사회의 다국어 사이버 공간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for a

Multilingual Cyberspace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in the Information

and Shared Knowledge Society)”에 관한 보고서, Francis MUGUET(ENSTA

과학정보개발연구소장) - 과학 정보의 접근 개방(Open Access to Scientific

Information), Rinalia ABDUL RAHIM(GKP(Global Knowledge Partnership)

상임 이사 - 글로벌 지식 파트너십 포럼(Global Knowledge Partnership

Forum), Roberto BLOIS(ITU 사무차장) - 2차 WSIS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ITU 행사(ITU's events during the Tunis phase of WSIS)

3. 이해관계자 행사에 관한 발표 과정에서 2회 세계 전자 미디어 포럼(World

Electronic Media Forum II)에 대해 발표하던 WEMF 협회장 Jean

REVEILLON은 "WSIS에 전하는 WEMF의 메시지(Message of WEMF II to

the WSIS)를 언급했습니다. WEMF는 2005년 11월 16일에 채택한 이 메시지

를 UN 사무총장과 Shashi Tharoor 통신정보 담당 사무처장에게 2005년 12

월 12일에 전달했으며 Shashi Tharoor 사무처장은 이를 Yoshio Utsumi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메시지 전문은

http://www.itu.int/wsis/documents/listing.asp?lang=en&c_event=s|2&c_typ

e=co|ngo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그와 유사하게 Karmelo SAENZ DE LA MANZA 바스크 지방자치제 협

회장과 Abbes MOSHEN 튀니스 시장 겸 튀니스 지방자치제 협회장은 제 2

회 정보사회에 관한 도시 및 지방 기관 정상회의에 대해 발표할 때 2005년

11월 11일 빌바오에서 채택한 제 2회 정보사회에 관한 도시 및 지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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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을 언급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Yoshio Utsumi 정

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선언문은

http://www.itu.int/wsis/documents/listing.asp?lang=en&c_event=s|2&c_typ

e=co|ngo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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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스 결의안" 채택

1. 준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준비위원회장이 제안

서 형식으로 제출한 "튀니스 결의안"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WSIS-05/TUNIS/DOC/7).

2.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튀니스 결의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튀니스 결의안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섹션

A 1장을 참조하십시오).

3. 다음과 같이 입장 성명서가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A. 미국의 해석:

1. 정보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정보

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결의안과 튀니스 일정(Tunis Commitment and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에 대해 기꺼이 동의합니다. 미국

은 이 입장 성명서를 이번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공식 기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하기에 명시된 해석을 바탕으로 찬성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 미국은 세계 인권 선언 19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사회의 본질적 토대

로서 모든 사람에게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한 권리에 각종

매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구하거

나 받고 전달하면서 의견을 고수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3. 이 과정 전체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가 진행하는 활동의 초석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돼야 한

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정보사회 세계정상

회의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추적하여 디지털 사회의 혜

택을 만인에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은 정보사회 건

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의 부록은 직설적이고 간략한 형식으로 제작되기를

거듭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미국은 튀니지 결의안 8절과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 85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부의 역할과 별도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과 같은 WSIS의 이행 성과 및 추

적 과정에 뜻을 함께한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그리고 국제단체와 지역

단계가 참여하여 그 능력과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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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미국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성과 평가에 참여할 ECOSOC와 UN

과학기술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의 역할이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에 간결하게 설명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UN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

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UN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WSIS의 성과 평과 결과

가 ECOSOC에 반영된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튀니스 결의안 3절의 "개발 권리"라는 용어는 모든 개인이 시민의 평등권

과 참정권을 폭넓게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지적 능력이나 타인의 능력을 개

발할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은 이해하고 있습니

다. 인권 축소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개발을 소홀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

니다.

6.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결의안과 튀니스 일정에 명시된 여러 용어

가 정보사회의 양호한 지배구조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미국은 주

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지배구조'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인권과 법규를 존중하는 (반경쟁 정

책을 포함한) 건실한 경제 정책, 건설한 민주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했습니다.

7. 튀니지 결의안 17절에 언급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양호한 기업 지배구

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래를 염두에 둔 대화에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

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8.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 결의안 문서(A/60/L.1) 27절에 명시된 바와 같

이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적절하고 규칙에 근거를 둔 보편적 다국간 무

역 제도에 의미심장한 무역 자유화가 추가돼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은 튀니

지 결의안 31항의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UN 세계정상회의 결의안 문서에 명

시되어 있듯이 무역 자유화는 전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

하며 무역이 경제 성장, 고용 및 만인을 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합니다.

9.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지 일정 8~9절, 54절, 그리고 89절의 기술 이전

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 협의 조건에 따른 기술 이전"이란 구

절의 경우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기술과 노하우는 반드시 자유로운 협상

을 거친 상호 간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은 해석했습니다.

이전자와 이수자가 정부, 민간 사업체 혹은 그 어떤 주체이든 이런 전제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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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 채택

1 준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준비위원회장이 제안

서 형식으로 제출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 초안을 검토했습니

다(WSIS-05/TUNIS/DOC/6(Rev.1)).

2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정보사회 건

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섹션 B 1장을 참조하십시오).

3 다음과 같이 입장 성명서가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A. 코스타리카의 해석: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Document

WSIS-05/TUNIS/DOC/6(Rev.1))에 관해...

13절. 코스타리카는 13절의 어떠한 표현도 ICT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투자

정책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며 앞으로도 코스타리카는 전

국민이 어디서든 공평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IC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ICT에 대한 공공투자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14절. 코스타리카는 투자의 출처가 공공부문이든 혹은 민간부문이든 구애 받

지 말고ICT 인프라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가급적 빨리 이

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14절을 해석했습니다.

16절. 국내 실정과 법적 체제에 맞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ICT에 대한 투자는 그 특성상 공공투자가 핵심을 이루게 될 것으로 코스타

리카는 예상합니다.

21절. ICT를 보편화하는 데 필요한 공적 자금에는 ICT 인프라에 대한 회원

국의 간접 투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코스타리카의 해석입니다.

B. 미국의 해석:

미국이 제출해서 위의 7장에 소개한 입장 성명서에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지 일정"에 대한 해석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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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기초 보고서 채택

1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조사 위원은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

의 기초 보고서((WSIS-05/TUNIS/DOC/9)를 발표했습니다.

2 8차 본회의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이 기초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

사 위원에게 보고서를 완결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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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튀니스) 폐회

1 2005년 11월 18일 8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는 Yoshio UTSUMI ITU 사무총

장 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사무총장, Moritz LEUENBERGER 스위스 연

방 부통령, 그리고 Zine El Abidine BEN ALI 튀니지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2 그리고 8차 본회의에서 튀니지 대통령이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폐회

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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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WSIS 개회 이전에 작성된 문서 목록

다음과 같은 문서 WSIS 개최 준비 과정에서 작성됐습니다.

A. 공식 문서:

1.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일정 초안(WSIS-05/TUNIS/DOC/1)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의사규칙의 규칙 7 수정 초안

(WSIS-05/TUNIS/DOC/2)

3.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형식 제안서(WSIS-05/TUNIS/DOC/3)

4.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과정 보고서(WSIS-05/TUNIS/DOC/4)

5. WSIS 상황 점검 보고서(WSIS-05/TUNIS/DOC/5)

6.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튀니스 일정" 초안

(WSIS-05/TUNIS/DOC/6(Rev.1))

7. "튀니스 결의안" 초안(WSIS-05/TUNIS/DOC/7)

8.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자격 심사 위원회 보고서

(WSIS-05/TUNIS/DOC/8(Rev. 1))

9.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기초 보고서(WSIS-05/TUNIS/DOC/9)

B. 행정 문서:

1. 참석자 정보(WSIS-05/TUNIS/ADM/1)

2.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일정 부록(WSIS-05/TUNIS/ADM/2)

3.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창립총회 일정 초안

(WSIS-05/TUNIS/ADM/3)

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관한 간행물, 문서 및 기타 인쇄 자료 배포 가

이드라인(WSIS-05/TUNIS/ADM/4)

5. 동시 진행되는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WSIS-05/TUNIS/ADM/5)

6. 최종 8차 본회의 일정 초안(WSIS-05/TUNIS/AD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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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A

WSIS 1차 원탁회의

"약속 실천: 튀니스 결의안 이행"

WSIS 1차 원탁회의는 2005년 11월 17일에 튀니스에서 "약속 실천: 튀니스

결의안 이행"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

되어서 다채로운 국가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토론 진행은

Guy Olivier Segond 디지털 결속 기금(DSF) 회장이 맡았습니다. 원탁회의에

는 9명의 국가 또는 정부 수장 및 장관, 4명의 국제단체 대표, 3명의 기업

부문 대표, 그리고 2명의 시민 사회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정보사회 발전을 촉진할만한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결의안 이행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 탓인지 이

해관계자들의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략은 문화적

특성과 같은 각 국가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국가는

포괄적인 E-전략과 E-정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그러나 ICT 부문의 기술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전

략 역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석자

들은 세 가지 사항, 즉 협력관계 구축,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가 성공의 관건이므로 더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

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ICT 환경을 구현하려면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시장의 원

리에 맡기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빈민층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지

적도 부각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혁신적인 재정지원체제가 필요합니

다.

인프라 관련 문제만 대두됐던 건 아닙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지어로 된 지

역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토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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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면당하는 실정이 정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손꼽

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보사회를 건설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이

인적 능력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원격 진료, 전자

정부,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정보사회가 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새로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

니다. 혁신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

로든 젊은 세대가 정보사회에 참여하고 ICT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

소년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E-전략은 모든 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 문제도 더욱 자주 논의돼야 하고 성비의 균형을 이룬

참여를 유도할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ICT 부문 기술의 특성 때문에 정보사회의 발전

에 초점을 맞춘 국가 전략 역시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

조했습니다. 특히, 개도국은 급격한 기술 진보를 발판 삼아 연결성을 개선하

고 ICT의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개도국은 중장기적으

로 달성하려는 목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전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도국의 많은 대표들은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습

니다. 일부 대표는 일단 지역사회 발전에 주력하면 상당한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표명했

습니다. ICT가 선사하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충분한 인적 능력을 중장기

적으로 배양하는 멀티미디어 센터나 지식 센터를 건립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개도국의 의견이었습니다.

정보사회 발전에서 민간부문의 두드러진 역할도 화제로 부각됐습니다. 심지

어 선진국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적합한 사업 모델을

찾는 일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가격이 ICT 보편화의

관건인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재정지원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석자들은 정보사회의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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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습니다. ICT 평가를 통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최적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제가 많습니다. 일부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비교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참석자:

진행자: Guy Olivier Segond 디지털 결속 기금(DSF) 회장

서기: ITU 소속 Abdelkrim BOUSSAID

국가 또는 정부 수장 및 장관(알파벳 순)

Laurens-Jan BRINKHORST - 네덜란드 경제부총리 겸 장관

Luísa DIAS DIOGO - 모잠비크 총리

José Mariano GAGO - 포르투갈 과학/기술/고등교육부 장관

Tarek KAMEL -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Lim KENG YAIK - 말레이시아 에너지/수자원/통신부 장관

Abdul Moyeen KHAN - 방글라데시 ICT/과학부 장관

Alhaji Aliu MAHAMA - 가나 부통령

Zsolt NAGY - 루마니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Gaspar TARTE - 파나마 정부 혁신 담당 대통령 비서

국제단체(알파벳 순)

Paolo GARONNA - UN 유럽 경제위원회(UNECE) 담당관

김학수 - UN 아시아태평양경제위원회(ESCAP) 사무국장

Supachai PANITCHPAKDI -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Katherine SIERRA - 세계은행 부총재

기업 부문(알파벳 순)

Kiran KARNIK - NASSCOM 회장

Ahmed MAHJOUB - Telecom Tunisia CEO

Paul TWOMEY - ICANN CEO

시민 사회(알파벳 순)

Gbenga SESAN - JAN(Junior Achievement of Nigeria) 산하 라고스 디지털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Jeet SINGH - IT for Change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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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B

WSIS 2차 원탁회의

"약속 실천: 튀니스 결의안 이행"

WSIS 2차 원탁회의는 2005년 11월 17일에 튀니스에서 "약속 실천: 튀니스

결의안 이행"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

되어서 다채로운 국가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토론 진행은

Yoshinori Imai NHK(일본 방송사) 주필이 맡았습니다. 원탁회의에는 10명의

국가 또는 정부 수장 및 장관, 4명의 국제단체 대표, 2명의 기업 부문 대표,

그리고 4명의 시민 사회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차 원탁회의에서는 제네바 행동 계획의 목표와 목적을 이행할 때 직면하는

과제와 성과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공 전기통

신 사업체 자유화 및 민영화, 기술 통합, 그리고 제휴 관계 활용과 같은 ICT

전략 및 정책을 한 가지 모델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

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가 자국이 이용할 수 있

는 자원과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전략과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ICT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

결 기술(유무선, 협대역 또는 광대역)이나 응용 분야(전자정부, 원격 진료, 온

라인 교육, E-농업)와 같은 특정 사안에 각기 다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개도국 대표들은 부족한 재원과 기타 개발 관련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정한 포괄적 정보사회를 건설하면서 직면하는 주요 난제로 인

프라 구축, ICT의 접근성과 가격 합리성 향상, 국가 계획 실현에 필요한 재

원 확보를 손꼽았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ICT 전략을 교육, 건강, 과학 연구

및 무역과 같은 국가 발전 계획과 긴밀히 연계해야 ICT 전략의 효과가 극대

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부문 대표는 휴대전화와 같은 핵심 기술 이용

비용을 줄일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부가 전

기통신 부문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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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WSIS가 발족된 이후 정보사회 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

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

다.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보사회를 건설하려면 ICT 부문의 반경쟁적 지

원 환경을 개발하기 용이한 탄탄한 법적 체제를 국가가 구축해야 한다는 의

견이 부각됐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가장 효율적인 규제 방법을 찾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제단체와 개발기관의 지원자 역할이 대단

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CT 부문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에 따라 그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은 여러 가

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방식의 국제 공

조가 시급합니다.

모든 참석자는 ICT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공감했

습니다. ICT는 생산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선

사합니다. 더군다나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혀야만 기회가 생기는 분야도 많

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ICT가 국가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다고 강조했습

니다. 현신적인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은 ICT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정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통신 인프라 하나에 따라 전자정부

의 성공이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국가가 인적 능력

배양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ICT 사용 능력 배양을 가장 까다로운 목

표로 삼아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여 없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 사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단체가

WSIS 성과 평가 활동에 대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여건이 필요한 집단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보사

회의 포괄성을 유지하려면 개방형 표준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

니다. 또한 그들은 지속 가능한 정보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사회 발전에서 민간부문의 특별한 역할도 화제로 부각됐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ICT 부문 기술의 특성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대폭 늘고 있습니

다. 민간부문은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 저렴한 기술, 그리고 적절한 애플리케

이션을 구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여러 이해

관계자가 공조하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5년까지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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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운영 수준의 시민 사회 단체

와의 적절한 공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간부문은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낙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무렵이면 전 세계 휴대전화 이용자

수는 5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개발 과정에서 ICT 활용이란 것을 단순히 기술을 이용한

다는 시각이 아니라 ICT 제품을 생산 및 제조함으로써 기술을 완전히 터득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이런 제품의 수요자가 아니

라 공급자로서 정보사회에 참여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전기통신 정책으

로 구성된 블루북(Blue Book)이 일례로 언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제단체와 개발기관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수불가결

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단체와 개발기관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WSIS 결의안 이행 과정에 도움이 될만한 폭

넓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

는 데 있어 국제단체와 개발기관의 역할은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화를 촉진하는 "세상 연결

(Connect the World)"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

다.

참석자:

진행자: 토론 진행은 Yoshinori IMAI NHK(일본 방송사) 주필이 맡았습니다.

서기: ITU 소속 Abdelkrim BOUSSAID

국가 또는 정부 수장 및 장관(알파벳 순)

ALVAREZ HOTH - 멕시코 통신부 차관

Absalom Themba DLAMINI - 스와질란드 총리

Ignacio GONZALES PLANAS - 쿠바 정보통신부 장관

Diallo HADJA AISSATOU BELLA - 기니 정보부 장관

Masood KHAN - 파키스탄 대사 겸 UN 및 제네바의 기타 국제단체 상임

대표

Sora-at KLINPARTOOM -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Moritz LEUENBERGER - 스위스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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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 Guillermo MORENO - 아르헨티나 통신부 장관

Pakalitha MOSISILI MP - 레소토 총리

Phillip PAULWELL - 자메이카 상업과학기술부 장관

국제단체(알파벳 순)

Roberto BLOIS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차장

José Luis MACHINEA - UN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UNECLAC) 사무국장

José Antonio OCAMPO - UN 경제 및 사회 담당 사무차장

Mervat M. TALLAWI - UN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UNESCWA) 사무국장

기업 부문(알파벳 순)

Yvon LEROUX - Cisco Systems 부회장

Veli SUNDBAECK - Nokia 부사장

시민 사회(알파벳 순)

Mohamed Elyes BEN MARZOUK - Organisation tunisienne des jeunes

médecins sans frontières 회장

Monthian BUNTAN - 태국 ABWBU(Association of the Blind World Blind

Union) 회장

Tatiana ERSHOVA - 정보사회 글로벌 지식 파트너십 기관(The Institute of

the Information Society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단체장

Anriette ESTERHUYSEN - 첨단통신협회(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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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C

WSIS 고위급 회의 보고서

WSIS 고위급 회의: "발전 지향적 ICT"

'발전 지향적 ICT'에 관한 WSIS 고위급 회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일

환으로 2005년 11월 16일에 튀니지에서 열렸습니다. 고위급 회의는 패널과

청중 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탄력적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

다. 토론 진행은 Eli Noam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명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알파벳 순)

• Laurens-Jan BRINKHORST - 네덜란드 경제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 Pape DIOUF - DAPSI(Diaspora Africaine po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회장

• Phillip PAULWELL - 자메이카 상업과학기술부 장관

• Noah SAMARA - WorldSpace CEO

• Yoshio UTSUMI -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ICT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ICT가 만인

에게 선사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고 패널들은 설

명했습니다. 정보사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ICT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회원국들은 피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ICT는 2015까지 추진할 예정인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핵심 과제인 빈곤 퇴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입

니다. 2차 WSIS는 결의한 이행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정보사회 확

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패널과 청중은 WSIS를 계기로 시작된 전 세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SIS 결의안 이행 과정에 시민

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

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대중의 의식을 고취하고 대중이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간부문 및 정부와 함

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새천년 발전 목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발전

목표에 적합한 전략을 공유하고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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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디지털 격차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

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하며 각 국

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패널들은 디지털 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접근성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진보하는

ICT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보 격차 문제를 다룰 때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바

라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은 많은 개도국에 중요한 과제이며

통신을 지원하는 모든 ICT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칩니다. 패널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CT에 대한 개도국의 중요한 필

요사항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서 선진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재활용 하드웨

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디지

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식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정

보의 민주화'에 일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패널과 청중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개

도국이 주어진 상황에서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응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

니다. 이를테면, 개도국이 ICT 보편화를 촉진하는 데 비용이 중대한 걸림돌

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

려 더 적절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텔레센터를 건립하여 정

부, 지역, 비정부 조직 및 개인 기업가의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ICT 인프

라를 새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휴관계 구축이 성패를 좌우하

는 핵심 요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사회

를 연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WSIS 이행

과정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조하는 방식이 더욱 활

성화돼야 합니다. 10억 명의 인구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서비

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 세계 연간 투자액의 1% 미만이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ICT 부문에 내재된 잠재력의 진가가

입증된 셈이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관계

구축을 촉진하는 "세상 연결(Connect the World)"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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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재정지원체제를 개발하는

방안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도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공조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Grameen Foundation이 개발한 소액 대출 모델이 일례로 손꼽혔습니다. 패

널은 디지털 결속 기금과 같은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의 가치를 거론하면서

격차 해소에는 자금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늘리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의문은 ICT 사용자가 50억 명에 이르는 데 앞으로 얼

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패널들은 격차 해소에는 지원 환경 구현과

더불어 막대한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새로운 ICT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적합한 사업체

나 조직을 찾으려면 장려책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런 장려책은 전통적인 사업 모델로는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오지

에 특히 중요합니다.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해 합리적 비용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새에 많은 국가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목

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신설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보완할 재정지원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법적 체제 설계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CT 확대는 필

연적인 운명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ICT를 구축하는 데 도움

이 될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 국가 발전 계획에 따른 ICT 확대 과정에서 안

내서 역할을 할 종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가까운 미래에 연결성 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법적 체제를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국적 조직을 지원하는 일이 목표 달성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패널들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패널들은 이 분야의 모범 사례를 적극

적으로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인도의 사례와 인도

의 오지 연결 전략은 지원 환경 구축이 전통적인 재정지원체제보다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전략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전자 미

디어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국어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로 된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

발하는 일이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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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ICT가 개도국과 선진국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선사한다고 강

조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데 ICT는 이런 양상을 촉진

합니다. 많은 국가는 ICT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

니다. 또한 ICT 덕분에 기업들이 틈새시장을 찾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사

업 활동 범위를 국제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패널들은 ICT가 발전을 가속화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반면, 새로운 위험

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스팸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갈수록 중요한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단체

의 참여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2005년에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정

치, 경제, 사회 문제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

리했습니다. ICT의 막대한 가치를 인식한 국가들은 발전 가속화를 위해 ICT

활용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처할 준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