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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OECD 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서울 선언에서는 인터

넷이 통신, 협력, 혁신, 창조성, 생산성 개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되고 분산화된 플랫

폼을 제공함을 인정한다. 서울 선언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열린 인터넷 경제: 혁신 및 성

장 동력 창출 관련 OECD 고위급 회담에서는 인터넷의 강점과 활력이 고속 네트워크에 대

한 접근 용이성, 개방성 및 사용자 신뢰에 따라 좌우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OECD 회원국과 이집트, OECD 비즈니스 및 산업 자문위원회(BIAC), 인

터넷 기술위원회(ITAC)를 포함한 이해 관련 당사자 대표가 참여한 본 고위급 회담에서는 

인터넷의 개방성 및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단계가 되는 인터넷 정책 결정과 관련된 

다수의 기본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우리는 인터넷이 이용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임을 

인정하고 모든 인터넷 관련 정책 결정에서는 개방성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인권과 법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비즈니스계, 시민사회, 인터넷 기술위원회 및 학술 기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들이 진행 중인 인터넷의 발전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회의 번영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한

다.

우리는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 환경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망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며 그러한 환경의 조성이 혁신을 장려하고 인터넷 경

제 및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농어촌이

나 도서벽지 지역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그러한 공공 개

입은 시장 경쟁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수요 창출의 중요성과 함께 노령화 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의 장려뿐 아니라 과

학, 교육, 보건, 교통,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영역에서 브로드밴드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IPv6, Semantic Web,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새롭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프

로토콜이 기회의 확대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및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등

장했음을 인정한다. 또한 최근의 천재지변 발생 사례에서 탄력적인 네트워크가 정보 공유 

및 신속한 구조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