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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일시
제목

guardian.co.uk, 5월 8일
http://www.guardian.co.uk/money/2009/may/08/internet-digital-divide
英 소비자 단체, 인터넷 소외 경고

□ 주요 내용
o 영국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의 보편적인 참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접속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함
- 소비자 단체 Consumer Focus는 광대역이 빠르게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동안, 많은 가구가 필요한 장비와 수신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형편에
고전하고 있다고 경고함
- 또한 다른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음
o 광대역 이용료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낮아졌지만, Ofcom의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광대역의 전체 보급률은 현재 가구의 60% 이하로 나타남
- 영국의 1천7백만 비이용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에서도 저소득층, 모바일만 이용하는 가정, 장애인 중 고령층으로 나타남
o Consumer Focus는 “정보소외(digital exclusion)”가 기존의 불이익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함
- 영국의 저소득층 기준인 소득 11,500파운드인 가구의 1/4 이상이 가정에서
광대역을 이용하는데 비해, 가구소득 30,000파운드 이상인 가정의 77%가
광대역을 이용
o George and Lennard Associates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물리적인 연결 제공에 있어 넓게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제한된 초점은 소비자가 현실로 직면한 장벽들, 경제성 및 사용성을 경시하며,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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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nsumer Focus는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들(ISPs)이 에너지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사회 관세(social tariffs) 도입을 제안함
- 또한 정부에 Digital Britain과 정보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할 것을 권고
o 사업, 기업, 규제개혁부(BERR)의 대변인은 “우리는 광대역 접속을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6월에 발간할 최종 Digital
Britain 보고서는 광대역의 이용가능성과 수용성 모두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IT를 이용할 기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Digital Britain의 행동들을 실행하도록 도울 정보참여
챔피언(Digital Inclusion Champion)을 곧 발표할 것이다.”

□ 시사점
o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
임을 강조하고 있음
o 추후 Digital Britain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정책 및 실천방법들에 대한 제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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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일시
제목

ITU, 5월 7일
http://www.itu.int/newsroom/press_releases/2009/12.html
ITU, 세계 전기통신 개발회의 2010을 위한 아태지역 준비회의 개최

□ 주요 내용
o ITU의 세계 전기통신 개발회의 2010(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2010)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준비회의가 5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결론을 내림
- 회의의 주요 목적은 2010에 계획된 WTDC를 앞두고 ICT의 발전을 육성하는
지역 전략을 개발하는 것
o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문화부 차관 Dato' Joseph Salang이 주관하고,
ITU 사무부총장 Houlin Zhao, ITU 전기통신개발국장 Sami Al Basheer Al
Morshid가 참석함
-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문화부의 Abu Hassan Ismail은 이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됨
- 25개국에서 온 74명의 정부 대표들과 13개 운영기관, 지역 및 국제단체들에서
온 23명의 대표들이 참석함
o Salang 차관은 정보격차해소, 광대역 네트워크 개발, 인간능력 개발, 증가하는
ICT의 컨버전스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Al-Basheer 국장은 아태지역의 ICT의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국가들 간의 격차를
인정하며, 인프라 향상, 적절한 환경 구축, 긴급 커뮤니케이션 강화, 인간 능력
격차 해소,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Zhao 사무부총장은 현재의 경제 침체가 갖는 도전들을 시급히 언급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을 주류에 편입시킬 필요성을 언급함
- 이 회의는 모두, 특히 여성, 청소년과 어린이, 원주민,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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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6 WTDC 도하 행동계획의 검토에 따라, 이 회의는 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5개 지역 사업으로 통합된 미래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4년
간의 연구 주제들을 확인함
o 쿠알라룸푸르 회의로부터 나타난 지역 계획들은 5개 우선 분야들로 모아짐
- 최빈개도국(LDCs), 소도서개발국가(SIDS), 내륙국가들의 특별한 요구
- 긴급 통신(Emergency communication)
- 디지털 방송
- 도시와 농촌 지역의 광대역 접속
- ICT/전기통신 정책과 규제

□ 시사점
o 국제적인 정보화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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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5월 6일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iiCNzWaBmvlZ-xs
출처일시 M-A5J9sfBwVAg
출처,

제목

EU 의원들, 인터넷 불법복제 단속에 반대

□ 주요 내용
o EU 의원들은 음악, 영화, 동영상을 법원 명령 없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 차단에 반대함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투표는 인터넷 불법복제에 대해
계획된 프랑스의 단속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옴
o EU 의회에서 의원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법원 명령 없이
제한될 수 없다는 광범위한 통신 개혁 종합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함
o 프랑스 정부 계획은 새로운 국가 기관이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이메일 경고문을
보낸 다음 편지를 보내고,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1년 동안 인터넷 계정을
일시 중지하는 것임
- 의원들은 4월에 프랑스 의회의 본 법안을 거부했고, 니콜라스 사르코지 정부는
충격을 받은 가운데 다음 주에 다시 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시사점
o 프랑스에서는 지난 13일 논란 끝에 인터넷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앞으로 본 법안의 효과를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EU에서는 인터넷 규제를 이유로 반대하였는데, 인터넷 규제로부터 올 수 있는
산업의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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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일시
제목

ScienceAleart, 5월 12일
http://www.sciencealert.com.au/news/20091205-19114.html
호주 학생들, 4명 중 1명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

□ 주요 내용
o 호주 가톨릭 대학교(ACU 국립) 캔버라 캠퍼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4명 중 1명은 사이버불링(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음
- 일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는 7~10세 학생 약 700명과 160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13개월
동안 진행됨
o ACU 국립 교육 강사 Jill Burgess는 사이버불링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잔인하고 적대적인 행동의 반복과 권력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함
- “기술의 안전한 사용은 교과 과정에 걸쳐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문서
작성, 에세이 작문, 조사를 위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프로토콜과 e-안전 전략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는다.”
-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 전략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서보다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배운다고 지적함
o 수석 연구원 McLoughlin 부교수는 호주의 학교들이 e-안전 정책 및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호 행동에 대해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단순히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금지 및 필터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
책은 아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보호 행동과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o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특히 학교 교육과정
에서의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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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eb, 5월 11일
http://www.itweb.co.za/sections/computing/2009/0905111032.asp?O=FPT
출처일시 OP&S=IT%20in%20Government&A=ITG
출처,

제목

남아공, 교사 노트북 계획 발표

□ 주요 내용
o 남아공 교육부 장관 Naledi Pandor는 교사 노트북 계획(Teacher Laptop
Initiative)을 위한 규정을 비준함
- 1998년 교육자고용법(Employment of Educators Act of 1998)에 따르면, 정규
고용된 교사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노트북을 구입할 자격을 갖게 될 것임
- 교사 노트북 계획은 11,750랜드(약 164만원)정도 하는 노트북을 위해 40만 명
이상의 교사들에게 매월 195.83랜드(약 2만7천원)를 60개월 동안 제공할 예정
o 교육부(DOE)의 성명서에 의하면, 이 계획은 교육 및 학습에서 ICT를 개선할
목적을 위한 중요한 전략의 일환임
- 이 계획은 모든 교사가 노트북을 소유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교사 노트북 계획은 지난해 말 발표되었는데, 교육부가 모바일 컴퓨터 계약을
거절한 뒤에 주목을 받음
- 이 계약은 모바일 저가 노트북을 24만 명에게 제공하기 위해 Rectron社와의
3억3천만 랜드(약 462억 원) 계약에 서명하려 했던 것임
o 교사 노트북 계획 하에서, 교육부의 최소 요구 사항과 조건에 부합하는 노트북
패키지를 갖게 될 것임
- 이 수당은 5년 동안 운영될 것이며, 초기 60개월 기간 후에 갱신할 수 있음
□ 시사점
o 학생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먼저 교사의 정보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의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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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5월 12일
http://sev.prnewswire.com/computer-electronics/20090512/DC1512312052
출처일시 009-1.html
출처,

제목

美, 검찰총장들에게 온라인 안전 챔피언 상 수여

□ 주요 내용
o 온라인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관인 Stop Internet Predators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로드아일랜드 검찰총장 Patrick C. Lynch,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 Roy Cooper, 메릴랜드 검찰총장 Doug Gansler, 플로리다 검찰총장
Bill McCollum에게 “온라인 안전 챔피언 상”을 수여함
- 이 상은 Stop Internet Predators가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전 미국 및 지역사회 모두의 법률가, 정책 결정자,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수여
o

“Lynch

검찰총장은

로드아일랜드

검찰총장인

동시에

전국검찰총장연합

(NAAG) 회장으로써 기술의 영역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다. Roy Cooper 검찰총장은 범죄자들이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강한 법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있어 전국 및 주 단위에서 리더가 되어 왔다. Gansler 검찰총장은
메릴랜드 주 어린이들을 성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McCollum 검찰총장은 2005년에 만든 플로리다 주의 아동 범죄자
사이버범죄단에서 아동 인터넷 안전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이러한 강한 노력으로
온라인에서의 아동 안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Stop Internet Predators의
전무이사 Stacie Rumenap)
o Stop Internet Predators는 Stop Child Predators의 프로젝트로,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해 부모와 지역사회 교육과, 어린이들의 프라이
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위해 시작함
□ 시사점
o 건강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의 사례로, 우리의 경우 정보문화
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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