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계화이 국제적 함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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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통신분야는 혁명적 발전을 거듭하고 았다. 컴퓨터와

통신， 방송 분야의 모든 매체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광통신과
통신위성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5 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07국

가를 중섬으후 추진하고 았는 GII(Global Information In잠astructure)는 바로
전지구적 규모에서 초고속 광대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라할 것이다.

최근에 이려한 GII의 선구적인 형태로 인식되는 것이 이른바 ‘빅뱅’같이 확산
되고 있는 인터넷(Intemet) 이다. 미국 연방네트워크 위원회 (Fe뼈
de앙ra
띠lN‘e앙twor
과4퍼‘ }
Council)는 인터넷을

소공간에

논리적으로

CD IP(Intemet

Protocol) 에 기반해 전지구적으로 특정한 주

연결되면서

(2)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l

Intemet Protoc이)을 사용하는 통신을 지원하며 @ 공 · 사적으로 고도의 서비스
를 제공 또는 이용 가능케 하는 ‘지구적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

www. ÍÌ1c.gov).
최근 들어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시 · 공간은 도E로 압축되어 사회관계의 제 분야에서 많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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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라한 현상은 1990 년대 들어와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WWW) 이 등장하여 인터넷 이용이 국가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
전문적인 단체에서 일반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은 컴퓨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융합에 따른 통신혁명으로

각종 통신네트워크의 국제적， 세계적 연동이 이룬어진 결과이다。 인터넷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다른 매체나 채널보다

더 유연하며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매체의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을
뿐더러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국제관계 등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
치고 있고， 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히받 정보기술산업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섣로 대단하였다. 이
는 미국 상무부의 ‘디지털경제 2000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대상무부 보도자료，

2000. 6. 5; www.donga.com). 이 보고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산업이 생산， 소비， 상거래 등에 켜다란 영호탤 미치고 있음을 잘 기술
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경제에서 정보기술산엽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 년도에 약 8 .3%로 상승되였고
1995 년 이후 경제성장 기여도는 30%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은 이러한 경제부흥의 원
인이자 효과임.
。 정보기술산업은 새로운 R&D 투자의 원천으로， 1994~ 1999년 동안 미국 총 R&D투
켜석

요

자를 연평균

6%

증가시컸고， 인플레이션 역시 연평균 0.5%로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

U

。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1999 년 3 억 4 백만명으로 거의

넷 이용자는 1999 년

40%

80%

증가하였으며， 미국 인터

증가행미국과 캐나다는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약

50%

차지).

• 정보기술산업은 고임금 〈김자리를 창출하여 1998 년 정보기술 생산부분의 피고용인은
전체 근로자의 6.1% 인 740 만명에 이름.

그러나 한편으로 급격한 정보화의 진행과 더불어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

차가 더욱 심화되어 점차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기
술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9 이와 함께 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이른바 ‘디지털 단쥔digital divide)’이라 하는 정보격차

를 유발해 빈부격차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UN 경제 이사회가 경고한 바 있다
또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1999 년 7 월 ‘ 띤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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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기

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격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접속성， 공동
체， 정보활용 능력， 컨텐츠， 창의성， 협력， 자금지원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총 7

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CD는 회원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접속요금 구￡ 보편적 서비스 등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에 관섬을 가지고 연구
하고 있으며，

국제통신연맹 (Intem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TU)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자금조달 방법 및 정보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대전자통신동호f분석 67호， 2001 년 2 월).
더욱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거대
한 번영을 맞이함을 의미할지도 모르지만， 제3 세계에서 이러한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 이라한 맥락에서 인터넷의 세계화가 기존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질서， 즉 일
방성， 불균형으로 특징지워지는 선후진국간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유통구조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1990 년대 이후 세계적 관심사였다.
인터넷은 남북간， 즉 선후진국간에 기존의 국제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둘러싼 논

쟁에 이어 또다른 차원의 쟁점을 부가하는 입장이며， 종래의 국제커뮤니케이션
논쟁에 더하여 국제정치경제학적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터넷의 기술적 개요와 개발의 약사를 살펴봄과 이울러 선진 각국을 포
함한 주요 국가들의 실용화 현황과 국제적 구조를 고찰하고 인터넷 세계화의 함

의와 남북간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터넷의 세계적 함의뿐 아니라
국제적 쟁점의 본질과 그 영향의 일단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매체발달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의 영"ðJ은 그 어떤 매체보다 크며， 우리 나라
같은 중진국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I!。

1.

인터넷의 발전과정파 톨성

인터넷의 개요

뼈) 언택넷의 개념과 특성
1969 년 탄생 이후 90 년대 들어 윌드와이드웹 (W orld Wide Web: WWW) 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은 이제 보편적인 용어 중의 하나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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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테크놀로지나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의 매체들이 지닌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된 정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Krol，

1993).
첫 번째로 기술적 측면에서 인터넷은 TCP /I P(Transmission Conπ01 Protocol/

Intemet Protoc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크워크(network
of networks)" 이다. TCPαp 프로토콜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다른 프로
토콜을 사용하는 컴퓨터 매개꺼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과 구별되며，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큰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 이나 기업 통신망에 의해서 구축되는 단일 네트워크틀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최근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들과 인터넷이 게이트
웨이 (gateway)를 통해서 서로 연계되면서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

도있다.

둘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인테넷은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이용하여 발전시켜 나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community)’ 내지 집합체이다. 사람틀은 인터넷이라는 매
체를 이용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알지 못히는 사이임에도 불구
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공통의 관섬사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 어느 때보다 큰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이재
현， 2000: 20 재인용).
세 번째로， 정보적 측면에서 인터넷은 이러한 네트워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자
원들(resource) 의 집합이기도 파다. 여기서 자원이라 함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뿐만 아니라 정서나 감정， 그펴고 대인관계， 나아가서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대이재현， 2000: 21 재인용). 이런 점
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다 많판 자원을 획득할 경우 사회적 권력관계를 포함한

기존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그 반대로 그 관계를 변화시킬 기능성도 있다고 하
겠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바로 기존의 산업사회와 달리 이와 같은
지원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범위 측면에서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global) 네트워
크이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초국가적 데이터 월경 (Transborder Data Flow:

TDF)을 위해 애초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기구에 의해서 구축되어 왔지만 인터넷

은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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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인터넷은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

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갖는 특성을 간단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라파엘리
(Rafaeli)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멀티미디어(mul디media)，

하이퍼텍스트성

(hypertextuality), 패킷 교환(packet switching) , 동시성 (synchronicity )/비동시성，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등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뉴헤이곤

(Newhagen)은 커뮤니케이션 구조(architecture) 와 정보의 디지털화를 그 특성으
로 지적하고 있다(Newhagen & Rafaeli , 1996).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기존의 전통적 매체는 물론 다른 뉴미디어틀과도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이재현， 2000: 39).

첫째， 질시간 양방향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문
자나 음성정보 외에 동화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고 지역과 호스트 기종에 관계
없이 상호간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방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규모의 개방성으로

인해 광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비유되고， 기존의 조직 내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이
용이하다.

셋째， 분산형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년다. 인터넷에는 중앙통제 기구가 존재하
지 않는다.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호스트 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
상에서는， 이용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마치
길 건너에 있는 것처럼 쉽게 캡근할 수 있다.
넷째， 패킷교환방식의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난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
는 데이터는 시분할 다중화방식 (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을 이용하

여 패킷(packet) 이라 불리는 평균 193 또는 256 비트 정도 크기의 작은 다발로

분해된다. 각 패킷은 출발지에서 목적지로의 경로지정 (routing) 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header)를 포함하고 있다. 회선교환멍circuit-switched network)

인 공중교환전화망은 기본적으로 연결에 의존하지만， 패킷교환망은 비연결성을
특정으로한다.
다섯째， 대중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모템이나 전화선과 같이 컴퓨터통신을
위한 간단한 장치와 통신 소프트혜어만 있으며 시내전화요금 수준으로 사용이 가
능하고 검색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영어해독만 가능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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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PC 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 -of는

조직도

없다.

인터넷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ISO C(Intemet Society)가 있지만 인터넷망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
러나 인터넷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의 어떤 컴퓨터 또는 통신
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뚱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전회망에 버금

가는 거대한 세계적 정보 기반이 되었으며， 통신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인 것이다.

(2) 앤터넷 잭벼스왜 종류
디셈버 (December， 1996) 의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기능，
상한1용 기능， 정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대이재현， 2000: 27-28 재인용).

먼저 커뮤니케이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해 사람틀은 다른 사람과
일 대 일， 일 대 다 또는 다 대 다의 다OJ: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았다. 커

뮤니케이션 내용은 안부 편지와 같은 일상적 관심사로부터 고고학， 생물학 등과
같이 전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휩F다. 전자우편， 유즈넷， 메일링 리스

트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그 예이다.
두 번째로， 상호작용 기능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하거
나 그 무엇인가를 학습할 수 있다. 상호작용 공간은 사회적 활동， 집단 상호작용，
그리고 교육 등을 위한 공간j낼 활용되며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 역시 이러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다양한

MU(Multiple User) 시스템들， IRC(Intemet

Relay Chat) , 온라인 게임 등이 그 예이다.
세 번째로， 정보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전문적인 활동

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룹 전파하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한다. 인터넷에는
방대한 정보듬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적
인 검색도권sεarch engine)를 활용하고 있다.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서비스로는 윌드와이드웹 (Wor!d Widε Web: WWW) , 인터넷 정보검색 (Gopher)，
파일전쉰File Transfer Protocol: FTP)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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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요

컴퓨터끼리 메시지를 주고만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 중의 하나로 가장 많은 사용
자층을 갖고 았다 메시지에는 문자 애에 음성， 이미지， 파일을 표함하고 있다. 전

E-mail 자우편에는 LAN 기반 소규모 시스템에서부터 천리안， 하이텔 등 일반적인 PC 통
신과 미국의 아메리차 온라인(AOL)과 같은 대규모 공중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
도았다.

WWW, W3 또는 The Web 이라고도 부른다. 네트워크 상에 하이퍼텍스트를 구축
WWW

하고 모든 정보를 중계 없이 접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하이퍼텍스트의
구축에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을 사용한다. 링크 목적지의 데

이터 지정에는 URL(Uniform Resource Language) 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한다.

FTP(File Transfer Protocol)는 이진파일로 된 뜨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구 또는 그 서비스이다. 보다 협의의 뜻으로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FTP

프로토콜을 말하기도 한다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계층화해 검색하고 열람하기 위한 도구 또는 그 서비스이다.

Gopher 분류정보서비스의 명칭이기도 하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
출대상의 정보는 고퍼서버가 관리한다.

Archie는 자동적이고 정기적으로 인터넷 서버들을 조사해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Archie

데이터베이스 도구 또는 그 서비스이다. Archie 서버는 전세계에 무수히 산재해
있는 인터넷 서버들의 파일목록을 관리한다.
텔넷(Tεlecommunication Network)은 원격지에서 가상단말을 실현할 수 있는 도

TeJnet

구 또는 그 서비스이다. 한쪽 컴퓨터의 사용자가 원격지에 있는 다른 쪽 사용자의
컴퓨터외 직접 접속해 있는 것처럼 정보 대화를 할 수 있다 접속은 사용자가 텔

넷 프로토콜을 가동하면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되는 식이다.
인터넷 검색도구 또는 그 서비스가

WAIS

W AIS(Wide Ar않 Information Serve끼이다.

키워드를 사용해 네트워크상에 흩어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준다‘ 인텍스가 붙은 데이터의 검색이나 텍스트 파일의 전문검색에 적합하
다.

유즈넷(usenet)은 유닉스 기반의 컴퓨터를 전화회선에 연결하는 비공식 인터넷으로

Usenet 서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다. 가엽이 자유로워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
고 있는 유즈넷은 전자우편과 전자뉴스 등의 교환에도 사용된다.

IRC(Internet Relay Chat) 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그리고 상호간에 메시
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또는 그 서비스이다. PC통신망에서의 채팅

IRC

과 같은 것이며 현재 인터넷 상에는 주제별로 수많은 IRC 채널이 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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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e-mail)， 원격 컴퓨터

연결(telnet)， 파일 전송(FTP) ， 유즈넷 뉴스(Usenet

News) , 인터넷 정보 검색 (Gopher)， 인터넷 대화와 토흰IRC)， 전자 게시판
(BBS) , 하이퍼텍스드 정보 열람，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하며 동화상이나 음성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비스나 비디오 회의 등 새로운 서비스가 차례로
개발되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풍부한 정보자원 때

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히는 것이다.<표 1>은 이를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2.

인터넷의 발펀과정

(1) 언터넷의 기원
인터넷의 발전은 미국 과학기술지원제도의 한 줄기를 이루는 “ spin-off’ 정책
의 주요한 결설이라고 할 수 았다. “ spin-off’란 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민간기업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개발플 정부가 지원하면，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파급되
어 민간부문의 기술모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은 30 여 년 전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 학문적 연구나 상엽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효시는 미국 국방성의 ARPA(Advanced Research Pr이 ect

Agency) 의 자금지원 하에 1969 년 구축된 ARPANET 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이다.
ARPANET는 미국의 주요 대짝과 군수사업자들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들 기관
의 연구자들이 자료름 교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1970 년대
와 80 년대 초에는 여러 개의 유사한 네트워크들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 이 네트워크들은 수많은 상이한 컴퓨터들로 구성되었지만， TCl까P 라는 표
준통신규약을 채택힘E으로써 상화 연동이 기능하였다.
1980 년대 중반에는 미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의 지원

하에 ARPANET을 이어 받는 NSFNET가 구축되었다. 처음에는 6 개의 슈퍼컴

퓨터들이 56kbps 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연결되었지만， 그 후 여러 연구네트워크
가 추가되고 전송속도도 향상되어， 1988 년에는 137R 의 지역 네트워라 연결된
이른바 NSFNET “ backbone" 이 완성되었다. 전체 네트워크는 대학과 같은 개별
기관은 지역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들이 다시 백본에 연결되는 계층(hierarchy)

구조를 이룬다.

인터넷 세계화의 국제적 함의와 쟁점 · 추광영

15

1990년대 이르러 인터넷의 이용범위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계를 뛰어넘어 비

즈니스와 일반 소비지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NSF는 인터넷 백

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민간사업자툴 스스로 백본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1995 년 4월 NSFNET 백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중
단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언터넷은 계속 발전하고 었다. 거대한 민
간 백본제공업자들은 NAP(Netwo바 Access Point) 와 같은 네트워크 접속점에서
데이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자간 협정 및 두 사업자간의 쌍무적 협정을 체

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듬이 등장하여 전국적인 백본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내 인터넷망은 15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의 발전은 1983 년 국가 기간전산망 위원회 (National Backbone Computer Networks)가 행정관리맹NATIS) ， 금융전산망"(FNIS) ， 국방전산맴DNIS) ， 당시 시스

템공학 연구소 주관 연구전산맹KREONET) ， 서울대 주관 교육전산맨I갱EN) 의
다섯 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체제는
1994년 상반기에 교육멍'(KREN) , 연구맹KRONET) ， 하나맨HANA) , 한국전산
원 주관 정부공공빙'(KOSINET)으로 개편되었다.

이들은 모두 비영리 전산망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서비스가 개방된 것은
1993 년 6월 한국통신이 인터넷 상용서비스인 한국통신의 KORNET을 선보이면
서부터이다. 그 후 기존의 PC통신업지들을 비롯해서 아이네트(INET) , 0꿰넷

(AmiNET) 등의 많은 인터넷 전문업체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웹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전
한편 1990 년대 들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언터넷의 이용의 패턴을 바꿔놓은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

WWW) 의

출현이다.

1991 년

등장한

WWW서비스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Markup Language : HTML) 와 멸티

텍스트를 이용하여 음성 · 화상 · 문자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인터넷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방송문화진흥회， 1999).

우선 웹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대중화와 상업화가 얼어나기 시작하였다. 웹이
등장한 이후 인터넷 이용자 환경이 확장되고 상엽적인 네트워크와 기업， 전지공
동체， 사섣 네트워크들이 속속 접속하면서 인터넷은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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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터넷 서비스 역시 초기의 전자우편， 전자게시

판(BBS) ， 텔넷 등 텍스트와 판순한 그래픽 정도의 정보양식에서 진화하여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성격의 정보양식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의 영역은 통

신서비스의 성격을 넘어 방송과 같은 영상서비스 영역으료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
는추세이다.

둘째， 웹의 등장은 인터넷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NSFNET을 백본으로 하던 시대에 인터넷은 대부분 미국 과학연구집단과 대학
등 각각의 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웹의 등장으로 점차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기술적 표준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상업적 네트워크와 사

설 네트워크의 백본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각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점차 인터넷윷 백본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나아가 웹은 그 자체가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웹은 다양한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은 모든 정

보를 다차원적인 멀티미디어로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던 것괴는 달리 새로운 미디어 영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에 상업적
미디어 기업들이 등장함으로써 인터넷을 무대로 한 거대한 미디어 기업군이 형성

되어가기 시작하였다.

〈표

2)

세계의 인터넷 이용 추이

구분

1991

1996

2000

전화회선수

545

74 1.1

16.3

셀룰러 전화
가업자수
수

100 만

1991 ~ 1996

1996~2001

1000

6.3

6.2

135

400

52.76

24.3

123

245

450

14.8

12.9

인터넷호스트수

0.7

16.1

110

85.8

46.8

인터넷이용자 수

4.5

60

300

67.9

38

0.8

8.1

30

57.9

29.9

3.7

24.5

66.7

46.3

22.2

PC

전화 100 대당
인터넷 이용자수

PC

100 대당

인터넷 이용자수

*

단위

연평균 성장률(%)

출처:

ITU / ETRI ,

-

주간기숭동향 통권 830호，

199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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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은 전세계 시장을 기존의 매체형태와 관계없

이 동등하고 대등한 경쟁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

로운 테크놀로지이며 새로운 문화이며 새로운 시장인 것이다. 다음 <표 2>는 인
터넷의 성장속도를 잘 나타내주고 았다.

인터넷의 확산속도는 전화가 1870 년대 이후 1 백년에 결쳐 이룩한 보급률을
단 10 년 만에 달성할 만큼 매체사에 전례 없는 폭발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용자
5 천만명을 확보하는데 라디오가 38 년， TV가 13 년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인터
넷은 불과 4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확산속도를 가늠케 해준다{미 상무성

'Emerging Digital Economy’, 1998. 6).

m.
1.

국내외 언터넷 활용현활팩 전망

해외 인터넷의 동향과 발전과정

얘)현 황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성장과정은 가히 혁명적 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ua사의 인터넷 조
사를 통해 새롭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4 역명을 돌
파했다고 한다{Nua Co. , Ltd , 2000. 12. 20). 이는 지난 1999 년말 2 억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라한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특히 1 억을 념어선 아
시아지역의 급성징-(26%) 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방 선진국 중 선두격인 북미는 여전히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41%를 차
지해 1 위를 지켰으나 2000 년도 틀어서면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 이미

이용자 포회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럽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27.8%를 차지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는 4% , 아프리차와 중동이 각각 0.8% ,
0.6%를 차지한 것으로 드라났다.

2000 년 현재 국가별 인터넷 이용자 수가 I 천만멍이 념어선 국가는 미국， 일
본， 영국 등을 포함하는 9 개 나라이나， 향후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정보

화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용자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000 년 말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수에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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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돔

0.6%
아표리카

0 ‘ 8%
라틴 아메리카

4 .0%

〈 그림 1 )

*자료:

Nua.

대륙벌 인터넷 이용자 비율

Ltd,

2000. 12. 20/ http://www.nic.or. kr

1 억 3570 만명으로 전체의 36.2 %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2 위 인 일본의 2690
만의 약 6배의 규모이다. 또딴 상위 10개국의 이용지수가 세계 전체의 7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의

아용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eTForecasts, 2000. 5. 1).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2000 년 유료전
회식 인터넷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수요 증대로 1999 년 대비 52% 증

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접속방식별로는 미국 인터
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아직도 유료전화식 ISP (I ntemet Service Provider)를 사
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유료전화식

ISP (I ntemet

Service

Provider) 의 이용지수 4， 609 만명， 무료 ISP(Intemet Service Provider) 1 ，485 만

명， 케이블모템 417 만명 ， DSL(Digital Subscriber Line)과 인터넷TV가 각각
235 만명과 120 만명 등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DSL (D igital Subscriber Line) 시

장은 230 만명을 돌파하여 접속방식 가운데 가장 높은 이용자 증가율을 기록하였
다고 한다{Washington Post, 200 1. 02. 03). 아시아의 경우" DataQuestλl{2000.

12. 19)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4년까지 18 ， 800 만 명으
로 예측되는데， 이는 유료사이트의 가격하락과 지역 컨텐트 이용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별로 살펴볼 때 선진국인 일본의 급격한 성장세는 물론이
고 중국과 인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능성 이 높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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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도메언을 빨리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외는 달리 정보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차의 경우 서방선진국 및 아시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둔화세 01 다. 아프리카의 경우 특히 선진화된 남아프
리카 공화국이 포함된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PC 보급률
을 포함하여 기본 인터넷 인프라가 상당히 빈약한 현실이대ETRI ， 주간기술동향

제 876호，

1998 년

MediaAfrica사의

11 윌

참조).

또한

남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

1999 년 인터넷서비스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아프리차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1999 년말 기준 182 만명， 2000년 말까지 240 만명에 이를 것

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 중 전통적인 다이얼업 모템을 통한 이용자수는 1998 년에
36 만명， 1999년말에 56 만명으로 나타났으며， 2000 년 말에는 78 만2 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온라인화의 진척도나 인적， 물적 자원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대http://www.mediaafrica.com. 2000. 5. 23).

한편 라틴 아메리카 인터넷 이용자는 2000년말 1 천3 백 30 만명에서 2003 년에
는 2 천9 백 60 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IDC， 2000. 3. 16),
1999 년 현재 브라질이 라틴 아메리카지역 인터넷 이용자의 41% , 멕시코 21% ,

아르헨티나 10% , 칠레와 콜럼비아가 각각 6% ,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5%를 차지
하여 국가별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나타내는 호스

트 수와 인터넷상의 주소라 표현될 수 있는 도메인 수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였
다. 2000 년 현재 국가별 호스트 수는 1 ，011 만대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
나 성장률은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성장률이 9.2배로 가

장 높아 아시아의 시장규모가 다른 시장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 1. 59 배， 영국 1. 31 배， 프랑스 1. 79배로 디른 국가와
유사하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 도메인 등록현황의 경우， 2000 년 6 월 현재 세계 도메인 등록수의 총합은
17 ，759 ，4 597~ 이며 그 중 .com 도메인 수는 약 9 ，4 82 ，427개로 드러났다. 그리고

.com 도메인수를 제외한 국가 도메인수를 살펴보면， 독일(.de) 이 1 ， 032 ， 618 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uk)， 네달란되‘n1)가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
한 것으로 드러났대www.netnames.com. 2000.6.23). 이에 최근 들어 유럽의
인터넷접속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6년 시정규모가 370 백만ECU 에 달하고 있으

言論↑땀 iïR 뻐究

20

며， 연평균 75% 성장함으포써 2002 년에는 11 억ECU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국제 도메인 종주국으로 순위조사에서는 제외된 미국은 전체
국제 도메인명의 69%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배
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2) 전많

따라서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의 잠재적 발전성과 정보
사회의 총아로서 더욱 진보된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인터넷의 확장속도 및 국가
단위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규L축 추세를 고려한다면 인터넷은 교육， 연구기관， 정
부， 열반 상업서비스 분야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본
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기본 인프라와 활용현황이 뛰어난 서방 선진국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두적 위치를 계속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은 30 년 전에 설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전자

상거래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활성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방면에서 차세대 인터넷 기술
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증 가장 주목받는 것이 IPv6(Intemεt

Protocol version 6) 기술이다. 최근 인터넷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주소
고갈의

문제인데，

현재

인터넷은 32 벼트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IPv4 (Intemet

Protocol version 4) 주소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호스트， 이동전화，
스마트 정보가전(인터넷 TV, 전화， 오븐， 냉장고 등)의 증가 및 가정에서의 인터
넷 접속 단발(xDSL， 케이븐땅 등) 수의 증가로 인해 32 비트 주소체계의 한계에

곧 이를 것이라 전망되고 았다{전지통신통횡딴석 63 호， 2000 년 6윌， p.10). 이러

한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의 주
소길이를 4 배 확장하여 IETF(Intemet Engineering Task Force)가 96 년에 표준
화한 128 비트 차세대 인터넷 주소처1 계인 IPv6 (Intemet Protocol version 6) 방

식이다. IPv6는 거의 무한확 인터넷 주소공간(3 .40 x 10 7B)을 제공하는 장점을
38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선 통신망의 융합 및 TV, 전화， 컴퓨터
등 단말기 중섬의 개별 컨텐츠의 융합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동시에도 매끄럽게 정보보호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및 고품질 멀티미

디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환경 또한 개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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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IPv6 등 차세대 인터넷기술들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기본 망 구축사업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한국전산원， 2000 한국인터넷백서 ;
전자통신동향분석 63 호， 2000. 6.)

우선 미국은 현재의 인터넷으로는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고도의 멀티미디어 응용과 광대역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는 고성능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 바 있다. 이것이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공약으로 시작된

NGI(Next Generation Intemet) 이다. 이것은 미래의 인터넷이 비즈니스， 교육，
문화， 레저환경에 적용 가능한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시
각， 청각， 촉각까지도 통합하는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NGI와 유사한 프로젝트로 Internet 2가 있다. 정부주도의 NGI와는 달리

Internet 2는 미국의 154개 대학이 연합한 UCAID(University Corporation for
Advanced Internεt Development)를 축으로 산업계와 정부기관의 협력으로 구축
된 차세대 인터넷이다. IPv6 의 경우 Internet 2 의 백본으로 사용되는 vBNS(very

high-performance Backbone Network Service)를 기반으로 백본이 구성된다.
캐나다는 정부，

민간， 산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CANARIE(C An adian

Network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tion)를 중섬
으로 차세대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93
년부터 1999 년까지 1 억 450 만 달라를 투자하였다. 더불어 캐나디는 이미 1989
년에 현재의 인터넷 한계를 예측하고 CA*net 이라는 비영리 기간망의 구축에 나
섰고

이를 확장시켜

1997 년 6월에

CA*net II , 그리고 현재는 2002 년까지

CA*net 3 계획을 통해 Advanced Network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았다.

CA*net 3 은 40Gbps 의 전송 용량을 갖도록 구축될 예정이며， 캐나다의 연구기
관과 대학에 현존하는 모든 상업 인터넷 네트워크보다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이들의 연구활동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EU는 1997 년부터

역내 국가를 고속네트워크로 묶는

TEN-34 , TEN-

155 , TF-TANT , Nodunet 2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았다. 1997 년 2 월부터
1998 년 12월까지 TEN-34 프로젝트는 학계와 연구계 등 전유럽에 결친 IP 기반
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적 기반 하에 진행된
TEN-155 는 1998 년 12 월부터 3 년 동안에 걸쳐 구축될 예정으로 유럽의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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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연구망을 155Mbps로 연결하는 가장 광대한 범유럽망이다. 한편 북유럽
을 중심으로 Nordunet을 기반으로 한 북유럽 인터넷 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해

Nordunet 2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Nordunet은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시험망의 하나로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느 노르웨이， 스웨멘 등 북유럽 국

가를 중심므로 각국의 연구망을 상호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간기술동향 987호， 2001 년 3 월， p.20).

한편 WIDE 프로젝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차세대 인터넷 관련 연구프로젝트로
1998 년 시작된 이래 현재 39개 대학과 66개의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IPv6
관련연구가 가장 성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대전자통신 동향분석 63 호， 2000. 6.).

WIDE 프로젝트는 Japan Backbone 란 초고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위에
IPv6 등 차세대 관련기술들을 실험 중에 있다. 더불어 실제 IPv6 관련 코드 구
현을 목적으로 한 일본 7개 회λ}들의 프로젝트인 KAME는 1998 년 4 월부터

2000 년 3 월까지 공동 프로젝트로 수행된 바 있다.
일부 0씨아국가들 사이에서도 차세대 인터넷망 구축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
고 있디{한국전산원， 2001 한국 인터넷 백서). 먼저 싱가포르의 SingAREN(the

Singapore Advanced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 이 있는데， SingAREN은
싱가포르의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들이 선진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1997 년 11 월에 발족한 국가협의회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SingAREN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초고속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데" 14Mbps의 링크를 통해 미국의 vBNS 와 캐나다의
CANARIE의 초고속 네트위크와 연결하고 있으며， 2Mbps 의 링크로 한국과 일
본의 다양한 네크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블

볼

때

1994 년에

중국은

최초로

과학기술

네트워크인

CSTNET(China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이 인터넷에 연결된 이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큰

중국의

인터넷은

급속히

발전하여

CSTNET 외에 CHINANET , CERNET(China Education and Research Net) ,
CGBNET(China Goldent 티ridge Network) 이 추가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발전
에 따라 여러 요구사항과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7 년 국가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각종 인터넷 통계를 내고 있는

CNNIC(China Intemet Network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하여 조직을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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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의 동향과 발전과정

(1) 현 황

우리 나라 인터넷의 효시는 1982 년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간에 TCP/IP를 이용해서 구축된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 이다. 이

후

계속적인

교육망과

연구망의

발전을

거륨하다가

1989년

한국통신이

HANAlSDN망을 구성하고 이를 아시아 태평양지역 PACCOM과 TCJ까P 를 이

용해 전용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접근 기능한 상용화 단계는 1994 년 6월 한국통신의
KORNET 이 구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데이콤의 BO없NET， 아이테트
의 NURINET , 한국통신 하이텔의 KOLNET, 온세통신의 SHINBIRO 등의 민

간 상용 인터넷 서비스들이 잇따라 동장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폭
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1 년 3 월 기준 7 세 이상 인구 가운데 월평균 1 회
이상 인터넷 이용지는 지난해 말 1 ，904 만명보다 9.9% 증가한 2 ， 093 만명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대비 이용률도 3 개월 동안에 44.7% 에서 48.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자신문， 200 1. 4. 17 일자).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90 년대의 인터넷 붐을 타고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 년 570 만명에서
2000년에 는 1 ，000 만명을 돌파하여 한해 동안 149.7% 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시정규모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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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도별 국내 인터넷 도메인 수

마다 급증히는 추세이다. 1995 년 57 억원의 시장을 형성하였던 인터넷 접속서비
스 시장은 1997 년에는 무려 2,000% 이상 증가한 1 ，234 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기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약 47 .4%의 성장세를 매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0 한국인터넷 백서).

한편 인터넷상의 주소라고 표현될 수 있는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손쉽게 띠용할 수 있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과 각 국가별 1SO-3166 코드체계에 의해 2글자 영문코드로
분리된 국가 최상위 도메인(National Top Level Domain) 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gTLD는 . kr로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에서 도메인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메인 현황은 1993 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큰 폭의 증
가추세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9 년 개인 도메인과 복수 도메인 등록서

비스 개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kr 도메인의 경우 1993 년
4월에 24개에 불파하던 것이 2000 년 12 월말 기준 517 ， 354개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대한국전산원， 2001 한국인터넷백서).
더불어 인터넷에 연결된 캠퓨터， 네트워크 장비 를 나타내는 호스트 수는 주로

인터넷의 양적 팽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샤용되고 있는데， Netsizer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는 2000 년말에 1 억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사이에 평균 45% 씩 증가되었다 한다. 국내 호스트 수는 1998 년

7 ， 650 개에서 2000 년 7 월 현재 483 ， 700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대한
국전산원， 2001 한국인터넷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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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망

우리 나라의 경우 인터넷 호스트 증가추세에 비해 현재 주소공간이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1998 년 국내 최초로 전자통

신연구원이 시험용 IPv6 주소를 할당받아 국내 대학 등과 함께 K01표N을 활용
하여 6bone-KR을 구축，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후 한국전71통신연구원이 IPv6
에 관련하여 KRv6(Kor‘ ea IPv6) 프로젝트를 2000 년부터 2 년간 추진중에 있다.

KRv6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전자통신 동향분석 63 호， 2000 년 6
월， p.21).

• 국내 IPv6 주소 조기도입을 위한 단계별 진화전략 및 주소정책 개발

• IPv4

망과

• TPv6

기반 차세대 인터넷 핵심 프로토콜 기술 개발

IPv6

망과의 호환을 위한

IPv6

전환기술 개발

- 시범 IPv6 사이트 구축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01 년 2 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신주소체계 도입을 통
한 차세대 인터넷 기반 구축계획의 일환 q로 ‘IPv6 도입위한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이번 발표된 IPv6 도입 배경의 기본 골자이다.

• IPv4 의

주소고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 인터넷 망의 고도화 촉진

• IPv6

기반의 통신장비 산업 육성

•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비즈니스 창출
•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이 계획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IPv6를 전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인터넷 산업분야에서 뒤처진 위상을 무선인터넷 및 정보가
전 분야에서 만회함으로써 인터넷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고 할 것이대머니투데이， 200 1. 2. 22 일자). 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IPv4 기반의 인터넷 주소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나라가 인터넷 분야에서 상
대적으로 취약했던 라우터 등의 인터넷 장비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았으며， 또한 IPv6 도입을 통해 인터넷망의 고도화
촉진，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및 보다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구체적으로 멀티캐
스팅， 보안， 유무선 통합 등을 응용한 새롭고 실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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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통신망 및 단말기 중심의 개별 컨텐츠를 융합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 내용의 영햄 확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차세대 인터넷관련 정보통신부 대의 주요 사업
계획， 예를 들어 초고속정보황신망 고도화계획，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육성 계획，

광인터넷 기술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 추진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우
리 나라는 이미 지난 1995 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2005 년까지 10 년 계획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기반 백본
망음 통한 아시아 국가간의 띤프라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는 중이대주간기
술동향 1999. 9. 8, 통권 921 호). 특히 아시아 국가간 인프라는 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파 TransPAC 이 대표적인데， 아태지역의 첨단 네트
워킹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과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 및 기

술들을 시험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APAN은 미국의 vBNS 에서 서울， 일본의
관문을 경유하여 호주， 홍콩 등 아태지역 각국의 연구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
APAN 에서도 IPv6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2002 년까지 회원
국간의 서비스 수요 및 특성에 따라 155Mbps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한편

vBNS 을

TransPAC은

연구

및

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APAN과

35Mbps 급으로 연결하는 아태지역의 고성능 연계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하드혜어 구축만옆 정보화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아직도 개
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우선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 그렇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정보통신장비와 관련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법규와 제도의 정비， 정보보안 강화，

유용한 DB 의 확충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비노력도 국가정보화의 성공여부를 좌
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IPv6 계획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것이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선진국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현
황은 자국의 기술수준 및 시장환경에 적함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았다는 공통점
이 있다{주간기술동향 987호， 2001 년 3 월). 우리 나라 역시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차세대 인터넷 구축에 필요한 핵섬기술， 기술의 확보정도 및
인력보유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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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세계화와 국제적 쟁점

인터넷의 세계화는 많은 국제적 논의와 이슈를 수반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커

뮤니케이션 유통상의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하여 강력한 질서개편을 요구하고 있
는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시각 차이는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인터넷의 세계화

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논자들은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이 전 세계 모든 사람

들의 삶 자체를 평등하고 부유하게 만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관적으로 바
라보는 논자들은 인터넷이 전 세계 국기들 사이의 현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관
계와 조건을 온라인 상으로 동일하게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

넷의 세계회를 위한 각 국의 기술수준과 추진 상황，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내용상의 급격한 변화가 국제커뮤니케이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후진국들
에

의해

추진되어온

신국제정보질서운동{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NWICO) 에 의해 세계적인 쟁점이 되어왔다. 흔히 남북
간 갈등으로 일컬어지는 이 논쟁에서 후진국틀의 우려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

든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바 있다{졸고， 199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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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국가주권과 정보주권이

침해당할 수 았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기밀과 안보에 관한 정보 자국민의 프라
이버시에 관한 정보 자국의 영구주권으로 인식되는 재산과 지원에 관한 정보틀
이 초국가적 정보 윌경 현상으로 인해 규제할 수 없는 상태로 외국에 유출， 판매
됨으로써 국가 고유의 주권이 유린될 수 있디는 주장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종속과 국내산엽의 위축，

국제분엽의 재조정을 통한 비교우위의 잠식 등이다. 정보통신시섣과 산업은 선진
국에 의해 압도적으로 독점되어 았고， 생산과정에서 원자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
으로 유출되어， 선진국에서 가공， 생산된 뒤 다시 역수입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국내 정보유관산업익 위축과 관련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이 심각하게 제
기되어 왔디{졸고， 1987).

문화적 차원의 문제는 더팍 섬각하다. 정치， 경제적 피해보다 시간은 오래 걸
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져올 문제는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서구 편향적

인 가치를 내포한 매스 미디어의 내용은 후진국의 문화정체성과 문회주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대좋고， 1987).

그렇다면， 평등하고 민주적인 기술적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인터넷의
고도로 집약된 기술，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다$댄 서비스들이 정치， 경제， 문

화 등 각 방변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남북간 갈등을 해결할 설마리를 가지고 있
을 것인가?
그 대탑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이들 첨단화된 기술 및 서비스들은
정보의 유통에 대딴 소유자의 통제력을 더 선장시켜 주고， 제3 세계 후진국틀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종속 이외에 정보종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문
제를 안겨다 줄 것이며， 문화침탈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여다.

1.

정보 및 시설 격차

2000 년 들어
에

m

'-T

보고서， 오키나와 선진 8 개국 정상회담의 ‘글로별 정보사회

관한 오키나와 헌쟁Okinawa

ASEM

Charter on Global Infonnation Society) ’,

정상회의의 ‘의장 성 병 (Chainnans

선언문(Lεader’ s

Declaration) ’

Statement)’, APEC

정상회의의 ‘정상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국가간， 특히 선진국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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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간의 정보격차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회의들에서는 공통적으

로 인터넷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단-별 격차와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혜

택상의 불균형이 섬각한 문제로 떠올랐으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주목하였던
것이대www.kisdi.re.kr/pub lishing).

특히 2000 년 7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선진 8 개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IT

헌장에서 “정보기쉴IT) 이 21 세기의 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규정하였고 이 힘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강화， 통치의 투명성 빛

책임의 증진， 국제적 평화 및 안정의 촉진 등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
서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어디에

있든지 글로벌 정보사회

(Global Information Society) 에 참가할 수 있고 누구도 이런 이익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포괄의 원칙 (principle

of

inclusion)’을 천명한 바 았다.

그러나 선진 정상틀의 낙관론적이며 이상적인 원칙 천명이 실제 현설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선진국은 인터넷이 선진국에 소재하는 각종의 기술정보 및
산업정보에 저렴하고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므로 후진국들의 당면목표인

국가발전 또는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

한 선진국의 낙관론과든 탈리 인터넷의 세계화가 후진국의 경제적， 기술적 종속
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정보종속을 가져오고 국내 산업의 위축과 국제분엽의
재조정을 통한 비교우위의 잠식 등으로 오히려 현존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정보통신시설과 산업의 선진국에 의한 독점， 즉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디지털 단링digital divide)’이다. 인터
넷의 세계화에 가장 앞장선 것은 미국 등의 몇몇 선진국가들이었고，<표 3> 에서

보듯이 현재 인터넷에 연동된 호스트와 이용자수에서 이들 국가와 후진국들은 엄
청난 격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를 중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후진국의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된다. 실례로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China

Online 2000. 11. 8)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섬각한 정보화수준 격

차를 나타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컴퓨터 보급률 변에서， 2000년 7윌 현재
국가별 컴퓨터 보급수준이 미국은 전 세계 컴퓨터 총 보급수의 28.32% 인 1 억
6 ，410 만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은 1 ， 590 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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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컴퓨터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중국은 인구 1 만명당 88 대의 컴퓨터
보급률을 나타낸 반면， 미국은 1 만명당 5 천대를 기록하여 미국이 중국의 55 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

3)

100 만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

국가

1998 년 7 웰

1999 년 7 월

2000 년 1 윌

미국

78.1

118.0

14 1. 5

캐나다

73 .4

93.6

11 1.1

호주

45.5

60.2

77. 3

영국

28.2

43.7

60.3

-교라，，-까、

11.4

22.7

29.8

일본

11. 8

18.1

25.8

한국

5.4

8.5

18.8

멕시코

1.1

2.7

5.0

OECD 평균

3 1.4

47 .1

59.3

자료

OECD / www.kisdi.re.kr/publishing

참조

또한 인터넷 이용수준 면에서， 미국은 1995 년 말 600 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
였으나 2000년 7월 조사에서는 1 억 3 ，70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가 인터넷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1995 년 8 만명으로 조사되었으나 2000

년 7 월 CNNIC 의 조사에서 1 ， 690 만명으로 집계되어 5 년 전 미국과 중국의 격
차보다 21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격차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격차는 정보기술 산업부문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IDC 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9 년 중국의 IT시장은 110 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미 상무부의

“ Digital Economy 2000" 에 따르면， 1999 년 미국의 IT시장은 5 ， 100 억 달러에
이르러 중국의 45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치는 선진국과 후진국간뿐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드러
났다. 가트너 그룹에서 미국 전역의 정보격차 현횡을 조사한 한 보고서 (Ga따ner

Group , Inc. , 2000. 10. 2) 에 따르면， 미국에서 정보격차가 상존딴 주요 요인

인터넷 세계화의 국제적 함의와 쟁점 · 추광영

31

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가정의 50% 에서 인터넷접속이 가능하지만， 최하위층

중 35% 만 가정에서 인터넷에 집속할 수 있었는데 반해， 중하위층은 53%, 최상
위층은 83%가 가정에 인터넷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구소득과 학력을 고려한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보급률은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접속속도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2005 년의 미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고속망 접속에 대한 비용의 문제로 인한 새
로운 정보격차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경험 격차로서， 인터넷이용음
시작하고 능숙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자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간의 정보불평등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은 몇 가
지로 구분될 수 있디{www.digitaldivide.com; 전자통신 동향분석 67호， 2001 년
2 월，

p.38).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경제력이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로 인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계충이 존재하게

되고 이에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요인은 지식 및 교육 수준이다.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이 요구되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다. 일단 인터넷의 경우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정보획득량의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수준과 지식수준의 차에
따라 정보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요인은 정보화에 관한 태도와 인식으i료， 이것은 개언을 둘러싼 환경 요인
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령， 성， 지역 등 개인의 정보화 수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제력， 교육， 직업， 거주지， 연령， 성 등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요

인의 대부분이 기존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동일한 것이 주목된다. 결
국 기존의 사회 불평등 요인들이 정보사회에서도 역시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의 세계화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관련 장비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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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운영으로부터 나온다.OECD 자료에 rrj-.르면(www.kisdi. re.kr/pub lishing 참

조)， 미국 내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는 2000 년 현재 159， 653 개가 존재

하는 데 반해 아시아의 선두주자격인 한국은 3 ,2947R , 멕시코는 4077빼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띨반적인 캔텐츠 사업자는 가격， 서비스 네트워크 능력이 우수
한 곳에 자신의 서버의 물리책인 위치를 정하려 할 것인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자원이 풍부하여 기타 국가의 사업자가 자국 내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불리적인 위치를 미국에 두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웹호스팅 컨텐츠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3 배 이상 비싸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틀어， 50Mbyte 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
우 AT&T로부터는 Mbyte 당 한 탈에 0.83 달러를 내면 되지만 BT 에는 1. 69 달

러， 프랑스에는 2.88 달러가 소요된다. 또한 정보이용 측면에서 AT&T의 경우에

는 고객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월 2 ， 000Mbyte를 다운받을 때까지는 무료이나，
BT는 상한이

1,000Mbyte,

FT는 상한이 50Mbyte 에 불과하여 추가요금의 부담

이 미국에 비하여 크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국제 인터넷 회

선에 대한 요금 및 대역폭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국제 인터넷 회선

의 대역폭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요금 측면에서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려 가지 면에서 인터넷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일 것임은 밀-할 것도 없다. 세계 10 대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사엽자 가운
데는 미국 기업이 3 개， 유럽 기업이 5 개， 일본 기업이 2개로서 모두 이들 국가

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세계적 구축은 곧 선진국 정보통신관련 다국적
기업의 방대한 제품시장을 형성하는 일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미 세계 표준이 되어버린 PC
의 운영체계인 DOS 나 WINDOWS 는 모두 미국 기업의 상품일 뿐 아니라 그
밖의 주요한 각종 PC 소프트웨어도 모두 미국을 중섬으로 한 선진국 기업의 제

품이며，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수익도 선진국의 몫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터넷의 세계화에 따른 이익은 선진국이 가져간다고 하더라

도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올 수 있다면 제3 세계의 경제개발이 빨라지고 선
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기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터넷에서 유

통될 정보의 상품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상
품이 유통되는 시장이면서 또한 국제적 거래의 수단이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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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제3 세계가 인터넷으로부터 경제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정보의 공개장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핵심

기술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공개될 것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인터넷은 원활한 국제적 정보교류블 통하여 제3 세계 국가의 발전

을 가져올 것이란 낙관론괴는 달리 현존의 정보종속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2 。 프라이버시와 정보주권의 침해

세계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 및 개인정
보 수집이 용이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OECD는 1980 년 이미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f Personal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Data)’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정책적 지침을 제공한 바 있으

며， 연장선상에서 2000 년 9 월 ‘글로별 네트워크상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

한 광역 매커니즘 구조에서의 국가간 정보유통 계약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EU 역시 95 년 10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1999 년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각료위원회
권고인 ‘정보고속도로에서 신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개인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한국전산원，

2001

한국인터넷 백서). 우리 나라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중 전자상거래업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확정하여 2000 년 6 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보완하여 2001 년 7월부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국가간 합의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책은 단순 합의나 권
고의 형식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았다. 또한 제도적 규제책
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광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민간차원에서

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쿠키 (cookie) 등의 기법을 통해 가업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핸 사이에

정보를 수집하고 았다. 쿠키란 웹서버에 생성된 정보로서， 후에 다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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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파일을 말히는데， 이 쿠키가 서버로 전

송되어질 때 IP주소， 시용중띤 브라우저， 운영체제와 같은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
의 웹 서핑 및 구매 패턴， 정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E-mail 주
소， 나이， 성별 등까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

정보의 전송을 사용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동의 또한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터넷이 야기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더욱 심
각해 보인다.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개
인적 정보를 수집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외국에 존재하

고 있을 경우 국가는 자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외국의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관할권의 부재는 전통적 규제방식인 국내법에 의한 통제나 감
시， 감독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더욱이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순간적으로 유통
됨으로써 실제적 통제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제3 세계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불법적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미약한 실정이대졸고， 1993)

〈표

*

4>

100 만명당 보안 서버수

국가

1998 년 2월

1999 년 2 윌

2000년 l 월

2000 년 3 월

미국

40.9

89.9

147.7

170 .4

호주

24.1

53.9

105.7

119 .1

캐나다

30.6

49.5

74.6

87.1

영국

9.2

2 1.3

47 .4

55.2

-표라”-〈

2 .4

7.6

15.9

18.0

일본

2.5

7.6

12.9

15 .4

한국

0.7

1. 9

3 .4

3.3

멕시코

0 .3

0.5

1. 0

1.3

OECD 평균

13.6

30.5

52.2

60.1

자료: OECD/www.kisdi. rε

kr/publishing 참조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인터넷의 세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우려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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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들의 경우 자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우려，
국가기밀 정보의 타국 유출에 대한 우려， 국가의 복지에 결정적인 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등 인터넷의 세계화에 대한 끈
본적 공포를 갖고 있다. 후진국듬은 이러한 통제불능 상태는 기술진보에 의해 점

점 악화되고 주권의 상설을 초래하게 되며 이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자괴
감 또는 무력감에 의해 더욱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의 유통은 개방성과 무정부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특히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과 운용이 외국에 의존적일 경우 외국의 의도적 방해로 인하여 국가통치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또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대Ibid.).
이와 같이 국가의 기밀과 안보에 관한 정보 자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
보 자국의 영구주권으로 인식되는 재산과 자원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는 초국가
적 성격을 지니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망에 의해 규제할 수 없는 상태

로 외국에 유출， 판매됨으로 해서 국가 고유의 국가주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인식
이 후진국의 우려를 낳고 있대lbid.).

3.

도메인 분쟁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인터넷 주소 관리 정책에 대한 국가별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
도메인병은 1993 년 미 정부와

NSI(Network Solutions, Inc.) 와의 협정을 통해

그동안 NSI가 독점적으로 등록서비스(registration service)를 수행하여 왔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Internet community) 에서 광범위하게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 시

장의 독점체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 정부는 1998 년 6 월 “인터넷
이름과 주소관리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에 대한 백

서(White Paper)를 발표하여 도메인명 관리정책을 수정하였다

(www.kisdi.re.kr/

publishing 참조; 한국전산원， 2001 한국인터넷 백서).
이 백서의 콜자는 인터넷의 안정성을 보장한 도메인명 등록서비스 경쟁 도입

과 이를 관리하는 비영리국제기구 설립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1998 년 10월 도메인 네임，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인터넷 지원을 관
리하고 등록업무를 허가， 감시하는 새로운 비영리국제기구인 ICANN (I 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εrs) 이 설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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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메인 문제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고 해서 인터넷 7.}원의 불균형 문제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대이하

강명구，

http://prome.sl1u.ac.kr/~l1ews/home/inter/icann.htm

참조.).

우선 인터넷 도메인 선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 월，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korea.com o ] 라는 인터넷 도메언을 5 백만 달러에 매입하

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극병히 보

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네임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도메인 네임이 한정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ICANN
은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의뢰하여 분쟁조정 절혐 마련하그찌 하고
있지만， 거매기엽의 이해만 보호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영어 이외의 언어를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 생성문제를 틀 수 있다. 인터
넷은 영어 중심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듬온 문화적 정체성 문제

를 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포함한 국

제적 규격을 만들려는 기술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유
럽 등 일부 언터넷 선진국에서만 ICANN 형성과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있고 아

태지역， 아프리캐 남미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정이다
셋째， 루트 서버의 통제권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은 섬대
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는데， 루트 서버는
공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트서버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독점문
제와 거대 다국적 기업의 ICANN 결정사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언제든지 발
생할수 있논사안이다.

결국 인터넷에 관한 정책결정은 미국 정부， 인터넷 전문7}，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 의해서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와 의
견 수렴의 파정이 필수적인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인터넷의 현실적인 전지구적 불균형 문제를 볼 때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결
정과정에 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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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졸속

문화적 측면에서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교류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장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인터
넷을 중앙 집중적 권력의 감시나 통제 또는 기존의 지배체제나 문화로부터의 해
방을 위한 공간으로까지 평가하기도 한다{이재현， 2000 : 227-252).

그러나 인터넷이 가진 문화간 교류와 해방의 가능성 문제는 제3 세계의 입장에
서 볼 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자유로운 국제간 커뮤니케이션의 유통은

결국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료 즉 북에서 남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불평
등한 것임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저개발국가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사

회구조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생소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함께 받아들여야 했던 것
이었다. 인터넷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전면적인 변회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문
화적으로도 켜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되는 부분이다.

한 국가에 있어서 언어는 민족적 정체성에 중요한 근거이며 문회유산의 다양
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바탕이 된다. 겔너 (G리lner) 에 따르면， 민족적 차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교육은 실제로 특정의 문화，

특정의 언어률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앤더슨(B. Anderson)은 언어를 통

해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으로 ‘상상된 공동체’의 싹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어는
장기적으로 민족이란 주관적 개념에 중섬적인 이미지를 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대I앵NIC ， 2000 년 11 윌 : 17 재인용). 이틀에 따르면， 언어는 민족적 차이
의 중요성을 구성원에게 각인시키고 특히 활자어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라는 상상적 공동체로 통합되게 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요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
이다. 경제협력개발기귀OECD) 의 1999 년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웹 사

이트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영어가 78 .3%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일본어 2.5% , 독임어 2.0% , 스페인어 1. 7% 등으로 나타났대The Economist,

2000. 3.). 언어는 그 언어에 문화 및 사상을 담고 있다. 미국이 주체가 된 영어
권이 인터넷 및 정보화를 주도해 가는 현상에 대해 ‘정보 제국주의’의 우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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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고 있으며 언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제국주의로서의 신제국주의 경향에 대

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정보제공국이 되고， 다른 여타의 나라틀은 정
보 소비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성동규 외， 2000: 140).
Smith에 따르면， 문화의 동질회를 가져오는 가장 큰 힘은 영어라고 한다. 그
에 따르면 양편이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어의 우위는 일종의 일방통행

적 흐름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영어로 제작된 문건은 번역될지라도 본질적으로
미국 제작물 그대로이며， 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틀은 미국적 가치관의 중핵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대김지운 편역， 1991: 170-171). 더욱이 윈도우와 같
은 세계적인 PC 운영 프로그램， 야후와 같은 편리한 웹 주소 검색 엔진， 그리고

인터넷에 제공되는 각종 인기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네티즌들이 흥미있어
하는 내용물은 주로 미국이 개발， 제공하는 것들이다.
결국 인터넷의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종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 중섬적

가치체계의 일반화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보-문화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많은 정보틀은 선진국 편향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디지럴화

되어 인터넷을 거친다고 해서 속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선진국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선진국 가치관， 선진국의 문
화양식이 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전과논 비교되지 않는 광속도로 제3 세계에

유포될 것을 의미한다{졸고， 1996: 61).

일부에서는 제3 세계에서 인터넷이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
화나 텔레비전 등 전통적 문화전달 매체보다 영향력이 광범위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 대중이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지는 않더
라도 제3 세계에서 인터넷을 아용하는 층은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리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한 대부분의 제3 세계 국가들은 중앙 집중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엘리트층에 침투히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 전반에 침투εF는 것과 같은 것이대Hamelink， 1984).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문화나 언어의 문제가 바로 정치，
경제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의
확산으로 일어니는 생활양식이나 소비형태의 변화는 곧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다.
월드 와이드 웹 (WWW) 이 신속하고 중요한 정보통신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시대

에 인터넷이 영어를 중섬으로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을 낳는다면 심각한 정보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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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출현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제3 세계는 정보화사회 이전부터 섬각한 문화적 종속의 문제로 인하여 1970 년
이후부터 줄기차게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CO)을 주장해 왔으나， 인터넷은 이

러한 문화적 종속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영화나 TV 등 전통적 매체의 후진국 전파속도에 비하면 인터넷은 광속

도로 즉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파생될 많은 문제들은 인터넷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호t상시켜 정치적，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3 세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짐으로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인다.

V.

인터넷의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인터넷과 같은 초국가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는 미국
의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정책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D. Schiller, 1999). 이것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A}!상거

래에 관한 보고서에 잘 드러난다.
“미국 정부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가능한 한 지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을 지지한다. 이는 월드와이드웹 (WWW)을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전송되고

얻을 수 았는 뉴스와 다양한 정보 서비스， 가상 쇼핑센터와 예술을 포함한 오락 프로그

램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정보물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사기업， 학교 도서관， 정부 및 다
른 비영리 조직들이 생산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op. cit.

71 에서 인용)

그러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담ee flow of information) ’의 논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관심 변화의 논리적 밑바탕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
이 사실이다. 미국의 각종 통신새 영화 배급자 및 방송사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

워크 등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은 소비경제를 세계 시장으로 급속히
확장하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원칙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개발도ÀJ국의 정치와 경제를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는
틀 속에 엮어 놓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대op. cit.: 71).

미국은 외국의 무역관세， 무역장벽 및 다른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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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1998 년말 미국정부는 개발도십택들의 인
터넷 접속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논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리고 WTO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
로 배달된 물건에 대해 최소한 1 년 동안 세금을 부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디{op

cit.: 75).
이러한 마국정부의 정책은 1997 년 7 월 클린턴 전 미대통령은 인터넷 전자상거

래의 무관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A

for Electronic

Framework

Commercε)’때 찰 드러나 았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중심의 세계 40 개국 관계자들은 1997 년 같은 달 7, 8 일 이

틀동안 독일 본에서 ‘범세계 정보밍i: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각료

회의를 열고 인터넷에 대한 정부규제를 제한하는 ‘본 선언’을 채택함으로 미국의
인터넷 자유 무역지대 주장에 즉각 동조하고 나섰으며 열본도 여기에 가세함으로
써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무역라운드인 ‘인터넷 라운드(Intemet
round) ’로 부상한 것이었다.
인터넷 라운드의 주요 쟁점은 10 여 가지인데， 이 중 미국이 역점을 두는 부분

은 ν 인터넷 상거래의 무관세화
〈표

5>

P 새로운 내국세 신설 금지 P 전자상거래 통일

미 정부의 지구촌 진Ã~상거래 기본계획

요

분

구

내

)

b

•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 주도
e

기본원칙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금지

• 정부의 개엽은 일팔된 법적 환경을 지원하는 데에 한정
•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는 법규와 제도 정비
• 범세계적인 차원의 추진 및 법규 정비
• 관서1 및 조세 무관세화 및 신규과세 금지
@

전자지불 시스템: 인터넷상에서의 지불방법 개발

• 전자상거래룹 위한 통일 상엽 코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자상거래법 마
련

국제적인 이슈

·지적재산권 보호
o 사생활 보호

·보안성

•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기술 무역장벽 제거
·정보의 내용 규제

• 전자지불， 보안， 고속네트워크 기술 등에 관한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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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

는 것은 ‘관세 및 조세’ 문제로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 인터넷
을 통해 직접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회를 추진해

야 하며 신규 조세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나아가 관세， 통일규범， 지적
재산권 보호， 인터넷 내용불 규제， 기술 표준 등 6 개 분야에 대해 향후 합의도출

을 목표로 하고 았다<표 5>는 이 계획의 기본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미국이 첨단전자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인터넷 상거래

및 교역시대를 주도하여 세계경제를 제패하려는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쉴러

(D. Schiller)는 인터넷과 인터넷이 지지하는 이른바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해
미국의 자유유통 정책， 미국 기엽들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 그리고 초국가화된
자본 사이에는 엄청난 결속(interlock) 이 존재함에 주목하였다{op. cit.: 82). 그는

인터넷은 “더욱 초국가화되고 있는 시장체계를 통제하고 중앙 집중화시켜 주는
장치”이며 “초국가화된 경제활동의 지배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가상공간
(cybεrspac응)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확장시켜 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비상업화

되어

있었던 가정

내의

교육과 오락까지

영향을 미쳐

이른바 ‘지시장 심화

(어
de
않ep
야
앙mr
c

랴한 변화는 초국가기업들에게 새로운 힘을 제공하며 동시에 현존하는 사회적 불

평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판한 그는 네트워크를 통한 신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 문화적 확산을 ‘디지털 자본주의 (digital capitalism)’이
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쉴러 (op.

cit.:

69)가 지적하듯이，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이미 ‘디지털

자본주의 (digital capitalism) ’의 규모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달차
로운 무기이며 정책적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개방된 인터넷은 대부분
미국의 시스템이다. 1997년 초기 인터넷 호스트 컴퓨터의 약 60%가 미국에 위

치하고 있었고， 영어가 공통어로 사용되었으며， 인터넷 구조 자체도 아시아 내부

의 정보망이 다시 아시아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네트
워크 교환지점 (network exchange point)을 통하도록 되어 었다{op.

cit.: 35).

또

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어드레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상위수준

의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설정이다.
기업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본시블 둔 회사틀은 세계 정보 테크놀로
지 사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았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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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틀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인터넷 경

제에서 미국 회시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동일한 것이대op. cit.: 82). 또한
1973 년과 1993 년 사이 초국가 기엽 (transnational corporation: TNC)틀의 수는
7， 000 개에서 2 만 6 ，000개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5 년 미국 초국가기업들의 해

외제휴는 현지에서 미국 총 수출량의 3 배를 능가하는 1 조 8 ， 000 억 달러의 판매
를 기록하였다고 한대op.

cit.: 37-38).

이것은 세계 경제체제의 대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초국가 기업들이 후진국들
의

상대로 한 새로운 설비， 시무실，

공장 등의

해외직접투재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1990 년과 1995 년 사이에 3 배 증가하여 1 ， 120 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러한 투자의 대상은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캐 라틴 아메리차에까

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op. cit.: 38). 이러한 것이 초국가기엽들이 후진국의
저렴한 노동력 획득을 토대로 기업 운영을 초국가적 생산망으로 재편함으료써 유

형 및 무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동원가능한 자본으로 재조직하는 방식인 것이
다.

저명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허버트 쉴러 (Herbert 1. Schiller) 에 따르면 정보
기술은 그 자체가 상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창출과 생산의 수단으로서 거대
한 자본주의기업의 경제위기 탈출의 방안 또는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의 수단이며

(H. 1. Schiller, 1984) , 자본주의 기업은 정보회를 기치로 시장에서 막대한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각종 정보를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2중，

3 중의

수익을 누린다는 것이대H. 1.

Schiller,

1991).
인터넷은 바로 이 같은 자본주의 위기극복의 발판인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체

제의 중섬에 위치한 다국적가엽의 성장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집약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추진 논리 역시 자본주의 경제논리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정보통
신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새
로운 세계정치， 경제질서 하에서 정보통신 기반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21 세기 정
보경제시대의 주도권 확보에 가장 적절한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정보화사회의 국제적 집적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둘러싼 국가간
다툼에서 제3 세계 국가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벼， 인터넷의 구축을 위해 제3

세계가 투자해야 히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전화시설을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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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도 1 조 5 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을 감안하면
제3 세계의 인터넷 기반을 닦는 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았다. 그런데 전화시설의 생산은 물론이고 이를 독자적으로 가설할 능

력조차 없는 대부분의 제3 세계 입장에서 인터넷 구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하드워l 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제품 형태 (turn-key)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
야 할 수밖에 없다{Sussman，

1988).

제3 세계 국가틀은 인터넷 기반 구축을 위

해 정보산업을 지배하는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상품 판매시장으로 바뀔 것은 명
약관화한 일이대졸고，

1996).

그런데 미국은 인터넷의 구축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3 세계가 자체 조달하든 선진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

하든 막대한 금액을 선진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도 현설의 인터넷은 제3 세계를 배제한 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국가간 이해다툼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 일반화될 수 있는
자유화의 효과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가
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선진국과 제3 세계 사이의 격치를 해소하고 세계 공동

체의 이익을 실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은 국가간 불
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불평등 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제3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도 미국 등 선진국 중심체제로의 편입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높o}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디지럴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인터넷은 서구 선진국이 궁극적으로 건설
하고자 하는

GIl(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의 전형으로서 향후 초국가

기업에 의한 국제간 상품， 돈， 인력， 정보 유통의 핵섬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에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도입과 이용에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제3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설이자 딜레마인

것이다. 즉 GII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제3 세계에 동시에 가져다주는 이중성
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듯이(졸고，

1996), 인터넷 또한 발전의 도구이자 종속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중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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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인터넷은 정보경제시대에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 제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패

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개발， 확산시킨 첨병이라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60 년대 초반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CO) 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가간 정보의 불균형한 흐름과 문화적 종속， 그라고 경제
적 종속문제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더불어 인터넷은 과거 뉴스의 흐름과 유통에 치중했던 국제커뮤니케이션
의 쟁점을 영화， TV, 컴퓨터 게임， 서적， 신문 등 다양한 내용불과 장르를 포괄
하는 정보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또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이른바 ‘정보상품’의

부가가치를 둘러싼 기업간 소유， 집중 및 합병 붐으로 인터넷이 이제 섣불경제의
주요한 투자 대상임이 입증되었다.

인터넷이 추동하는 세계 경제의 대변화가 함의하는 바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 띤터넷은 기존 미디어간 융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거대한 초국가
적 시장을 창출하였고 이제 이 새로운 시장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창출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이다. 결국 과거체제간， 남북간 이데올로
기 대립은 신자유주의 (nεoliberalism) 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말았

다. 그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정책 조류의 선두에 바로
인터넷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은 점점 초국가화되고 있는 시장체

계의 중앙 집중적 생산 및 관리장치일 뿐 아니라{D. Schiller, 1999), 기존 시장
을 흡수， 통합하여 대규모의 새로운 ‘네트워크 경제 (networked economy)’를 창
출한 현존 자본주의의 돌파구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세계화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꾸준히 인터넷이 선진국뿐 아니

라 제3 세계를 포함한 전세채 인류의 정치적” 경제적 삶을 개선시키면서 남북격차
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의 상호작

용적 특성은 사회의 갈등을 패화로 해결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블 높이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유통은 낙후된 사회에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전파하
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점도 부각시켜 온 것이다
(졸고，

1996: 45).

그러나 정보기술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꾸준히 지적해왔듯이 인터넷에서도 그
기술적 가능성과 그것의 사혜적 설현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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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Bell ， 1973)은 ‘이상향적 기술결정론’에 근거하여 사회의 효율성보디는 공공선

이 우선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인터넷의 세계화가 지닌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고찰해볼 때 오히려 효율성이 더욱 섬화되는 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이 여타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시장을 구

축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 인터넷 관련기술 표준화와 선점화 논쟁은 시장의 우

위를 독점하려는 기업적 전략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라한 추세가 제3 세계 국가들에게 의미하는 비는 무엇인개

McConnell Intemational사가 전 세계 427~ 개발도/샘을 대상으로 온라인화 진
척도(Connectivity), 정보화 리더십 (E-Leadership ),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
인적자원(Human Capit띠)， E- 비즈니스 환경 등의 범주별로 조사한 ‘정보화 준비
도 수준(Global E-Readiness)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4을 차지히는

이 국가틀이 아직도 정보기술 투자가 부족하고 정보경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대Newsbytes ，

2000. 8. 22).

문제는 특히 이들 제3 세계 국가들의

지도자틀이 미래 국가성장의 성패는 정보경제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서도 전통적인 정부구조， 통신시장의 국가독점 등 미성숙한 경제구조로 인해 발

전의 기속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로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만 동시에 인터넷 등 정보기술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차이로 인해 정보와 경제
발전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3 세계
국가의

딜레마인

것이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OECD회원국의 전체 인구는 세계 인구의 19% 지만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1%
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제3 세계와의

정보불균형이

섬화되고

았다고

한다

(www.kisdi.re.kr/publishing 참조).
제3 세계 국가들에게 인터넷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발전을， 한편으로는 ‘상업

주의적 바이러스’(H. Mowlana, 1995) 가 그들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소수의 초국가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
으며，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제3 세계는 현설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 발을 틀여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슬랙 (Slack) 의 지적처럼 전 세계에서 ‘광란(craze)’ 상태로 번져가고
있는 정보화의 열풍은 단순인과론적인 유토피아니즘때문이란 비판론자들의 논리
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화가 곧 이상호탤 가져다 줄 것이란 장맛벚 환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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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인터넷의 세계화가 함의하는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세밀히 고찰하여 신중

한 판단을 기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신식민화와 종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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