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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코로나19)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 우리는 위협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사람들 간 소통을 유지해주

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

의 약물 혼합물을 분석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기여

하는 슈퍼컴퓨터부터 생필품과 의료물자를 최우선으

로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리고 교육 및 경제

활동이 지속하는 화상회의 플랫폼까지 디지털 기술

이 제공하는 이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막중한 도전과제 역시 재조명했습니다. 정확

한 데이터와 정보 공유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에 필

수적이지만 소셜미디어의 오용으로 인해 도리어 위험

한 가짜 뉴스와 인종차별적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

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병원 및 

제약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생명을 위

협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예방에 중대한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기술 및 동선 추적 도구의 사용과 개인의 프라

이버시 및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일 역시 중요

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인터넷 연결

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재택 학습과 근무를 가능케 하

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충분한 접근성을 보

장받지 못하는 빈곤층과 여러 소외계층은 교육의 단

절과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

로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더욱 불균형적으로 피

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1  

디지털 기술은 바깥세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

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엄청난 잠재력을 갖

춘 한편, 현존하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선진국의 개인 인터넷 사용률은 87%에 다다르

지만, 최빈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19%에 그쳤습니다.2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며 새로운 취약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4년 데이터 침해 행위로 인한 잠재 피

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입

니다.3 또한, 선거 기간 중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시

민들의 정치 참여를 수월하게 하지만 잘못된 정보 및 

혐오 발언을 퍼트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서 매

우 복잡한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지

털 기술 발전은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ICT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최대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1/3 정

도는 오로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로 이루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4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디지털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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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따라 환경뿐 아니라 범지구적 생태계

를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주어졌

다는 점입니다. 적절히 활용된다면 디지털 기술은 기

후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지속 가능성과 지구 환경 

그리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벌어지는 아동 대상 성 학대와 착취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of the US” (미국 

실종 및 학대 아동 센터)에5 7천만 건 이상의 아동 

성 착취물이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

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상 아

동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공동의 노력

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사법기관

과 주요 IT 기업 간 협력이 증대되었지만, 아직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더욱 견고한 모니터링 활

동을 수용하고 예방에 초점을 둔 탐지 방법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각국 정부 기

관의 지원과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WeProtect Global Alliance”와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과 

같이 여러 유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파

트너십은 아동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바깥세상과 독립적으

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변

화를 끌어낼 엄청난 잠재력을 갖

춘 한편, 현존하는 문제를 악화시키

고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불

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를 더욱 증

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

나19 사태는 더욱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 구

축을 보다 시급한 문제로 부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

와 관련해 합의된 11가지 규범에 따르면 타국의 주요 

인프라를 훼손하는 정보통신 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

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현재 코

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 간 공동 협력을 가능케 하

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처럼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된 규범은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의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혁신적인 방법론과 행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폐해를 예방 및 최소

화함과 동시에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에 집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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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국가, 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교육기관, 정보통신업

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을 구성했습

니다. 멜린다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회장과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은 고

위급 패널에는 전례 없이 다양한 전문성과 분야 그리

고 출신 국가 및 성별 등 여러 배경을 대표하는 20명

의 전문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토의와 숙고 끝 2019년 6월, 고위

급 패널은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

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사용 최

적화와 리스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

력 방안에 대하여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구축;

2.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3. 인권과 인간 자율성 보호;

4. 디지털 신뢰, 안보 및 안정성 촉진;

5. 글로벌 디지털 협력 증진.

유엔 사무국은 유엔 회원국과 기업 그리고 시민 사

회를 비롯한 300여 개 이상의 단체와 해당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1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피드백을 제출하였고 고위급 패널 권고사항 관련 토

의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

다.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는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준비 담당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이 조율했습니다.

고위급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살펴

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라운드테이블 토의가 시행되었습니다.6 특

히 각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비롯해 고위급 패널의 

숙의 과정 참여 여부와 지리적 다양성 등 여러 배경

을 고려해 선정된 대표 기관들이 라운드테이블 활동

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각 라운드테이블은 본 로드맵

에서 기술할 제언 사항을 포함해 권고안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언 사

항들은 본 로드맵의 3번과 4번 부문 작성에 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로드맵은 첫째, 후속 토의 내용을 포함한 고위급 

패널의 권고사항 관련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둘째, 

관찰한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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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결성7      

오늘날 구축된 디지털 사회에 개인의 유의미한 참여

를 위해서는 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입

니다. 각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3%는 이미 

모바일 브로드밴드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물리적 접근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사

용 인구는 53.6%에 불과하며 대략 36억 명의 사람들

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

히 최빈국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은 19%에 불과해 가

장 저조한 연결성을 보입니다.8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악화시키는 다양한 요소가 있

습니다.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값비싼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과 광케이블 설치 등 필수적인 기간 사업

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및 구조 역시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특히 

III.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 권고안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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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정부와 사회의 저조한 구매력은 인터넷 사업

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합니다. 무선 기술을 활용해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구축하

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이 이를 추구할 유인책이 부족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관련 역량 부

족도 디지털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터넷 

접속과 설비의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현재 최빈국 19개국의 고정 브로드밴드 

5GB 사용 요금은 1인당 월별 국민 총소득의 20%를 

웃돕니다.9 따라서 더욱 합리적인 요금 설정은 실질적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위 및 중위소

득 국가에서의 브로드밴드 시장 독점체제 해체를 통

해 모바일 데이터 1GB당 최대 7.33 달러의 요금을 절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지역 및 개발 수준 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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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87 퍼센트로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빈국의              
경우, 오직 19 퍼센트의   
인구 만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ITU 추정치    출처: ITU 

19.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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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수 있습니다.10 일례로 미얀마의 경우 경쟁 시장 

형성을 통해 SIM 카드 가격이 2013년 150 달러에서 

2015년 1.5 달러로 크게 감소해 서비스 개시 후 첫 달

에만 2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

다.11 또한 각종 분쟁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

황에서도 인터넷 연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급 상황 중 

인터넷 연결성의 중요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인터

넷 연결성의 부재는 개인의 생명 보전과 생계유지를 

방해하고, 정부와 일선 작업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

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주요 서비스 공급을 유지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

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선 인터넷 연

결성 보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용 경제 구축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연결성

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기준

을 세우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유

연성을 부여한다면 인터넷 연결성 확대를 위한 현실

적인 달성 목표치 역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및 소외계층의 인터넷 연결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요소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구축된 디지털 사회에 개인의 유

의미한 참여를 위해서는 고속 브로드

밴드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각

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3%

는 이미 모바일 브로드밴드 또는 인터

넷 서비스에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

넷 사용 인구는 53.6%에 불과하며 대

략 36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

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편적인 인터넷 연결성 달성을 위한 목표치와 더불

어 합리적인 인터넷 사용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과 목표치 설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

리적인 인터넷 사용료 달성을 위해 모바일 브로드밴

드 1GB 데이터 사용료를 월평균 소득 2% 이하로 설

정하거나 개도국에서의 기초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

용료를 월별 GNI 2%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12 

이러한 기준선 및 목표치 설정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

한 전체 비용 및 투자액 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현

재 203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합리적인 가격

에 보편적 인터넷 연결성을 보급하려면 최대 1,0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13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보다 훨씬 큰 예산이 필요

합니다.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성과 적정 가격에 대한 

기준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

달 플랫폼 구축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여러 유관기관들

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인터넷 연결 계획 수립을 위

한 지역별 연결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

터넷 연결성 수준을 측정하는 실시간 데이터 및 프로

젝트는 적절한 자금 조달 모델 구축을 도울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모든 학교에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출범한 “GIGA”14 사업과 같이 야심 찬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합동 조합 혹은 지역 네트워크 사업자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도 인터넷 연결성 확산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 허가 면제나 세

제 혜택과 같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브로드밴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적절한 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역시 인터넷 연결성과 디지털 경

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기술들을 통해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성 확산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재원 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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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공재15   

디지털 공공재는 지속 가능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최고 잠재력을 끌어

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하위 및 중위소득국

에선 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

넷은 본래 사용자 간 협업과 더불어 여러 실험 정신을 

독려하는 오픈소스 철학에 기반을 둔 공공 관리 네트

워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픈소스 혹은 공개 인터넷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

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었으며, 특히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

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당시 공개

된 집계 자료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는 바이러스 차단

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질병 

발생 감시와 인종차별적 콘텐츠 및 가짜 정보 차단, 그

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측정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재 형태의 실시

간 및 예측성 데이터 인사이트”16는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활용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모든 유관 기관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의 적극적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디지털 솔루

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데이터 패키지를17 활

용해 더욱 신속한 확진자 검사를 수행하고 오픈소스 

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교 폐쇄 기간에도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은 

저작권 및 소유권으로 인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ITU/S.Acha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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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디지털 공공재는 수월한 접근 및 활용

에 필요한 인프라의 수준 혹은 부족한 언어 지원과 내

용 때문에 쉽사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용한 디지털 

공공재 혹은 오픈소스 솔루션을 찾을 수 있더라도 이

를 성공적으로 확대 및 활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지원

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 긴밀한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더 많은 디지털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은18 

SDG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질의 디지털 공공재 개발과 확산을 목

표로 하는 여러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

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발

족한 “Digital Public Goods Alliance”19 (디지털 공

공재 연합)입니다. 디지털 공공재 연합은 고위급 패

널 보고서에서 강조한 대로 디지털 공공재 관련 대

표 플랫폼의 부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구축 이외 다른 방법론

으로 디지털 공공재 촉진을 돕고 보완하는 사업과 연

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lobal Data Access 

Framework”20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

표는 디지털 기술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 개발을 통해 

비공개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양식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한 디지털 

공공재 창출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 거론한 사업들은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공통 기준

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

준을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개인의 프라이

버시 및 데이터 보안을 유지한 채 더욱 많은 데이터가 

공공재 형태로 제공될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공공재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과 개인 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신뢰도와

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원칙과 견실한 

거버넌스 장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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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성21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은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명시

된 것처럼 디지털 기술 사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뒤

처진 대부분의 사람은 구매력이 가장 부족한” 상황입

니다. 디지털 격차는 이미 우리 곁에 팽배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며 또 증폭시킵니다. 

전 세계적 인터넷 사용률에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이

러한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국가 

중 3분의 2에 다다르는 국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성별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지속해서 벌어져 

2019년 전 세계적으로 17%를 기록했으며 최빈국 한

정 43%에 이르렀습니다.22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문

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계층은 해외 이주민, 

난민, 노년층, 청년층, 아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 농

촌 지역 거주자, 그리고 원주민 등 매우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격차를 시급히 줄여야 함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위기 상황 속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행

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존하는 발전의 장애물 위 디

지털 포용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겨날 위

험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도국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 역시 디지털 도구

의 활용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용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코로나 사태 이후 복구 

작업이 모두를 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출범을 앞둔 “Multi-stakeholder action coalition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gender equality” (양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자간 혁신 및 기술 파트너십)

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시행 중

인 다양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23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더욱 긴

밀히 조율 및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

털 포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은 디지털 기술

과 관련된 증거 기반 정책 입안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

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 기준 개발 시, 주로 측

정 대상이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접근성

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접근성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개인이 정보기술을 통한 권리 행사

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

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디지털 접근

© SDM-IN-097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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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란 물리적 접근 및 역량 개발을 통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롯한 모든 개인의 필요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교차성, 사회규범, 언어장벽 등 

구조적 장애물과 위험성을 반영하는 설계를 의미합니

다. 다양한 인구 집단 간 파편적으로 퍼진 익명 데이

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민관협력 역시 중요한 부

분입니다.

디지털 포용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이와 관련된 조

율 협력 및 정보 공유 과정의 개선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안으로 뒷

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유엔 시스

템은 포괄적인 지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24 더욱 폭

넓은 지지를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협력 및 기술에 대해 양성평등 측

면에서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

털화에 걸림돌이 되는 성차별 기반 취약성을 파악하

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는 것입니

다. 

디지털 격차는 이미 우리 곁에 팽배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

하며 또 증폭시킵니다. 전 세계적 인터

넷 사용률에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이

러한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

다. 모든 국가 중 3분의 2에 다다르는 국

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

은 여성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이주민 혹은 분쟁 상황을 포함한 급변사

태를 마주한 인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

다. 이처럼 가장 취약한 집단은 디지털 협력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연결성 달성에 있어 상

대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25 

인터넷 사용 인구 성별 격차 (%)

2013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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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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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강화26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필수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목

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디

지털화의 성과를 이루는 것은 특히 개도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및 사회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야만 신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포

함한 기술 혜택을 현실화할 수 있고 온라인 환경 속 

개인의 안전성 및 보안성 그리고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30년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에 총 1,2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2억 3천

만 개가량의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6억 

5천만 건의 직업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27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디지털 역량 강화 사

업의 상당 부분이 수요 기반이 아닌 공급 기반으로 이

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관련 투자 부족 또한 큰 장애물

입니다. 더욱 나아가 디지털 역량 강화는 개인과 국가

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 간 내부 상황은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디

지털 역량 강화 방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

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

인 역량 강화 방법론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

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역량 강화 노

력에 있어 더욱 높은 일관성과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

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솔루션 확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 역시 필수적입니다.

수요 국가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질적 지

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유엔 기구를 포함한 여러 유관

기관에서 진행 중인 기존 사업들을 한데 모을 수 있

는 포용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고위급 패널 보고서

© Pulse Lab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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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위한 하나의 잠재적 방안으로 기존 지역 기관 

및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헬프 데스크” 신설을 제

안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이후 국제통신연합 (ITU)

와 유엔개발계획 (UNDP)는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평가 작업

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시행자

들이 수요 국가 및 개인의 필요 요구 사항에 더욱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수요 평가 작업 역

시 시행될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필수적으로 달성

되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디지털화

의 성과를 이루는 것은 특히 개도국

을 비롯한 여러 국가 및 사회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조율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선 수요 국

가 차원에서의 상응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 주재 유엔 사무소의 역할을 특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 국가 주

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디지털 협력과 관련해 해당 

국가 내 유엔의 전담 연락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브로드밴드 접근성 확대 등 농촌 지역에서

의 디지털 기술 혜택 확대 사업 계획 및 관리 과정에

서 지역 및 청년 전문가들과 유엔 부서 간 긴밀한 협

력을 통해  해당 국가 차원의 지원 역시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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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권28  

디지털 기술은 인권 옹호 및 보호 수단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인권을 억압하며 

제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급 패

널이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인권 조약들은 모두 디지

털 시대의 도래 전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 범죄 활

동이 오프라인으로 언제든 이어질 수 있는 오늘날, 인

터넷은 통제되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

리지 않고 똑같이 존재하며 완벽하게 존중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A/70/174 참고)

디지털 기술 관련 상품과 정책 혹은 서비스 약관이 인

권 관련 원칙과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

전 실사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 관련 성명에서29 특히 취약계층과 

인권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감시, 억압, 검열, 온라인 

괴롭힘 활동에 신기술이 자주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이어서 신기술은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

며 실행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함을 천명했습

니다. 더욱 나아가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절차 등을 통해 인권 관련 원칙 및 기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 개발은 특별 절차 

및 조약 기구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그리고 기타 여러 이해관계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인

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해 역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러한 측면에서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면적 인터넷 차단 및 선택적 인터넷 서비스 차단과 

검열 활동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의거 국제 인권법 

© Charlotte Butcher, @charb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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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인 사법 집행 이외 파

괴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을 지양하면서도 시민의 생

명과 직결되는 가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 간 인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협의를 통

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특히 취약 및 소외계층에 있어 인권 침

해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차별 확대를 불러일으킬 소

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분야

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체계는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불법 데

이터 침해 수단의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

니다. 2019년 기록된 데이터 침해 행위는 7천 건 이

상이며 이로 인해 15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되

었습니다.30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개인 정보 및 프

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혹은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문제를 적절히 다

루기 위해선 인권 관련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관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법심사 청

구권 보장 혹은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 보호기관 설립 

등 집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보장

과 이를 위한 뚜렷한 실행 방안 마련의 중요성은 민

간부문 행위자에게 있어 더욱 두드러집니다. 보다 구

조적으로 접근하자면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수

익 모델은 상업적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을 장려하

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익 모델의 변화를 고려해봐

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신원 (Digital Identity)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법적 신원정보의 

부재로 인해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31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좋은” 디지털 신원 관리 및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 역시 꼭 필요한 여

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

다. “Identification for Development”와 “UN Legal 

Identity Task Force”와 같이 공인 신원 관리 체계 구

축을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국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할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의 잠재

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 교육, 

표현, 그리고 참여를 장려하는 안전

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사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암

호화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인권 존중 원칙에 기반한 정

책 및 접근법을 통해 해로운 불법 콘

텐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디지털 신원 관리 체

계 중 몇몇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 

밖에서 설계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에 대한 영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의 자율성과 선택 보

장, 명확한 사전 동의 요구,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이

해와 인정, 익명성 보장,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

장 등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혹은 기타 집단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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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투명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극명히 보장되어

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유엔은 디지털 신원과 관련된 필수 안전

보장 조치를 채택 및 구축해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

의 최고 효용성과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신뢰를 구축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산형 개인 정보 관리, 신원 

확인 및 인증, 커뮤니케이션 암호화와 기초 설계 단계

에서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원칙을 채택할 수 있

습니다.32  

안면 인식을 포함한 감시 기술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감시 기술은 많은 경

우 정부와 개인 그리고 민간에 의한 심각한 프라이버

시 위반 사례로 이어져 왔습니다.33 관련 국제 인권법

에 의거 적법하게 활용되는 감시 기술은 효율적인 법 

집행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를 야기하는 표적 감청 및 안면인식 기술로의 악용 사

례 역시 보고되고 있습니다.34 이러한 기술들은 특정 

소수집단을 잘못 식별하여35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더

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계층과 소수집

단으로 하여금 성별이 잘못 인식되는 상황이나36 부

당한 대출 승인 거부37 등 심각한 차별을 겪게 되는 상

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38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를 시급히 마련

해 현실 세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행위

자에 의한 모든 임의적 감시활동과 불법적 감시체계로

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각국의 인권 보호 목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도 인권 수호 의무

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구체적인 접근법을 마

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과 폭력, 그리고 
콘텐츠 거버넌스의 필요성

2018년 기준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이 온라인 괴롭힘

을 경험할 확률은 남성과 비교해 27배 높다고 보고되

었습니다.39 온라인상 벌어지는 학대의 위협은 여성

의 건강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공간 뿌리 깊고 광범위한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

이 자발적으로 “로그아웃”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

습니다. 살해 협박, 성폭력, 명예훼손 및 가짜 정보 확

산을 비롯해 지속적인 온라인 폭력을 경험하는 인권 

운동가, 환경 운동가, 언론인, 성 소수자, 청년, 종교

집단 및 시민사회 운동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상 벌어지는 괴롭힘과 혐오 발언은 실제 폭력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두 겪고 있

는 글로벌 보건 위기로 인해 디지털화가 확대 및 가속

화되며 관련 위협 역시 증폭된 상황입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 교육, 표현, 그리고 참

여를 장려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사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암호화의 필요성

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존중 원칙에 기반

한 정책 및 접근법을 통해 해로운 불법 콘텐츠 문제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과 기업은 각 부

문 및 산업 간 공조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

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콘텐츠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욱 나아가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 조정 관행을 최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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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40 

내비게이션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게놈 염기서열 

분석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무

궁무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인공지능은 

2022년까지 40조 달러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41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

공지능은 소비 행태에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산업

과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활용 기회를 부

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사용자들의 

안전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

적인 예로 자율 살상무기체계는 인간의 최종 개입 없

이도 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흔히 “딥페이크”로 알

려진 정밀한 합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는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됐습

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위급 패널 권고안에 대해 수백 

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 공조 및 협력 그

리고 거버넌스엔 여전히 분명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명시된 인공지능 관련 문제들

은 주로 인간의 개입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

다. 특히 “기계가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권고는 사무총장이 호소한 세

계적 자율 살상무기체계 금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유

엔 회원국들 역시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일명 

CCW •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에 참여하는 맥

락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위급 패널 권고

안에 대해 수백 건의 의견이 접수되

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압

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 공

조 및 협력 그리고 거버넌스엔 여전

히 분명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 Robynne Hu, @robynn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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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이니셔티브가 출

범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주요 도전과제가 남

아있습니다:

(a) 현재 인공지능 관련 진행되고 있는 글로

벌 논의 과정은 대표성과 포용성 부족을 겪

고 있습니다.42 특히 개도국의 경우 인공지능

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회가 막대함

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주요 인공지능 토의에 참여하지 못하거

나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성과는 글

로벌 토의 과정에서 포용성 보장을 위해 유

엔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의 좋은 예입니다;  

(b) 기존 인공지능 관련 이니셔티브는 참여

국 외 국가들과 여타 유엔 기구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에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조 및 조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

직 내 혹은 국가와 국제 사회 차원에서 인공

지능 관련 윤리 및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160

여 개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별적

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원칙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c) 공공부문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추가 역량 

개발과 전문성 획득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감독 체계 및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

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SDG 달

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도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

제통신연합(ITU)이 기타 유엔 기구와 매년 공

동 개최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for Good 

Global Summit”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회담)은 이러한 인식 및 이해의 격차 해소를 목

표로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

을 활용함과 동시에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

다 폭넓고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 기

술을 활용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 관련 성명에 명시

된 것과 같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혹은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를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발전은 인

권 침해와 불평등 확대 그리고 기존 차별을 악화시키

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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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뢰도와 안보43 

유엔 총회는 기술의 오용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계

속해왔습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채택된 결의문은 바로 원자력  기술 발전에서 비롯된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교란 행위와 

기술 남용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취약성을 노출시켰

습니다. 2020년 4월의 어느 한 주 간, 단일 이메일 서

비스 공급자에 의해 보고된 코로나19 관련 악성코드

와 피싱 메일은 하루 평균 1,800만 건 이상을 기록했

으며 코로나19 관련 스팸 메일은 2억 4천만 건 이상

을 매일 기록했습니다.44  

글로벌 데이터 침해 행위로 인해 국가와 기업들은 수

조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주요 사회경제적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수십억 달러

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와중 여러 보건시설 또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터폴 보

고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세계적으로 증가했으

며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 

및 사칭을 통한 시스템 침입 시도를 겪었습니다. 민

간 병원을 비롯한 주요 보건 인프라는 위기 상황 중

뿐만 아니라 항시 안전성을 보장받는 불가침의 공간

이어야 합니다.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주의 집단은 인터넷과 소셜미디

어를 악용해 온라인과 현실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

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선거 인프라와 정당 그

리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짜 정보

의 확산은 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참정 활

동을 비롯해 여러 필수 기관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있

© Markus Spiske, @markusspi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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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는 빠른 속도로 사이버 

역량을 배양하며 매우 정교화된 사이버 공격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형

태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적, 기술적 역량을 갖춘 “사이버 비상 대응팀”을 운용

하는 국가는 전 세계 50%에 불과합니다.45 

이에 대응해 지난 수년간 온라인상 새로이 부상하

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 

“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Global 

Commission on the Stability of Cyberspace and 

the Contract for the Web” 등 여러 다자간 이니셔티

브를 포함해 테러 행위와 폭력적인 극단주의 메세지

에 대응하는 “Christchurch Call to Action”처럼 특

정 이슈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시도가 있

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참여가 아직 보편적인 수준에 도달

하지 못했으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물, 주거, 에너지, 보건 및 교

통에 대한 접근성 지원 등 국가의 주

요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

간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

술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도 있습니

다.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일명 GGE • 국

제 안보 측면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에 관한 유엔 정부 전문가 그룹)과 “Open-

Ended Working Group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일명 OEWG 

• 국제 안보 측면에서의 정보통신 발전에 관한 개방

형 실무그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두 논의 과정에

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책임감 있는 국가 행동 

관련 규범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역량 강화 노력 및 신뢰 

구축 조치에 더 효과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는 방법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슈를 다루는 상설 

기관 및 기구 간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역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안보 측면에서의 정

보통신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 과정은 현재 유

엔 총회 제1 위원회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거론된 과정들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SDG 달성

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신뢰 구

축과 안보라는 보다 폭넓은 이슈를 우선으로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 아래 모두

의 공통 이해 요소가 포함된 디지털 협력에 대한 보편

적 성명 발표는 공동의 핵심 가치라는 기치 아래 디지

털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

다. 식량과 물, 주거, 에너지, 보건 및 교통에 대한 접

근성 지원 등 국가의 주요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간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술은 반드시 보

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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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협력46  

고위급 패널은 현재 글로벌 디지털 협력 체제의 미비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해결책 및 모델을 제시

하였습니다. “IGF Plus”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플러

스) 회의체 강화 및 발전, 분산 공동 거버넌스 아키텍

처 모델, 그리고 디지털 공공재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기존 디지털 협력 모델은 매우 복합적이며 분산된 접

근법을 택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이지 못하며, 글로

벌 토의 및 발전 과정에서의 포용성이 부족한 경우

가 많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협력 체계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단일화된 진입점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

도국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등 예산 및 전

문성이 제한적인 이해관계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

운 실정입니다.

해당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 그리고 여러 다른 목소

리를 포괄적으로 대변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고위

급 패널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

자 간 검토 및 토의가 진행 중입니다. IGF Plus 모델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보완 장치 및 방

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나머지 두 모델에 대한 지속

적 연구 및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유엔 회원국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분산 공

동 거버넌스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다자간 태스

크포스를 구성,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UN Photo/Eskinder Deb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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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엔 총회는 유엔 창설 75주년과 함께 SDG 

달성을 위한 10년간의 행동이 실행되는 해입니다. “우

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SDG를 위한 2030 어젠

다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디지

털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국가 혹

은 기업 그리고 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이 아닙니다. 

디지털 협력은 근본적으로 다자간 협력

을 필요로 합니다. 각국 정부는 핵심적 

역할을 맡지만, 민간부문을 비롯한 디

지털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른 이해관

계자의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기초 단

계에서부터 민간부문과 정보통신 커뮤

니티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

고 포용해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

사결정과 정책 입안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협력은 근본적으로 다자간 협력을 필요로 합

니다. 각국 정부는 핵심적 역할을 맡지만, 민간부문

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

자의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문과 정보통신 커뮤니티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포용해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각국 정부, 민간부

문, 시민사회, 국제기구, 교육기관, 기술공동체 및 기

타 이해관계자 간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력을 증진하

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다자간 라운드테이블에서 도

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고위급 패널의 권고안을 자세

히 검토한바,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가속할 수 있는 

행동 방안 및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아래 

기술하는 행동 방안 및 계획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S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이 

제시하는 기회를 활용함과 동시에 위험성은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장이자 플랫폼으로서 유엔의 역할

유엔은 상술한 최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다자간 정

책 대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는 2021년 유엔 고위 

리더십에 주요 기술 트렌드에 대한 조언과 유엔 시스

템이 실시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전략적 접근법에 대

한 권고사항을 제공할 “Envoy on Technology” (기

술 담당 특사)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기술 담당 특사

는 디지털 협력의 옹호자이자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유엔 회원국, IT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이

IV. 앞으로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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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와 유엔 시스템 간 의사소통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은 유엔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 기

술 부문 및 기능을 확인하여 더욱 일관적이고 전략적

인 접근법을 독려함과 동시에 추가 보완 및 강화가 필

요한 부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2018년 제정된 유엔의 

신기술 전략 역시 유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

구와 기관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해 주어진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습

니다. “Task Force on the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달성을 위

한 디지털 자금조달 TF)에서 곧 발간할 보고서를 통

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유엔의 기타 업무 분야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주의적 사업 사이클 전 부분에 걸쳐 인

도주의적 활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

장함으로써 유엔의 평화 유지 노력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결성

SDG에 의거, 2030년까지 모든 개인에게 유의미한 수

준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적정 가격에 공급

되는 안전한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유엔의 

행동 방안 및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보편적 목표치와 측정 기준을 포함, 개인

의 온라인 접속에 필요한 디지털 연결성의 최

저 기준선을 설정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적

정 가격”을 정의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b) 자금 조달 플랫폼 구축 및 농어촌 지역 

등 접근성이 특히 부족한 지역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투자 모델 발굴에 대

해 논의할 투자자 및 재원 조달 전문가로 구

성된 글로벌 대화체를 조성할 것입니다; 

c) 국제통신연합 (ITU)와 유니세프의 “GIGA” 

사업과 같이 인터넷 연결성 확대를 가속하는 

새로운 혁신적 모델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d)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규제환경 

조성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 연결성에 대

한 지역 평가 실시를 지원할 것입니다;

e) 기관 및 기구 간 네트워크인 “Emergency 

Telecommunications Cluster” (비상 정보통

신 클러스터)와의 협업을 포함해 위급 상황 대

비 및 대응 그리고 지원 체계의 일부로서 인터

넷 연결성에 대한 토의를 촉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공공재

인터넷 연결성 확대에 따른 혜택 실현을 위해선 유엔 

회원국, 유엔 시스템, 민간부문 등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가 프라이버시 및 기타 관련 국제

법 및 국내법과 관련 기준 및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오

픈 소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기준 및 

콘텐츠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유엔 회원국과 유엔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 또 근 미래

에는 SDG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디지털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수 있

습니다.

관련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Digital Public Goods 

Alliance” (디지털 공공재 연합)의 설립을 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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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재 연합이 새로 탄생하

는 기타 디지털 공공재 이니셔티브와도 긴밀히 협업

해 나가길 바랍니다.

디지털 포용성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 

시민단체, 민간부문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다

자간 디지털 포용성 연맹을 비공식적 네트워크로써 

발족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포용성을 측정하는 연간 

기록표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성 및 리터러시를 평가

하는 측정 체계를 개발해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 발

전을 가속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자들이 정

보통신 및 기타 인프라 개발 지원 사업의 일부분으로

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사업에 투자와 지

원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리 및 프라이

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

수하며 다양한 인구 집단 내 산재한 익명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협력 또한 촉진

할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 관련 이니셔티브와 메

커니즘 그리고 사업에 대한 맵핑 작업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또한, 각국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들은 주재

국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개선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 및 계획을 구상할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유엔개발계획 (UNDP)와 국제통신연합 (ITU)는 기

존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파

악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

획입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유엔 기구 및 

기관들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역

량 강화에 초점을 둔 포괄적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다자간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여기

에는 유엔개발계획 (UNDP)와 국제통신연합 (ITU)

가 공동으로 주도할 신규 디지털 역량 개발 기관이 포

함될 것입니다.

새로이 발족할 네트워크는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지

침 개발 및 사전 디지털 역량 수준과 수요 평가를 위

한 자금 조달과 제언, 디지털 전략 지원, 디지털 리터

러시와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와 수

요자를 연결해 주는 정보 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SDG와의 연관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넓은 유엔 시스템 활동에 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 조정관실과 협력해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서비

스 제공자와 지식 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특히 인터넷 연결성과 디지털 경제

가 확산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엔 봉사단 (UNV)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인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은 디지털 상호의

존의 시대에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보호 및 강화할 기회를 확장하고 이를 위협하는 장애

물을 극복하기 위해 신기술 사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고 관련 실사를 통해 전체 유엔 시스템에 

적용될 지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시

민사회와 외부 전문가 이외 가장 취약한 집단의 참여 

역시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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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법안 입안에 있어 인권을 중심적

으로 고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IT 

공동체 또한 디지털 공간 내 프라이버시 및 기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시급히, 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기

업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포용

성 및 조율 그리고 역량 강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다자간 자문기구

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인권

에 기초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또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인공지능 관련 지침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문기구의 구성은 회원국을 비

롯해 관련 유엔 기관과 민간기업, 교육기관 및 시민단

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문기구는 기존 체계와 제도에 대한 고려 

아래 모범사례를 공유 및 촉진하고 인공지능 표준화

와 규제 준수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역동적

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유

엔 기구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대한 정

보를 널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뢰도와 안보 

디지털 신뢰도 구축과 안보에 대한 공통 이해 요소

를 포함하고 모든 회원국의 지지 아래 작성된 광범

위하고 포괄적인 성명은 글로벌 가치에 기반해 디지

털 협력을 가속해 나갈 공동 비전을 형성하는 데 도

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이러한 성명 작성

을 진행할 것인지 또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 모두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a) 디지털 신뢰 구축 및 안보에 대

한 원칙과 2030 어젠다의 실행 능력 사

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가장 고위

급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b)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안

전하고 믿음직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합

니다. 보편적인 문서를 통해 이러한 목적

을 촉진한다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

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c) 이 성명은 OWEG와 GGE에서 수행되고 있

는 중요한 기술적 논의와 중복되지 않는 영역

에서 원칙에 따라 회원국 간 디지털 신뢰 구축

과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보

다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회원국의 성명 채택 이후 IT 기업과 시민

사회 등 민간부문의 주요 이해관계자들 역시 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에서 제시한 다양한 디지털 협력 모델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IGF”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현재 디지털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으로 아

래와 같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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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다자간 자문기구의 경험을 참고해 더

욱 많은 권한이 부여된 전략적 다자간 고위

급 기구 신설 방안. 이 기구는 더욱 시급한 문

제를 해결하고 포럼 토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율하고 제안된 정책 접근법과 권

고안을 적절한 규범 형성 및 의사결정 포럼

에 재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제한된 수의 전략적 정책 문제를 기반으

로 더욱 구체적인 의제에 집중하는 방안; 

(c) 보다 실행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

기 위한 고위급 대화 부문 신설 및 장관

급 또는 입법 기관 간 대화 트랙 추가;

(d) 기타 글로벌 포럼과 지역, 국가, 지

방 차원 및 청소년 주도 이니셔티

브와 더욱 강력한 연결 구축;  

(e) 본 보고서에 기술된 주요 의제 영

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 구

축과 포럼 회기 간 정책 개발;

(f) 라운드테이블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

은 대로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전

략을 통한 포럼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

보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g) 전략적 이미지 강화 및 다른 유

엔 기구 및 기관과의 향상된 정보 전달

과 보고를 통한 포럼의 가시성 확장.

IGF 외 디지털 협력 모델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지만 저는 IGF를 개선하기 위한 상기 방안을 

지원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 디지털 

기술의 저력과 잠재력 그리고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국제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며 기술이 끼치

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기회를 찾고 모두에게 공정

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현재 우리가 맞이한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에 제시된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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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국제사회의 협력 

아래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최적화하고 위험성을 완

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

었습니다. 2019년 6월, 해당 고위급 패널은 국제 디지

털 협력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은 “디지털 상호

의존의 시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

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8개의 온라인 라

운드테이블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고위급 패

널의 권고사항별 해당 사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되었습니다. 온라

인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참가자 목록은 아래와 같

습니다. 또한 (https://www.un.org.en/digital-co-

operation-panel)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결성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Uganda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UNICEF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Egypt 

 >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 The Government of Malaysia

 > The Government of Niger

 > The Government of Rwanda

 > European Union (EU)

 > Chair of the European Parliament’s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body (STOA)

 > ACTAI Global 

 > Alibaba

 >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conetwireless 

 > Ethereum

 > Facebook

 > Gates Foundation

 > Global Compact

 > GSMA

 > Internet Society (ISOC)

 > Mastercard

 > Microsoft

 > M-Pesa

 > Lemann Foundnation

 > OneWeb

 > Viasat

 > UPenn/1WorldConnected 

 > Web Foundation

부록: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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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Economic Forum (WEF)

 > 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International Trade Law Division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

 > World Bank

 > World Food Programme (WFP)

디지털 공공재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Norway

 >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 Indian Software Product Industry 
Roundtable (iSPIRT)

 > UNICEF

 > UN Global Pulse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Beliz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Chair)

 > The Government of Chile

 > The Government of Finland

 > The Government of Niger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 African Export-Import Bank (Afreximbank)

 > ARM

 > Botnar Foundation

 > Cisco

 > Consumer Unity & Trust Society (CUTS)

 > Digital Impact Alliance 

 > European Broadcasting Union

 >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Chair of the European Parliament’s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body (STOA)

 > Facebook

 > Future Society

 > Graduate Institute Geneva

 >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Mozilla

 > World Economic Forum (WEF)

 > Wikimedia Foundation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ited Nations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ICT)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World Bank

디지털 포용성과 데이터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Mexico

 > U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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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Denmark

 > The Government of France

 > The Government of Japan

 > The Government of Malawi (Least 
Developed Country Group Representative)

 > The Government of Sweden

 >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 European Union (EU)

 >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 Data2x

 > Digital Future Society

 > Global Partners Digital

 > GSM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 Internet Society (ISOC)

 > Microsoft

 >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 Omidyar

 > OHCHR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 Secretary General’s Special Advocate for 
Inclusive Finance for Development (UNSGSA)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Web Foundation

 > World Bank

디지털 헬프데스크

Champion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 The Government of Russia

 > The Government of Singapore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 The Government of Uganda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 European Union (EU)

 > ARM 

 > Consumer Unity & Trust Society (CUTS)

 > DiploFoundation

 > IndustriALL Global Union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 Oxford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UN-HABITAT

 > United Nations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ICT)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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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권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European Union (EU)

 > Access Now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Denmark

 >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 Amnesty International

 > Atlantic Council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 (DFRL)

 > Carnegie UK Trust

 > Coding Rights

 > Derechos Digitales

 > Facebook

 > Federal University of Rio Grande do Sul

 > Freedom Online Coalition

 > Global Partners Digital

 > ICT Policy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CIPESA) 

 > Google

 > GovTechLab Lithuania

 > Graduate Institute Genev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International Trade Law Division

 > ICT4Peace Foundation

 > Internet Commission

 > Korea University

 > Microsoft

 > MITRE

 >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 (MCRB)

 > New America

 > OpenNet Korea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Paradigm Initiative 

 > Tech Policy Tank

 > OHCHR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 UN Global Pulse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Verizon

 > Web Foundation

인공지능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Finland

 > The Government of France

 > Future of Life Institute (FLI)

 > UN Global Pulse

 > UNESCO

 > The Office of Special Adviser Hochschild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Brazil

 > The Government of Canada

 > The Government of Ghana

 > The Government of Italy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Government of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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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overnment of Singapore

 > The Government of Slovenia

 >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 European Union

 > ARM

 >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 Article 19

 > Beijing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 Centre for Artificial Research 
Intelligence (CAIR)

 >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CIFAR)

 > Centre for the Study of Existential Risk (CSER)

 > Council of Europe

 > DATACTIVE

 > Data Protection Commission of Ghana

 > DeepMind

 > Element AI

 > Federal University of Rio Grande do Sul

 > Future Society

 > Graduate Institute Geneva

 > GSMA

 > ICT4Peace Foundation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Jozef Stefan Institute 

 > Makerere University

 > Microsoft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OpenAI

 > Oxford Internet Institute

 > Partnership on AI (PAI)

 > Tsinghua University

 > Wadhwani Institute for AI

 >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

 >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International Trade Law Division

 > UNESCO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디지털 신뢰와 안보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Estonia

 >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 The Government of Uruguay

 > Microsoft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 The Office of Special Adviser Hochschild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 The Government of Canada

 > The Government of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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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overnment of France

 > The Government of Japan

 > The Government of Kenya

 > The Government of Kiribati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Government of Mexico

 >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 The Russian Federation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Facebook

 > Future of Life Institute (FLI)

 > GovTech Lab Lithuania

 > GSM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ICT4Peace Foundation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Internet Commission

 > Internet Society (ISOC)

 > Konrad-Adenauer-Stiftung (KAS)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 Web Foundation

 > World Economic Forum (WEF)

 > World Bank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디지털 협력 아키텍처

Champions

 > The Government of Germany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 The Office of Special Adviser Hochschild

Key Constituents

 > The Government of Canada

 > The Government of Denmark

 > The Government of France

 > The Government of Japan

 > The Government of Malawi (Least 
Developed Country Group Representative)

 > The Government of Paraguay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Chair)

 >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 European Union (EU)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APC)

 > Brazilian Internet Steering Committee (CGI.br)

 > DiploFoundation

 > European Broadcasting Union

 > Ford Foundation

 > GSMA

 > Global Partners Digital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 Internet Governance Forum-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IGF-MAG)

 > Internet Governance Forum-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IGF-MAG)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usiness Action to Support the 
Information Society (ICC BASIS)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33    

 > Internet Society (ISOC)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JSC National ICT Holding Zerde

 > New America

 > Robert Bosch Stiftung

 >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 Uruguayan Chapter – Internet Society

 > Ushahidi

 > World Economic Forum (WEF)

 > World Bank

 >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International Trade Law Division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 UN Secretary-General’s Task Force on 
Digital Financ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F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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