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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기반시설 문제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적 역할 

 무료 인터넷 사례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Internet.org는 진정한 무료 인터넷인가? 



1.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접속 비용의 부담 완화 문제 

저가 인터넷 연합(A4AI, Alliance for Affordable Internet) 

2013년 글로벌 대형 ISP, 개도국 인터넷 접속료 인하를 위한 연합기구 출범 

정책 개발, 해저 케이블과 위성 등 각종 통신 인프라의 공유 적극 장려,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 



* ITU in partnership with UN-OHRLLS 
 
 
 
  1. 경쟁적인 모바일 시장과 가격 책정 
 
 
  2. OTT 서비스나 부가가치세 없는 서비스 
                            (“zero-rated service”) 
 
  

1.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접속 비용의 부담 완화 문제 



1.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접속 비용의 부담 완화 문제 

1. 경쟁적인 모바일 시장과 가격 책정 



2. OTT 서비스나 제로 등급 서비스 (“zero-rated service”) 

1.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접속 비용의 부담 완화 문제 



2.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기반시설 문제 

1)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  



2.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기반시설 문제 

- 아프리카 언어 배제 

- 영어 기능 구축만 집중 

- 아프리카 다른 언어로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부족 



2.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기반시설 문제 

Iris Orriss(MIT Press Journals) 

 

- 모든 장치에 글꼴 지원 및 입력 방법 

제공하는 솔루션 모색 

-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번역 

크라우드소싱 

     참여 



2.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기반시설 문제 

2) 기반시설 문제 

취약 지역에 인터넷 보급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 위성, 열기구 등  

여러 방안을 이용한 사업을 고안 중 

• ITU in partnership with UN-OHRLLS 

 

-정책입안자, 심사숙고한 국가 광대역 통신망에 일관된 리더십 

-규제기관,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의한 의사 결정 위해 

   국가적인 인프라 지도책과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 정보 



3.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적 역할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 물리적 인터넷 보급 뿐 아니라 

기업,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기업 
 

기술 개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사업 추진 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정부  
 

인터넷 보급에 대한 적극적 헌신,  
관련 정책과 규제 조치의 뒷받침 등 

 
인도, 텔레콤 규제 당국의 

활동(Internet.org) 



3.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적 역할 

시민단체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 인식,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구축에 노력 등 

 
인도의 Internet.org 넷 중립성 문제에 

대한  
시민활동가 중심의 탄원 

국제기구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적 협력 지향, 
이용과 보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 발달 

및 촉진 등(ITU) 
 

미얀마 인터넷 기술 형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사례 



4. 무료 인터넷 사례: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저궤도 위성의 보급 등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직경 15m 크기의 열기구를 20km 상공의 성층권으로 
올려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안정적 하드웨어 필요,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 의문 



4. 무료 인터넷 사례: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저궤도 위성의 보급 등 



5. Internet.org 는 진정한 무료 인터넷이라 할 수 있는가? 

* Internet.org 
 
 
  - 오지에 무료로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 
 
  - 인도의 이동통신사 대기업과 제휴, 
    ‘익스프레스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5. Internet.org 는 진정한 무료 인터넷이라 할 수 있는가? 

 “ 온라인 및 어플 접속,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위한 저비용 고대역폭 대안 제시, 
  

모바일 데이터 제공 보완”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  

망의 공개(Open Network) 위반” 
 

   “인도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저해” 
 

   “인터넷이 아닌 페이스북넷(Facebooknet)” 



5. Internet.org 는 진정한 무료 인터넷이라 할 수 있는가? 

인도 텔레콤 규제 당국, 
 

“데이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또는 간섭 방지” 

 
VS 
 

미국, 
 

최근 중립성 규정 폐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와  
경제성장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 1 

인터넷과 경제 성장 

 발전 격차의 그늘 3 

2 



1.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 



1.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 

사망하지 않을 기회 교육 기회의 확대 인간적 노동의 기회 



1.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 



1.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 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장려” 

ICT 기술 접근성 확보 필요 
 

금융적 수용성 

빈곤 감소 

보건 개선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새로운 인터넷 산업 창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세계 경제의 인프라로 기능 

 전기, 물과 같은 필수 인프라 

 

일상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경제 Internet Economy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터넷 도입 이후 2011년 프랑스 

50만 개 120만 개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ICT/모바일 산업의 직접적 경제 성장 효과 

ICT/모바일 산업 경제성장 

기반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투자 + 승수효과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금융자본 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 확산 

금융 서비스 개선 
인적자본,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조성 

벤처캐피탈 투자 및  

거래 활성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 이익 발생 

스타트업 기업이  

세계 시장과 연결 



2. 인터넷과 경제 성장 

기존 산업(농업, 식량생산 등)의 생산성 증대 

이동거리 
최소화 

매출 
최대화 

낭비 
최소화 



3. 발전 격차의 그늘 

ICT 접근성 

교육 수입 

자원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인권 

사용 
능력 



 
 

인터넷 보급과 
민주주의의 실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국가의  

인터넷 개방  
1 

인터넷이 특정집단의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활용의 적정선은 어디까지 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퍼지는 가짜 뉴스  

:누가 막고 어떻게 판별하는가? 

3 

2 

4 



1.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 국가의 인터넷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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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 국가의 인터넷 개방  



1.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 국가의 인터넷 개방  

문제점  해결방안 

1)검열 대상에 대한 기준 모호 
 
 
2)중국식 인터넷 검열의 확산 
 
 
3)시민들의 인터넷 검열 익숙함 

1) Private Sector의 중요성  
 
 
2)중국식 인터넷 확산 막기 
 
 
3)인권탄압 보고서 및 연구 



1.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 국가의 인터넷 개방  

Public Sector의 중요성 



2. 인터넷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한정적, 중앙집권화 인터넷 보급 1) 무료인터넷의 독점 막기  
 
 
2)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정보 습득 
 
 
3)블록체인 



2. 인터넷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 



3. 개인정보 활용의 적정선은 어디까지 인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어 부족 

조직들의  
역량 차이 

대학 졸업생들의 
보안 인증의  
이해 낮음 



3. 개인정보 활용의 적정선은 어디까지 인가? 



4.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퍼지는 가짜뉴스: 누가 막고 어떻게 판별하는가?  



4.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퍼지는 가짜뉴스: 누가 막고 어떻게 판별하는가?  



 
 

인터넷 보급과 
아동교육, 

여성 역량강화 

우리나라 교육 ODA와 CTS 프로그램 1 

‘교육 목적’의 인터넷: OLPC, 모비스테이션 

 MOOC는 빈곤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인터넷 보급과 여성 

3 

2 

4 



SDG 4와 세계 교육 ODA 

▶ 원조국들이 교육 분야를 원조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1. 우리나라 교육 ODA 



1. 우리나라 교육 ODA 



1. KOICA의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1. KOICA의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에누마의 ‘킷킷학교 (kitkit school) 



1. KOICA의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2. ‘교육 목적’의 인터넷: OLPC(One Laptop Per Child) 의 실패  



2. ‘교육 목적’의 인터넷: 모비스테이션 (Mobistation) 

‘Digital in a box’ 

노트북, 빔 프로젝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USB, 배터리, 

태양에너지 패널 등 



2. ‘교육 목적’의 인터넷: 모비스테이션 (Mobistation) 

1)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2)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 

모비스테이션의 장점은? 



3.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빈곤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 



3.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빈곤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3.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빈곤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바투식 먕간바야르 MIT MOOC 홈페이지 



4. 인터넷 보급과 여성 역량 강화 (empowerment) 

네팔의 Amakomya Project 



미래의 교육 ODA 

• 학교/센터 건립 사업, 

• 고등 교육 이상 비중 높음 

• ICT 기술과의 결합 

• 기초교육 비중 늘리기 

• 빈곤아동층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