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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기는 본격적인 지식정보기반 사회가 정착되고 역사적으로 한

 

일 간의 세번째 천년이 시작

되는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활용으로 탄생되고 있는 전자공간

 

이

 

세

기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국간정보기반

 

으로 발전할 것이라 보고

 

이러한 전제하에

서 상호교통적인 한일

 

구축을 위한 원칙과 정비의 기본 방향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 론

지금인류는지식정보의세기라는새로운천년

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오는 레니엄

의 세기는 전자정보기술 이 창조하는 사이버

스페이스 를 활용함으로써 현대 산업

사회가직면하고있는제반과제를해결해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전자공간 시대

가될것이다 즉 전세계의컴퓨터네트워크를상

호 연결해서 국민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의 네트워

크화를 지구규모로 실현하는 인터넷의 고도 이용

환경이 전자공간사회의 도래를 실현시키고 있다

본연구에서는네트워크상에서형성되는새로

운 인간관계 행정 및 경제활동의 영역을 전자공

간으로정의하고자한다 또한이러한전자공간이

앞으로 기존 사회의 구조와 활동형태를 보완하고

대체할뿐만아니라보다새로운가능성을창조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전

자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확

대와발전을촉진하기위한종합적비전과원칙그

리고협력관계의총체를 국간정보기반

으로 정의하고

구축을 위한 개념정립과 계획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특히 고도화 된

인터넷상의 전자공간을 한일간의 상호교통적인

정보기반의 기본조건으로 보고 으로의 발전

가능성 분석 및 정비원칙 그리고 전자공간을 무

대로하는 구축방향을제시하는데연구의 목

적을 두었다

 

최근의 관련 정책동향

네트워크의고도활용으로인터넷과같은전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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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이

탄생시킨 이러한 전자공간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

치경제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클린턴 행

정부는 전자공간의 거대한 잠재력을 국가 전략차

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신산업정책을 제창하고 있

다 연방정부와 산업계 학계의 역량을 총결집하

여 현 인터넷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차세

대인터넷계획 의

제창 과 인터넷 자유무역구상 그리

고 구상을 보다 구체화 한 행동계획의 발

표 등이단적인사례이다 이러한인터넷고

도화 전략은 미국의 정보화 정책이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용량 쌍방향 초고속으로 운반하는 정

보전송망 구축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발과 활

용을위한기술개발및환경정비라는새로운단계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세기 정보통신정책도 사

이버 사회를 대비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정성의 통신방송의 융

합과 전개를 생각하는 간담회 에서 정리한 보고

서에 따르면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으로 사이버 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

되고있다고전제하면서 이에대비한정보보호제

도 광섬유망등의정보통신기반의조기정비가불

가피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에 대한 사회적 가능성의 발

견과 네트워크상의 경제활동의 실체를 감안한 새

로운 정책론을 전개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년 월 정보통신부

는기존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추진계

획 상의 목표연도를 년에서 년으로 년

이나 앞당긴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을 발

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앞으로의 정보통신기반이

통신과 인터넷 고도수요의 활성화에 대응하

는 전자공간의 활용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전자공간의 분석과 발전성

전자공간이라는 신개념의 탄생

미국 미디어 랩의 소장인 네그로폰테는

디지털이다 라는 저서에서 정보화 사회가 발달

하면 할수록 지리적인 환경은 사라진다고 지적하

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디지털 시대의 인

간생활은 종래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의존에서

보다자유로워질것으로보인다 세기를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자공간 지향의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전자상거래나전자출판에그치지않

고의료나교육 행정등다양한분야의새로운활

동이 전자공간상에서 창출되어 기존 질서의 재구

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정

보통신의 고도이용에 의하여 거리와 시간의 제약

을 초월하여 현실의 활동을 보완 대체하면서 전

체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활동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유효한 상

호협력 및 발전기반으로서 전자공간에 대한 개념

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기로 한다

공간이라는개념의학문적인의미를고찰해보

면 프랑스의 도시사회학자인 르페브르는 공

간이라고하는것은단순히인간생활을둘러싼공



    

전전전전자자자자통통통통신신신신동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

 

권 제

 

호

 

년

 

월

허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특성과 고유한 방식을 통해 일상생

활 속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열린공간이 열린

사회를 창조하듯이 사회 자체가 공간적으로 형성

된다 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서

의 그의 공간개념에 주목해 보면 공간은 고정된

위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가

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인류의 역사

는 끊임없는 공간확장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

다

전자공간 이라는 용어는 작가

이 년에 쓴 소설 에

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컴퓨터

와 컴퓨터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 현실사회를 초

월한 사고활동의 공간을 전자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 전자공간의

개념을 어원적으로 스페이스 측면을 강조하는 경

우와사이버측면을강조하는경우로분리해서정

의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물리적인 공간

의 특성을 초월해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된 병렬적인 우주 를

뜻하며 후자의 경우는 정보의 유통과 통제가 자

유스럽게행해지는공간을의미한다 그러나이들

양자의 전자공간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의 인터넷

을 염두해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전자공간을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

뮤니케이션 공간 으로 본다면 전자공간의 실체

는 통신과인터넷으로대표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신이 인터넷 체제에 통합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자공간이란 사실

상 인터넷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공간을 인터넷 중심의 전

자공간으로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전자공간이란 다양한 정보기술과 정보기반

상에형성되어있으며 고도하고치 하게연결된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사회

이다 또한그것은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기업 교육 및 오락 등의 형태

가 등장하고 있는 무대이며 기존의 사회와는 다

른 가치관과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일종의 전자적인 공동체이다

전자공간의 로의 발전성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전자공간이 한일 양국

간에 있어 상호교통적인 정보의 창조와 공유 그

리고 소비공간 등 로의 발전조건을 갖추고 있

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주지하듯이전자공간은공중망이나컴퓨터통

신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세

계로서의 전자공간이 가지는 기능은 미래의 정보

유통과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서의 조건을 완전

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물

론 네트워크 컴퓨팅 기술 가상현실과 인간의 대

리역할을수행할수있는소프트웨어응용기술등

이결합된다 따라서전자공간에서는단순히선과

면의연결기능을넘어서또하나의국가간협력의

공간체계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전자공간은 수천만 대의 컴퓨터와 그 속에 내

장되어 있는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과 조직

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

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를 생산 유통시

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제약 거리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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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다 둘째 정보를 실시간에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플랫폼으로서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 넷째 전세

계의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접속을 가능케 한

다 다섯째 정보이용자 자신이 필요

한 정보를 기능적으로 검색하고 필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섯째 인간과인간의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정보를 거래하고 전자화폐

를 통한 대금지불이 가능하다

 

전자공간으로서의

 

구축 원칙

한일 양국이 이와 같은 특성의 전자공간을 다

차원적인 협력체제로서 구축하고 바람직한 상호

교류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

본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는 고도정보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양국간에있어장벽이적은상호대등한정보교류

체계를정착시키기위한기본조건 그리고양국의

접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국가간 공동

발전방향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전자공간상의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과 상호 접속성 상호

운용성 상호 보호가능성과 거래가능성 상호 접

근가능성과정보시민성 상호관리성등의정비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 접속성 확보의 원칙

상호접속성 이란수많은개

별네트워크와다수의미디어사이에컨텐츠가아

무런장애없이흐르는물리적정보기반환경을말

한다 상호 접속성이 확보되면 방송 전화

이동체 케이블 인터넷간의 연계성과 공용성이

증대되어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극대화 될 뿐 아

니라 사용자에 의한 이용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공중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케이블 망

사이의 상호 고도화 된 통합 네트워크 환경의 구

축은 전자공간을 기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양국이 전자공간을 상호 교통적인

로서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네트워크에대

한 개방적인 접속기반의 확보와 동시에 미디어로

의 상호연결이 보증되도록 긴 한 정책협조를 추

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운용성 확보의 원칙

상호 접속성이 정보기반의 물리적인 상호 연

동환경이라고 한다면 상호 운용성

은애플리케이션과단말계의최적연동환경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트워크기반정비와정보기술의고도화에따

라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많아지면서 애플

리케이션간의 상호통합에 의한 경제성 확보가 이

용자와사업자의입장에서모두중요해지고있다

예컨대상호운용성이확보되지않으면통신비

용이 증대하여 서비스마다 각자의 단말이 필요하

게 될 뿐 아니라 단말의 조작방법도 복잡하게 된

다 이러한 상호 운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

제적인공통표준이만들어져야한다 특히다른기

종의시스템사용자에게는가능한한간단하게상

호연결하고 서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물론 그

자료를일반적으로이해되는정보로변환할수있

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전전전자자자자통통통통신신신신동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

 

권 제

 

호

 

년

 

월

또한 상호 운용성은 응용프로그램 이식 移

植 에따른인터페이스의일관성을제공해주는것

이므로 기관과 기관 국가와 국가가 연계해서 활

동하는데 필요한 기초조건이기도 하다

한일간의 바람직한 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

국은 단말의 범용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

는 네트워크 기반의 개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상호 운용

성의 성능지표 신뢰성 정확성 시스템 기관간의

자료처리 속도 등 에 관해서 상호협의하여 공통

의 지침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상호 보호가능성 및 거래가능성 확보

의 원칙

상호 보호가능성 이란 전

자공간상에서 정보를 생산 전송 소비하는 주체

들이 정보통신기반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신용공간이다 환언하면

사회의 전자공간화가 진행되는 환경을 배경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컨텐츠의 신뢰성을 유지하

고자 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전자공간을 활

용하여 국가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

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산하고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관 등 정보생산자의 지적

재산을보호하는환경정비가중요하다 뿐만아니

라정보를이용하는소비자의프라이버시및비

보호 전자적 보호 암호화 방법등에 관해서도양

국간의일반원칙을확립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

한편 상호 보호가능성과 함께 전자공간이 양

국의 디지털 경제공간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필요한플랫폼양날개중하나는상호거래가능

성 이다 이두개의플랫폼을

갖춘 가 정비된다면 양국의 기업과 개인은 전

자공간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정보유통 비즈니스

와 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한일 양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정합성을확보하면서전자화폐와금융정책 암

호등의안정성대책 인증제도의확립등제반제

도의 정비에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호 정보시민성과 접근가능성 확보의

원칙

최근 들어 정보가 경제적 자유권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래 정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소산인 알권리 표현의 자유 통

신의 비 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권리론의 차원

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상호 정보시민성 은 사회경

제시스템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 국민이 서로 정보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확장하고 건전한 정보시민 문화와 정보 민주주의

를 확립해 나갈 때에 획득되는 일종의 정보시민

의 리터러시 이다 정보시민으로서의 리

터러시는정보기기를선택하고조작하는능력 정

보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신하는능력 그

리고 정보매너 등에 대한 기초적 자질을 총칭한

다

본래정보통신혁명의본질은생활자까지포함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폭넓게 참가하는 적극적 정

보행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전자



 

한

 

일간의 상호교통적인

 

구축원칙과 정비방향

공간시대에 있어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연

장선상에서 국가간에 있어서 상호 정보접근가능

성 이대두된다 특히전자공간

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간으로의

접근을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

로 보고 누구든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요금으

로 국가전체에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정보접

근가능성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한일간에 정보접근가능성의 확대방안으로 고

도의전송품질까지는보장하지는않아도되며 회

선의 빈 용량을 활용하는 인터넷 통신의 경우 정

액요금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다

또한양국이개별적으로구축한공적인데이터베

이스와애플리케이션 예를들어문헌 통계 교육

및 연구 지역정보 문화 관광 보건 의료 등으로

의 접근을 개방하는 정책의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상호 관리성 확보의 원칙

상호 관리성 은 전자공간에

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 즉 인터넷의 차세대 기

술개발과 사회적 검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환경의정비등을공공의관점에서관

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인터넷은애초에관리자가없는

자율과 개방의 세계였으나 미국정부는 최근 현세

대의 인터넷에 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리운용

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국

방성이나 미국과학재단 등의 고도

기술지향적인 정부기관에 위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는 인터넷을 전자상거래의 핵심 플

랫폼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비즈니스나 산업을 관할하는 상무성으로 이관하

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전자공간이 사회경제적공간으로 발달함에 따

라 프라이버시의 보호 음란물 등 유해한 정보유

통의 통제 통신판매 전자화폐의 실용화에 걸맞

는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와 국가 조세권 문제

네트워크 관리와 정보발신 네트워크상의 범죄

인터넷의 도메인명 시스템 의 운용과 관리

국가주권의확보등수많은과제에대응하지않으

면 안된다 이러한 이슈에 관해서 국가개입의 불

필요성을주장하는논의가있으나 반면최근에는

전자공간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전자공간이 세기를대비하여

한일 양국에 있어서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창

조와 공유 그리고 그 활용을 통한 상호 교통적

인 사회경제기반으로 발전되어야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전자공간의 관리문제에 신중히 대응하면

서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물론 전자공간에 대한 경영 관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기관과의 공동참

가와 협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전자공간으로서의

 

정비방향

공공공간의 정비방향

전자공공공간이란국가기관 자치단체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 공적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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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

 

일간

 

구축의 개념과 기본 원칙

공적수요의 충족을 위해 활용되는 네트워크상의

공간을일컫는다 이러한전자공간을구축하여정

부 행정 교육 의료 복지 국방 방재등공공분야

에 있어서 네트워크 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

써 본래의 목적달성과 경쟁력의 확대 질적인 서

비스 수준의 향상 나아가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

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일 정부는 전자

공공공간의 정비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국제정

치 경제 및 무역 마찰 출입국 관리 국제환경의

보호 국제범죄 등의 문제를 신속하고 협력적으

로 해결하는 방안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다 동

시에전자공간상에서양국의학술및연구개발등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호혜적으로 지적기

반을 향상시키는 가상대학과 가상연구소를 운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인터

넷을매개로하여양국우체국의정보단말에공통

의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 원스톱행

정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자공

공공간을 정비하기 위해 먼저 양국의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본인 확인이나 전자인증 등 필요한 기

술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년 월드컵 개최 이

전에 양국의 서비스망을 국제회선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신분증명을위한주민등록표의송부 본

국의운전면허증갱신 그리고필요한공공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전 자 공 간

Citizen & State

NetworkInform
ation

A
ctivity

일

Inter-
Governance

Inter-
Connectivity

Inter-
Protectability

Inter-Opened
Accessibility

Inter-
Citizenship

Korea-Japan Inter-State Super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
Operability

Inter-
Transactibility

국 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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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원칙과 정비방향

 

그림

 

한

 

일간

 

구축의 계획 내용과 방향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공공기관을 전자공간을

통해서 제휴시키는 온라인 전자정부체제를 검토

한다 이상과같은전자공공공간을정비하기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첫째 전자공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이버 감

시기관의 공동운영과 오염된 정보를 원천적으

로차단하는특정공간으로서정보그린벨트

의 지정 나아가 이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국제인증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국제사이버도서관등양국국민에게양

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보공간의 조

성과동시에무료로접속하고이용가능한사이버

복지공간을 개발한다

셋째 양국이 전자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

기적인비전 미래지향적인정책과제와현실등을

검토하는 사이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비즈니스공간의 정비방향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자국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

트너 관계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세기 디지

털 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한국은

금융위기와실업문제를 일본또한거품경제의붕

괴에의한자산가치의감소와금융시스템의불안

정등으로인해심각한경제침체의문제에직면하

고 있다

Public Space Business Space

Community Space Cultural Space

Digital Library Net

 Farmers & Fisher Web

 Cyber University

 Cyber Congress

 Environmental Information Web

 On-line Government

 Cyber Medical Center
Cyber Research Network

 Cyber Academy House
 Cyber Police & Patrol

 Cyber Diplomat & Embassy

Cyber Bank Net
Multimedia Service Net
Electronic Commerce Net
Cyber Shopping Mall & Market

Cyber Stock Market
Cyber Investment Consulting Web

Cyber Joint-Venture
 (Game s/w, Animation)
Cyber Expo/Advertising Web

Internet Broadcasting System(KJBS)
Cyber Tourism Center

New Generation Web
Digital Newspaper

Cyber Park & Museum
Korea-Japan Journalist Web

Cyber Art Center
Cyber Theater

 Korea-Japan City & Town Joint Web

 Cyber Korea Town
 Cyber Japan Town
 World Cup 2002 Web

 Local Information Center Net
 Consumers Community Web

 Volunteer Net

 NGOs Web

양국간 전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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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양국의경제문제를해결함과동

시에 새로운 정보중심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

하고 양국 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적 경제공동체의 결성이 유효하

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고찰해본 구체적인

비즈니스공간의 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창출기반으로서의전자공간에

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제를 정비

해야한다 이러한구상실현의기초조건은양국의

기업과기업 또는정부와기업간에는설계에서부

터조달 생산 운용등의정보가공유되어업무가

진행되는 인터넷 기반의 국제

구축이 필수적

이다

둘째 양국은 일정지역에 고도정보기반의 선

행적인정비 재정 금융상의지원조치 선진애플

리케이션모델의집중정비 통신요금의저렴화등

을 보장하는 고도정보화 특구를 정비하여 양국의

기업과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셋째 한일양국이협력해서구축한전자비즈

니스 공간에는 인증 및 보안 그리고 신뢰성 문제

등이 해결되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

몰 과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상

박람회장 상품광고 공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합작으로 전자공간에 다양

한 가상기업 을 설립한다 예

를 들어 국내경제의 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

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고급 소프트 기술자를 일

본기업이 채용하거나 게임소프트 및 영상만화 부

문 등에서 가상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문화공간의 정비방향

한국과일본의국교정상화가이루어진지 년

이상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양국국민은상대국

가에 대해 이웃국가로서의 친 감을 느끼지 못하

고있는현실이다 이에대해양국의연구자들

은 그 책임의 대부분이 한일 양국의 매스컴과 정

치지도자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쪽 방

향으로만 흐르는 매스컴의 푸쉬 정보와 정

치 지도자들의 편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

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만드는 이른

바 열린토론의무대와공간 의설정이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왜곡된 한일 커뮤니케이션 구조

를 개선하고 양국 시민 차원에서의 대화적 합리

성을 창출하기 위해 참가의 장 場 개방된 토

론의 장 場 으로서 문화공간의 정비를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전자문화공간이 열린 토론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양국시민이네트워크를통해이용할수

있는 문화지식의 가상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동시에문화데이터베이스 국립대학등공

공 도서관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둘째 정보사회의지식공유 상대국문화의 이

해를 촉진하는 양국의 공적 프로젝트 연구정보

등을 축적한 인터넷베이스의 멀티미디어 인벤트

리를 구축한다

셋째 한일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품을 멀

티미디어적으로디지털화하여 양국의시민과교



 

한

 

일간의 상호교통적인

 

구축원칙과 정비방향

육기관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한 양국의 문화체험여행

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령별 분야별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공동체 공간의 정비방향

전자공간을 활용한 정비방안으로서 국적

과 현실공간을 초월한 커뮤니티의 형성을 빼놓을

수 없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직접대면에 의존하

지 않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 기반으로서의 가상

공동체 를 창조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지연 혈연 또는 학교 사회 등의 조

직혹은행정구역등의귀속 歸屬 에의거한인간

관계가중심이었다 그러나앞으로는기존의관행

이나물리적장벽이네트워크의활용으로인해극

복됨에따라 수많은가상공동체가형성될가능성

이 있다 이 전자공동체는 특정 관심사나 목표 또

는이념을공유하는개인적인모임등을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래의 지역커뮤니티를 초월한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해간다

이러한전자커뮤니티가성공적으로형성되고

양국 시민간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일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양국민이상호간의생활과문화를친

하게접할수있는가상한국촌

과 가상일본촌 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예

술 등에 대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한

다

둘째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

여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와 가 공동

으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다 이 경

우양국의언어로상대국의정치 경제 문화를현

안중심으로심층분석하고풀컨텐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공간상에 있어서 양국의 도시와 촌

락간의 연대 소비자로서의 양국 시민의 모임 국

제환경이나 경제정의 실현 등에 관한 정보를 교

환하는 비영리조직

의 결성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넷째 일본 한국 중국간의 공통한자 共通漢

字 코드를 만들어 개국을 연결하는 한자문화권

인터넷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다

 

결 론

다가오는고도정보기반사회는 경제사회적활

동이 멀티미디어정보의 제공과 교환이 자유로운

네트워크기반 상에서 경제사회적 활동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바로 이러한 세기

정보사회를 지구 규모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범세계적정보기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정보기반 정비의 일환으로 년

월에 개최된 정보사회에 관한 각료회의 에

서는정보화사회의구축을위한 원칙과그구체

적 행동으로서 가지 국제 공동프로젝트가 합의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정보통신

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경쟁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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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기관에서도 신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활용

에 대한 환경정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정치경제적으로공통성을갖는지역국가

군을블록으로하는지역정보기반

정비구상도 동시에 추

진되고 있다

는말할것도없고 아태전기통신공동

체 나 아태경제협력기구 에서도각각아시

아정보기반

와 아태정보기반

의구축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미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원칙 그리

고 정책과제 등이 전기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 등

을 통해 채택되었다

그러나한국과일본간에는 세기지식기반사

회를 대비하여 양국 공통의 정책비전 기본원칙

그리고 정비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에 대

한 인식은 희박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활용에 의해 출현하고

있는전자공간을상호교통적인 로서의발전가

능성 추진원칙과 구축방향 등을 고찰해 보았다

본연구의결과를총괄하면다음두가지로요

약된다 하나는 로의전자공간정비에있어 원

칙을 제창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전자

공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공간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양국간에는

아직대등한관계에서의 가작동될수있는정

치적 경제적 나아가 문화적 토양이 충분히 성숙

되어 있지 않다는사실이다 따라서 가정착되

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이한 제반요소를 평준화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호의 존재를 인정

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일 양국간의 상호교통

적인 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용이야말로

세기새로운천년을지향하여한국과일본이 가

깝고도 가까운 보통의 이웃 나라 로 발전하는 초

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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