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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2014년 6월 개최된 고위급 특별 회의를 통해 증거기반 인터넷 정책 결정 원칙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확인
▶ 정치적 이념 및 편견에 따른 의사 결정을 지양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질적 측면까지 개선할 수 있는
증거기반 인터넷 정책 결정에 대해, OECD는 2015-2016년에도 대규모 관련 예산을 투입할 예정

인터넷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OECD의 논의
▒ 제 67 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1) 는 ‘ OECD 인터넷 정책결정원칙’ 2) 발표 3 주년을
기념하여 관련 고위급 회의를 개최(’14.6.16-20, OECD 본부(파리))
▒ 이번 회의에는 인터넷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
• ‘증거기반’ 정책이란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사회과학적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책 정당성의 원천을 증거(evidence)3) 에 둠으로써 정치적 이념 및 편견에 따른
정책집행을 줄이고 연구·정책·집행 간 격차를 해소
• ‘증거기반’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높은 질적 정보 ▲데이터 분석 및 평가에
관여할 전문가 집단 ▲조직적 유인책 ▲정책 전문가와 연구자 간 실질적 상호 이해가 요구
• ‘증거기반’ 정책 도입 방식이 자리 잡을 경우 ▲정책결정의 명분 제공 ▲정책에 대한 신속한 결정 가능

3) 전문가의 지식, 연구 간행물, 기존 연구, 이해관계자 협의, 이전 정책평가, 인터넷, 자문결과,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 경제적·통계적
모델링의 산출물 등

/

and Computer Policy, ICCP)에서 명칭 변경
2) Internet Policy Making Principles, I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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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갈등해결 용이 ▲정책학습을 통한 정책의 질적 측면 개선 등이 가능

▒ OECD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필요한 4가지 팔수 요소(단계)를 제시

단신 브리핑

• 신뢰할 만한 기본 데이터(basic data)의 수집 및 생성: 정책결정의 명백한 증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질적·양적 데이터로서 행정문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생성
•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actionable evidence)로 데이터를 변환: 데이터의 표준화, 결합,
코드화 하는 과정 필요
• 정책 결정과정에서 증거 사용: 사용되는 증거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이해하기에 쉬워야
하고(easy),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reliable), 시기적절해야 함(timely)
• 증거 확산·공유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이행

OECD, 증거기반 인터넷 정책 결정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 그 동안 OECD는 증거기반 인터넷 정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속적으로 강조
• 2011년 6월 발표된 ‘인터넷 정책결정 원칙에 관한 커뮤니케’4) 에서는 객관적 데이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metrics) 등 증거기반 정책 결정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OECD 의 공식
입장으로 강조
• 또한 같은 해 12월 발표된 ‘인터넷정책결정원칙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안’5) 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각 국에 권고

▒ OECD는 2015~2016 예산사업계획을 통해 향후에도 증거기반 인터넷 정책 관련 논의 및 권고안
제시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을 명시
• 이에 따라 질적·양적 데이터 기반의 인터넷 정책 관련 증거 축적 및 활용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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