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16:00~18:00

o 장 소 : KISA 서초청사 12층 회의실

o 참석대상

- 운영위원 :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민병원(이화여대), 박윤정(연세대), 박재문

(KCC), 박종수(고려대), 박춘식(서울여대), 서재철(KISA), 이동만(KAIST),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지성우(성균관대),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최동진(한국무선

인터넷산업연합회), 홍대식(서강대), 황주성(서울과기대)

- KISA : 서재철 센터장 등 5인

- KCC : 김정렬 과장 등 3인

□ 주요안건

<보고 안건>

(가)호 : 제2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안)

<논의 안건>

(가)호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분과구성(안)

(나)호 : 제44차 ICANN 프라하 회의 결과

(다)호 : APrIGF 2012 도쿄회의 참석자 선정 및 논의이슈

(라)호 : 2012년도 하반기 민간전문가 국제활동 지원방안(안)

(마)호 : 국내 ISOC 가입 기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

<기타 안건>

(가)호 :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나)호 :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 컨퍼런스(2013.5)

     ※ 사전모임(2012.10, 제네바) 참석여부 포함



<논의안건 (나)호>

제44차 ICANN 프라하 회의 결과

- 민간전문가 출장보고서 -

□ 박윤정 위원

1) At-Large 회의

o At-Large 는 ICANN이 기존의 정부와 대등하게 이용자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만들어 오고 있는 ICANN만의 실험체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함. 2002년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ALAC발족.

o 주요 논의는 ICANN 2013 – 2016년 Strategic Development

Plan 논의에 SO/AC와 함께 논의에 참여할 예정임.

o At-Large Future Challenges WG White Paper: “Making ICANN

Relevant, Responsive and Respected” 논의가 구체화 됨. 향후

At-Large제도화에 주요한 주춧돌이 될 문서.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Large+Future+Challenges+WG+-+R3+White+Paper)

o 2014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될 ICANN회의에서 아시아 지역회의를

기획하고자 함. 현재 한국은 OSIA가 회원으로 되어 있음.

o 7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IGF 지역회의에 AP At-Large 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임.

o 내년 KISA가 아시아 지역 IG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7월 동경회의에 지원요청을 부탁함.

o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Cheryl Langdon-Orr, Holly Raiche (ISOC-AU), Salanieta Tamanikaiwaimaro

(ISOC-Fiji), Rinalia Abdul RahimRinaldi, Fouad Bajwa (ISOC Pakistan), Xie



Hong (중국), Edmon Chung (홍콩) 등으로 보임.

o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ALAC 멤버는 Rinalia Abdul RahimRinaldi

(말레이시아, 인선위원회 출신, 2013년 임기완료 예정), Salanieta

Tamanikaiwaimaro (피지, APRALO 선출 2013년 회의), Edmon

Chung (APRALO 선출 2012년 토론토 회의 임기완료 예정)

2) GAC 회의

o 몇몇 내부논의를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되는 정문자문회의는

ICANN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음.

o 향후 정부 자문위원회 사무국의 설립 방향과 관련, 활발한 참여자 중

하나인 EU의 대표, 안드레아 글로리오소 (이태리 출신), 의 의견을 구함.

“EU는 향후 미국과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Spoiled”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원하면 모든 정부가 뒤따를 것

이라는 환상은 깨져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o 정부자문위원회 사무국 관련 많은 작업은 EU에서 초안을 내는

것으로 보임.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정부

측도 정부자문 위원회 사무국이 네덜란드 이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임. ICANN

사무국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기관에게 업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임. 현재 제네바에 소재한

기관들 중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짐.

3) ISOC 회의

o ICANN회의에서 ISOC Chapter들끼리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으로, 본인은 ISOC-KR회원자격으로 참석함.

o 두 시간가량의 회의 대부분은 ITU WCIT에 대한 Markus Kumer의

설명과 각 Chapter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회의가 끝나고 ISOC 기념촬영이 있었음. 아시아 지역 참가자는



한국 1명, 일본에서 4명, 파키스탄 1명, 인도 2명 등이었음.

o 현재 ISOC 대다수 Chapter들이 ICANN At-Large의 회원으로 참여

하고 있어, ICANN과 ISOC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o ISOC은 ICANN의 전초기지 혹은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 ICANN이

사무국 인력을 확장한 것처럼, 최근 들어 ISOC은 80여 명에 가까운

사무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십여 년 전 ISOC 사무국은 3~4명의 작은

기구였음. 이번 4월 제네바에서 ISOC 2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도 함.

o ISOC은 전직 정부관료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미국 NTIA 출신

Karen Rose, 미국 국무부 출신 Sally Wentworth, EC 출신 Franc

Donk, 프랑스 정부 출신 Constance Bommelaer, 캐나다 정부 출신

Bill Graham, 스위스 정부 출신 Markus Kummer) ITU WCIT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

o ISOC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인터넷 표준화 기구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IETF 모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IETF관련

인사들이 ISOC 이사직을 맡고 있는 관례가 있음.

o ISOC의 주요 원년 멤버이자 ICANN 인선위원회 출신 이사로서 최근

ICANN CEO Search Committee장이었던 조지 새도프스키를 만나,

이동만 교수의 한국 출신 이사 진출 건 관련 논의를 함. 한국이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국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향후 한국정부와 ICANN간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함.

4) 제안 및 대응

o UN 및 ITU와 갈등관계에서 흔들리는 국제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조정기구로 자리잡은 ICANN에 대한

한국의 활동 및 대응이 국가도메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자문위원회(GAC)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ICANN의 최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로 성장하고 있음. 꾸준히 정부자문위원회에서 제기

되는 장관급 회의 개최는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차기 토론토

회의에서 장관급 및 고위급 정부관계자 회의를 기획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이번 인선위원회를 통한 한국출신의 이사 진출 계획과 관련, 한국의 상대적

참여저조가 인식되었음. 향후 각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진출하는 인선위원회

구성에 적어도 한 명의 한국인이 포진되어 향후 인선위원회의 논의를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프라하 회의에서 ICANN의 이해관계자들이 다가오는 ITU의 WCIT회

의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ICANN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들과 잘

논의하여 WCIT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함.

- 한국측 ITU WCIT 준비팀과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KIGA) 운영위원회간

활발한 정보교환을 토대로 한국 정부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이 정립될

것이 요망됨.

- 현재 본인이 Volunteer 형식으로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At-Large는 효과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ISOC-KR 참여 및 확대와 더불어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요구됨.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 인터넷거버넌스포럼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 WCIT(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 국제상표협회



<논의안건 (마)호>

국내 ISOC 가입 기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



<기타안건>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