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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2년 11월 1일(목) 15:00~18:00

o 장 소 : 서초청사 11층 KISA 아카데미

o 참석대상(총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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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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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음(방통대), 조태연(조앤파트너스), 지성우(성균관대),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최동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홍대식(서강대), 황주성(서울과기대)

- KCC : 김정렬 과장 등 3인

- KISA : 진충희 팀장 등 3인

□ 주요안건

(가)호 : 제4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나)호 : 2013년 WTPF 준비 전문가 회의 결과

(다)호 : 제45차 ICANN 토론토 회의 결과

(라)호 : 제7차 IGF 논의 이슈

(마)호 : ISOC 한국지부 설립 현황

(바)호 : APrIGF 유치 활동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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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가)호>

제4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개 요

o 일시 : ’12. 9. 14(화) 15:00~18: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6F 글로벌컨퍼런스룸

o 참석자(총 18인)

구분 성  명   및   소  속 인원

운영위원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민병원(이화여대), 박윤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박춘식(서울여대), 서재철(KISA), 조태연(조앤파트너스), 지성우(성균관대), 

이동만(KAIST), 이영음(방통대), 최동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홍대식(서강대)

11인

관계자
김도환 사무관, 이영석 주무관(이상 KCC), 진충희 팀장, 설원 책임, 

전지영 주임, 이보람 연구원(이상 KISA)
6인

기 타 박종봉 부장(TTA) 1인

□ 주요 회의결과

가. 제3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o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10/10(수) 개최(제네바) 예정임에 따라 본 거버넌스협의회 위원

중 1인 참석 요청이 있었음(서재철 위원)

나. APrIGF 도쿄회의 출장결과 공유

o 출장결과 보고(박윤정 위원)

- 도쿄회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앞으로 rIGF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가 금번회의에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음(박윤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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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일에 KISA에서 APrIGF 4차 회의 개최지 선정 관련하여

인도쪽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PrIGF 운영진들과 텔레컨퍼런스가 있었음(박윤정 위원)

- 현재 4차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정이

되어 있었으나 인도쪽에서 개최의사를 표현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경쟁을 통해 개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박윤정 위원)

-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차원에서 nIGF에 대한

시뮬레이션(11월 중 or 내년 초)을 해보고 rIGF에 대해서 그림을 그

리는 것이 필요하나 시기적으로는 늦어지는 감이 있음(박윤정 위원)

o 3차 회의가 끝날 때가 되면 4차 회의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박춘식 위원)

- 아직 회의 개최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이며

차기 AP*Retreat 회의가 2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그 때 결정하기로 미룬 상태임(박윤정 위원)

o APrIGF 2012 도쿄회의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지 궁금함

(박춘식 위원)

- 발표자료 뿐만 아니라 모든 패널들이 비디오 녹음이 되어 있어

다시 볼 수 있음(박윤정 위원)

다. 국내외 거버넌스 이슈 및 현황 논의

o ITR개정 논의에서의 인터넷 이슈 발표(박종봉 부장)

- 내년에 있을 WTPF 컨퍼런스 준비회의가 10/10 개최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8-9, ITU에서 WCIT과 관련된 브리핑 세션이

예정되어 있음(박종봉 부장)

- 본 세션에서는 각 개별 회원국 또는 각 지역에서 나온 기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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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므로

WTPF 출장가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출장기간을 변경하셔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종봉 부장)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하여 방통위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부분이 뭘까를 고민해서 WCIT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이동만 위원)

- ITR 전담반 회의가 10월 초 개최 예정인데 여기계신 위원분들이

오셔서 거버넌스 관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음(박종봉 부장)

※ 또한 10월 20일경에 공청회 개최 예정임

- 공청회 차원에서보다는 각 부처인 외교부, 행안부, 방통위가 모인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국가가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 주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음(이동만 위원)

- ITR 전담반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이번에 개최되는 ITR 전담반

회의에 거버넌스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음(김도환 사무관)

- 사이버 시큐리티, 라우팅 문제 등이 다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인

만큼 금번 WCIT 회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결정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음(박윤정 위원)

-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정리를 위해 관련부처들, 당사자들이

모여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배경, 의미, 향후의 방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박윤정 위원)

o 인터넷거버넌스 국제동향 맵 논의(김도환 사무관)

- 현재 거버넌스 이슈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김도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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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KIGA에서 각 기관별 어떤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각

나라별로는 어떤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으며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정하는데

기본적인 소스가 될 것으로 생각됨(김도환 사무관)

- 특히 WCIT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ITU-T의 커버리지가 우리

거버넌스에서는 관심임(이동만 위원)

- 인터넷거버너스 관련 국제기구 현황자료에 TTA가 빠져 있는데

ITU-T, ITU-R에 연결해서 TTA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서재철 위원)

- 기본적으로 ITU는 ICANN과의 관계설정이라던가 텔레컴과

인터넷이 융합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국제 인터넷 기구들과의

역할분담 등이 숙제임(박윤정 위원)

- 여기서 우리나라가 IGF 사무국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식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음(박윤정 위원)

- 국제기구 현황부분에 거버넌스 관련하여 두 개그룹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Council Working Group

Internet Policy(CWG/Internet Policy)라고 2년에 3번 정도 개최가

되는 그룹임(박종봉 부장)

※ CWG가 ITU 부문에는 속하지는 않음

- 또하나는 일회성 이기는 하지만 WPTF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하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종봉 부장)

- 그리고 TTA는 기본적으로 기술권고를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는 개인적

으로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가능하면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종봉 부장)

- 주소와 관련된 이슈만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ITU가 무언가의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은 그간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음(이영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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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것은 WTPF도 사전회의가 10월에 있고 정기적인 ITU,

ICANN은 계속되는 거고 12월에 WCIT가 있고 내년에 WTPF

본회의가 있고 그 사이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ITU 전권회의가 있는 등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김도환 사무관)

- 따라서 일단 자료나 정보 축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파트에서 관련

자료를 주시고 사무국은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김도환 사무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사무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메일링으로

위원님들께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음(김도환 사무관)

라. ISOC 한국지부 설립 추진방향 논의

o ISOC 소개 및 현황 설명(진충희 팀장)

- 각 나라별로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참여가 많은 국가

들은 ISOC 지부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활동을 안하다

보니 지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여 공식적인 지부활동이 없는

상태임(진충희 팀장)

- 따라서 ISOC 본부에서는 한국에서 지부 지정을 받고 싶으면

ISOC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정관, 발기인 대회 등 일련의 과정

들에 ISOC도 참여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하면 지부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임(진충희 팀장)

-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관회원으로 들어가서 지부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한국의 개인회원은 15명 정도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지부가 되면 개인회원도 늘려야 하는 상황임(진충희 팀장)

- 한국에서도 KIGA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어떤 인터넷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KISA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함(진충희 팀장)



- 8 -

- 또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진행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주체를

KISA가 다 한다는 것은 ISOC이 민간 위주의 조직체인데 KISA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주체가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좋은지가 오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진충희 팀장)

※ 현재 KISA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지부설립에 필요한 활동(예: 발기인

대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ISOC에서 지부 인정을 받으면

내년부터는정기적으로지부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할예정임

- ISOC 지부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신청서를 내야하고 정관을

만들어야 하고 적어도 25명의 ISOC멤버가 회원으로 있어야 하고

저희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생각

보다 쉽지 않음(박윤정 위원)

- ISOC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면 KIGA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김도환 사무관)

- ISOC은 사용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경실련, 소비자연합 등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 중 인터넷쪽에 관련되어 할 수 있는 사람

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음(이동만 위원)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당분간은 우리 KIGA의 역량을 모아서 일단 우리 단체에서

시작한 다음에 추후 좋은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확대하는 방향

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재천 위원장)

- 우리 KIGA가 하되 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사람이 있으면

우리 KIGA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이동만 위원)

- ISOC 활동을 왜하느냐가 목적인데 근본적으로 ISOC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ICANN의 At-Large 활동을 하고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함(이영음 교수)

- 따라서 ICANN At-Large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일을 추진하였으면 함

(이영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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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KIGA 내에 추후 소비자분과를 만들 수 있음

(김도환 사무관)

- 오늘 회의를 ISOC 프리미팅으로 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ISOC KR

회의를 언제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필요함(박윤정 위원)

※ 단 ICANN 회의때마다 ISOC Chapter들이 2번씩 모이기 때문에 금번 ICANN

토론토 회의 전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그렇다면 절차상 아직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ISOC KR 활동에 대해 결정을 했으니 박윤정 위원님께서 이번회의

부터 정식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된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김도환 사무관)

- ISOC에 대한 일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행정처리 등을 진행해야 할 것 같으며 그것은 박윤정 위원님

께서 맡아주셨으면 함(박재천 위원장)

마. ICANN, IGF 및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 컨퍼런스 출장자

선정 논의

o 민간전문가 출장지원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설명(진충희 팀장)

- 출장자를 미리 선정해야 출장가시는 분이 가시기 전에 관련 회의를

위해 준비를 하실 수 있음(진충희 팀장)

- AT-Large 등의 활동을 위해 그동안 ICANN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셨던 이영음 교수님과 박윤정 위원님이 금번 ICANN

토론토 회의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서재철 위원)

※ 전원 동의

-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ICANN회의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재천 위원장)

- 우리 협의회에서 WSIS에 대한 내용을 Follow-up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박재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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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거버넌스협의회 운영계획 및 인프라분과 활동계획서 검토

o 인프라분과 활동계획서 설명(이영음 분과위원장)

- 추가의견 없음

사. 운영위원 추가 선임(안) 의결

o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인프라분과 위원장이신 이영음 교수

(방통대)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함(박재천 위원장)

- 추가의견 없음

아. 기타안건

o 위원변경(안) 의결

- 현재 운영위원이신 박재문 방통위 국장님께서는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해 김도환 사무관님을 운영위원으로 임면함

(박재천 위원장)

※ 전원 동의

o 차기일정 논의

- 11월 1일(목) 오후3시 개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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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나)호>

2013년 WTPF 준비 전문가 회의 결과

1. 회의명 : WTPF 비공식 전문가 그룹(IEG) 2차 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 10. 10~11일,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

 

3. 주관기관 : ITU

4. 참석자

o 의장단: 페트코 (불가리아 출신 의장), 보그단 도린 (ITU SPM국장),

프리탐(ITU 사무총국, 실무 Coordinator)

o WCIT 관련 정부기관 대표 및 민간단체 70 여명

- EU, 캐나다, 헝가리,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독일, 프랑스, 이

태리, 스위스, 남아공, 쿠웨이트, 일본, 이집트, 스위스, 한국, 카타르,

러시아, ARIN, CISCO, Paypal, Verizon, 구글

o 우리측에서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박윤정 박사 및 제네바대표부

이진수 1등서기관 참석

5. 핵심요지 및 평가

o ITU의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회의들과 달리, Member States와

Sector멤버에게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ICANN과 같은 인터넷 회의

처럼 개방되어 있는 포맷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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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ICANN, APNIC, ARIN 등의 비 ITU 회원들도 참석이 가능

해졌으며, ICANN은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

재 ITU 부문 회원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o 2013년 5월 WTPF회의 준비를 위해, 2012년 6월에 첫 번째 회의가 열

렸으며, 이번 회의가 두 번째 회의로 ITU사무총장의 세 번째 초안 보

고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o 금번 회의에 제안된 개별 국가 기고서로는,

(1)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에 대한 논의

(2) 사우디 아라비아정부가 제안한 국가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

에서 Freedom of Expression을 준수하자는 논의

(3) 현재 6개의 Theme으로 되어 있는 사무총장보고서에 ITU의

Role을 하나의 Theme으로 첨가하자는 러시아 정부의 제안

(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Enhanced Cooperation 제안 -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이 가능한 ITU를 중심

으로 논의하자는 제안

(5) IPv4주소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IPv4주소 자원 매매가 암시장에서 거

래되고 있는데, IPv4자원 이전 관련 정책개발을 ITU에서 주도적

으로 진행하자는 제안

6. 상세내용

o 회의 초반은 세 번째 초안인 ITU사무총장보고서 검토

o 회의 후반은 회원국의 Contribution Paper 발표 및 Feedback

o 사우디아라비아 Draft Opinion 설명

- (첫 번째 Draft Opinion) Enhanced Cooperation을 실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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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takeholder 지지. UN 사무총장이 2010년 12월 UN GA

에서 정부들이 Enhanced Cooperation에 대한 논의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논의의 진척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한 바 있음. Tunis

Agenda Para 71. 에 언급되었듯이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Enhanced Cooperation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

즉, 정부간 논의도 WSIS 합의에 나타나듯이 장려되어야 함.

- (두 번째 제안) Enhanced Cooperation은 WSIS의 중요한 결과임에도

불과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UN사무총장은 다른 UN기구들

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에 Enhanced Cooperation을 실행하기 바란

다고 했다.

o Nominet (.UK ccTLD 등록처) 입장

- Multi-stakeholder와 Enhanced Cooperation은 다른 포럼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왜 WTPF에서 거듭 논의하는 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 정부인, 영국정부는 CSTD를 통해

Enhanced Cooperation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영국정부

에게 문의하여 현재 어떤 상황의 논의가 있는 지 확인할 예정.

o 미국 입장

- Enhanced Cooperation을 실행하기 위한 Multi-stakeholder논의는

다른 포럼도 있는데, 왜 WTPF에서 그런 논의를 하느냐? WSIS가

ECOSOC에게 부탁을 해서 WSIS실행하라고 했고, UNCTAD

CSTD를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WTPF는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포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o ICANN 입장

- 우리는 계속되는 인터넷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다. UN

CSTD/UNCTAD가 보여주듯이 계속 Enhanced Cooperation이 논의

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UN기구들이 인터넷거버넌스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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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EG WTPF 의장

- 인터넷 관련 조직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

인터넷은 지속적인 변혁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 가고, 장을 형성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제안은 비슷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제안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합의된 입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국이 다음 회의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o 영국 입장

-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M ulti-Stakeholder 제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이(ICANN/ISOC관계자) 참석할 수 없는

정부간 국제기구, ITU에서 Enhanced Cooperation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문제다. 그 제안은 Tunis WSIS Agenda와 상반되는 제안으로

판단된다.

o 이집트 입장

-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적했듯이 2006년 UN사무총장이 분명히

Enhanced Cooperation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UNCTAD

CSTD보고서가 UN총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번 11월에 뉴욕에서 개

최될 예정이다. ITU사무총장 보고서 초안에서 정리를 하려 하 기

보다는 올해 11월 있을 UN총회논의에서 UN사무총장의

Recommendation을 기다려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o 인도 입장

- Enhanced Cooperation 관련 논의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

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다루는 중요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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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헝가리 입장

- 이집트가 제안했듯이 이 논의는 UN총회의 결정을 기다려 내년 1월

부터 더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o 사우디 아라비아/UAE 공동 제안

- IPv6제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IPv4 주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하고 싶다. 지역간 이전 정책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

거래가 Black Market에서 되고 있는 데, 개도국들이 IP주소를 정당하게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TU가 IPv4

이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하기 바란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NSF/DoC가 Network Solution을 통해서 위임했던 Legacy

Delegation을 지적하고 싶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o ARIN 입장

- ITU가 IP주소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

르겠다. APNIC (아시아 지역 IP주소 관리기구), RIPE(유럽 IP주소 관리

기구), ARIN (북미 IP주소 관리기구), LACTLD, AFRINIC이 올해 말경

주소관리기구간 이전정책 (Transfer Policy) 지역간 Transfer Policy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모든 RIR회의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최근

RIPE회의에서도 많은 정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한 바 있다. RIR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곳은 Community로 정부도

Community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 ARIN도 ARIN회의

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참고로 ARIN의 서비스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ITU는 IP주소와 관련하여, IPv6의 확산에만 집중하여

도와주길 바란다. 분명히 ITU의 역할이 있다.

o 미국 입장

- 이번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회의(2월 회의)에 우리의 입장을 제출하

겠다. 이 논의는 올 11월 두바이 표준화총회(WTSA)의 논의와도 연관

되므로, WTSA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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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aypal

- ARIN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회사의 이해관계로

ARIN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이전정

책 개발이 잘 되고 있다. 주소정책은 모구가 알듯이 주소관리기구를

통해서 되고 있다. ITU가 관심있다면, 각 지역의 IP 주소 기구에 직

접 참여하여 정책 개발에 참여 하기 바란다.

o CISCO입장

- IPv4 주소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IPv4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

우디 아라비아/UAE 제안 중 하나인 IPv6의 확산에도 주의를 기울이

면 좋겠다. IPv6주소 확산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지지한다.

-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혼돈스러운 용어가 있는 것 같아,

reclaiming보다는, CISCO처럼 자발적으로 사용 안 하는 주소자원을 양

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Exhaustion

(소진)은 Last Slash가 소진되었다는 뜻으로, 주소가 아주 소진되었

다는 뜻이 아니다.

o 카타르입장

- IPv6, IPv4이슈는 아주 중요하다. 그 이슈는 우리 개도국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다.

o 사우디아라비아 입장

-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IP주소 Legacy delegation 문제로,

jurisdiction의 부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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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 개요

 개요

o 1994년 ITU 전권회의에서 정보통신 정책 및 규제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논의의 장 제공을 위해 WTPF 설립(결의 2)

※ WTPF :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o WTPF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 2010년 전권회의 및 2011년

이사회에서 제5차 WTPF 개최(’13.5월)가 결정

※ 현재까지 총 4회(’96년, ’98년, ’01년, ’09년) 개최

o WTPF 의제 및 주제는 일관된 논의를 위해 사무총장 보고서와

참가자들의 기고문에 기반하여 작성됨

- 사무총장 보고서와 오피니언(Opinions)이 WTPF의 유일한 공식문서

이며, 국가 기고문은 정보문서(information document)로 배포

- ITU 컨퍼런스, 총회, 각종 회의의 결과물 등을 포함

※ 오피니언 : 전기통신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일종의 회의 결과물

※ 사무총장 보고서 배포시기(회의 개최일 기준) : 1차 초안은 최소 4개월 전,

2차 초안은 최소 10주 전, 최종 보고서는 최소 6주 전

o WTPF는 규범적 규제성격의 결과물을 만들지는 않으나, 포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국 합의(컨센서스)에 따라 오피니언을 채택

o WTPF의 결과물(보고서, 오피니언)은 구속력은 없지만, ITU 전권회의 등

기타 주요 회의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는 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반영을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

- 예를 들어 2009년 WTPF의 결과가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과정에서 개도국들에 의해 참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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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WTPF 개요

o 기간/장소 : ’13. 5. 14(화) ~ 16(목), 스위스 제네바

※ 2013년 WSIS Forum과 동시 개최

o 주제 :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matters)

- 결의 101, 102, 133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슈(이사회 결정 562)

결의 101(인터넷프로토콜 기반 망) : IP 기반 서비스의 성장을 통해 세계 공

동체의 이익을 유도할 수 있도록 ITU는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

결의 102(인터넷 자원관리와 관련된 국제정책 문제에서의 ITU 역할) : 인터

넷 자원의 공평하고 평등한 자원 분배 관리를 위하여 ITU는 이와 관련한 토

론을 장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결의 133(국제화된(다국어) 도메인명 관리에 있어서의 회원국 주관청의 역

할) : 각국의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ITU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

국의 언어로 인터넷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

o 프로그램(안)

순번 프로그램(안)

1 제 5차 WTPF 개회

2 의장 선출

3 개회사 및 발표

4 포럼 작업구조

5 사무총장보고서 발표

6 회원국별 사무총장보고서에 대한 의견 발표

7 전체토의

8 오피니언 초안 검토

9 의장 보고서 및 오피니언 채택

10 그 외 기타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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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1차 ～ 4차 WTPF 개요

제1차

WTPF

(1996)

o 일시 및 장소 : 1996.10.21-10.23, 스위스 제네바

o 주제 : 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o 참석자 : 129개국 1061명

o 주요 결과 : 5개 오피니언, GMPCS 가이드라인 등

제2차

WTPF

(1998)

o 일시 및 장소 : 1998.3.15-3.18, 스위스 제네바

o 주제 : 통신에서의 무역

- 통신 분야, 비차별적 시장접근, 공장하고 효과적인 경쟁, 요금

수립 규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포함한 무역원칙 관련

o 참석자 : 119개국 700여명

- 한국 대표 : 김재목 사무관(MIC), 이한영 박사(KISDI)

o 주요 결과 : 3개 오피니언

제3차

WTPF

(2001)

o 일시 및 장소 : 2001.3.7-3.9, 스위스 제네바

o 주제 : IP전화

o 참석자 : 125개국 750여명

- 한국 대표 : 김용수 서기관(MIC), 이근태 법률자문(MIC),

이내찬 박사(KISDI)

o 주요 결과 : 4개 오피니언

제4차

WTPF

(2009)

o 일시 및 장소 : 2009.4.22-4.24, 포르투갈 리스본

o 주제

- 융합(인터넷 관련된 공공정책 포함)

- 차세대 네트워크(NGN)

- 신규 전기통신 정책 및 규제 문제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o 참석자: 118개국 850여명

- 한국 대표 : 김기제 사무관(방통위), 이재섭 박사(ETRI), 박종봉

(TTA), 김홍근(KISA), 박지훈(KISDI)

o 주요 결과 : 6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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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다)호>

제45차 ICANN 토론토 회의 결과

□ 출장 개요

o 일정 : ‘12. 10. 13(토) ~ 20(토) / 6박 8일

o 출장자 : KISA, KCC, 민간전문가 등 총 5명

□ 주요 활동

일 정 주요 활동(안)

10.13(토)  o 인천 → 캐나다(토론토) 이동

10.14(일)

 o 국가도메인 분담금 워킹그룹 회의
 o 정부자문위원회(GAC) 회의 
 o 기술세션 
 ※ .kr DNSSEC(DNS 확장표준)1) 도입 경과 및 모니터링 방안 발표

10.15(월)

 o 개회식(Welcome Ceremony) 
 o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세션 
 o 기술세션 
 o 정부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10.16(화)
 o 국가도메인협의회(ccNSO) 회의
 o 보안․안정성자문위원회(SSAC) 회의
 o 국가도메인협의회(ccNSO) 만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계자 회의 

10.17(수)
 o 정부자문위원회 & 국가도메인협의회(ccNSO) 회의 
 o DNSSEC 워크숍 
 o GALA(공식만찬) 

10.18(목)
 o 인터넷거버넌스세션
 o ICANN 공개포럼 
 o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회의

10.19(금)+1  o 토론토 → 인천 도착(20일, 오후 3시)

1) DNSSEC(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DNS 확장표준) : 인터넷상에서 DNS가 제공하는 정보에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표준기구(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가 제정한 DNS 확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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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의결과

 o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2)) 신청서 평가 방식으로 ‘추첨’ 발표

- ICANN은 신규 gTLD 신청서 1,930건에 대한 묶음평가(batching)방식을

철회('12.6월)하고, 추첨을 통해 위임순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12.10월)

- 단, 공익 차원에서 다국어 일반최상위도메인(IDN gTLD) 신청자에게

추첨시 우선권 부여 예정

 o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요내용

- 금번 ICANN 회의에서는 정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다자간

협의모델(Multi-stakeholder model) 개선 및 보존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EU 등 대다수 국가들이 다자간협의모델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브라질과 러시아는 다자간협의모델의 장․단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

(직접적인 반대의견 표명하지 않음)을 하였으며, 인도는 침묵을 지켰고, 중국은 GAC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만 하였으며, 아프리카는 통일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ICANN, 다국어도메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 발표
- KISA는 그간 다국어도메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ICANN 차원에서

Apple 등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ICANN은 금번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ICANN 차원에서

TLD 목록 업데이트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o 일반이용자자문위원회(ALAC) 아․태지역 지부(APRALO) 부의장으로 

박윤정박사 선출(10/18)
- ICANN에서 일반이용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일반이용자

자문위원회(ALAC, At-Large Advisory Committe)의 5개 지부 중 아․태지역

(APRALO, Asia-Pacific Regional At-Large Advisory Committee)

부의장으로 한국의 박윤정박사가 선출되어 '13.6월까지 활동 예정

   ※ ALAC의 APRALO 부의장 공석 발생으로 인한 선출로, 남은 임기인 '13.6월까지 활동

붙임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세부 논의내용

2)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최상위도메인) : 도메인이름시스템(DNS)상에서 최상위도메인(TLD)의 하나로, com/net과 같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최상위도메인과 .gov(미국 정부기관)와 같이 등록 대상에 제한이 있는 최상위도메인이 있음. 현재까지 총 23개가 
생성된 바 있으나 ICANN 신규 gTLD 도입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IDN(다국어도메인)을 포함한 다수의 도메인이 생성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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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세부 논의내용

□ 정부 고위급 회의(High-Level Meeting)

※ 주제 : 다자간협의모델(Multistakeholder model) 개선(Improving) 및 보존(Preserving)을 위한 방안 논의

o EU(유럽연합),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이 공개적으로 다자간

협의모델(Multi-stakeholder model)에 대한 '완전한 지지(full support)'를 표명

o 브라질과 러시아는 '다자간협의모델을 인정(recognize)하고 그간 ICANN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환경의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자간협의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직접적인 반대 언급 없음)

  ※ 브라질 : 각기 다른 지역 및 국가에서 다자간협의모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함.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 경제 상황, 역사를 가지고 있음. 미래 GAC 미팅에서 다양한 국가에서의 

다자간협의모델 시행 경험(성공, 실패 등)에 대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음

  ※ 러시아 : 우리는 다자간협의모델의 특수성과 성공을 인지하고 있으며, ICANN의 성공 또한 인정함

(we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uniqueness and the success of the MSH model. 

we recognize the success of  ICANN). 다만, ICANN은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기구에서 

수행하는 매우 특수한 사례로, 유사한 타국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다자간협의

모델에서의 각 이해관계자별 역할(정부 등)을 정의(define)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GAC은 

매우 효율적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GAC 의장 노고에 감사 표명.  다만 GAC이 너무 

행정적인 업무에 매여 있는 것 같으며, 전략적 업무에 좀 더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o 중국 또한 다자간협의모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ICANN에서의

정부자문위원회(GAC)3)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그간 ICANN에서 GAC이

이룬 성과(ATRT4) 활동 결과 등)에 대한 언급만을 하였음

o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음

※ 아프리카의 경우, 거버넌스세션을 통해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아프리카지역의 통일된 입장은 없음을 밝힘

3) GAC(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정부자문위원회) : 각 국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여 ICANN 정책을 정부 및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이사회의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총 120개국 참여 중)

4) ATRT(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책임성․투명성검토팀) : AoC(의무협약서)에 의거하여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 ICANN 활동의 책임성, 투명성을 검토하는 팀. 첫 번째 ATRT는 2010년 3월에 구성되어 2011년 1월 
최종보고서를 ICANN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서 활동 종료 (의장은 '03년부터 ICANN에 활발히 참여해 온 Brian Cute(당시 
Afilias, Ltd 부회장으로, '12.10월 현재 PIR 사장)이었으며, 팀원으로는 GAC 의장, ICANN 이사회 의장, 미상무부 정보통신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기타 구성원은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됨) 

  - 2010년 초에 구성된 ATRT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ICANN은 3년 주기에 따라 2013년부터 
활동할 ATRT 멤버 구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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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5) 현황공유 세션 

o 캐나다 (알렌 맥길버리)

-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로, 정부가 참여하는 회의임

- 12월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인터넷 거버넌스’는 그 어떤

형태로도 개정안 및 논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은 '돈(트랙픽 비용 부과 등)' 측면에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본 조약 개정은 power 보단, money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훨씬 크며 의미가 큼

-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은 국제조약이며 이와 같은 조약 개정 협의에는

일반적으로 3-5년 소요되며 장기적으로 가면 10년이 소요될 수도 있음

- 12월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는 조약 개정 협의 시작일 뿐으로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음

-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는 정부회의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각국의 담당부처와 협의하기 바람

o 영국 (마틴 보일)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관련하여 타협안(compromise) 마련을 위한

국가간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협안 문구작성이매우 힘겨울 것으로 예상

- ISOC(인터넷소사이어티)6)이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관련 이슈

에 대한 영국정부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역할을 함

- 12월 회의는 향후 전개될 협의의 시초일 뿐임

- '15년경 3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7)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8) 개혁(reform) 논의를 포함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5) WCIT(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 전권회의와 함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의결기관 중 하나로, 오는 12월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 Int'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개정에 대한 논의 예정

6) ISOC(Internet Society, 인터넷소사이어티) : 1992년 1월, 전 세계 인터넷의 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결성된 
비영리전문가집단의 민간위원회

7)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 정보사회의 혁신과 영향을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제적인 조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상회의('03.12월 스위스에서 1차 회의, '05.11월 튀니지에서 2차 회의 개최)

8)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인터넷거버넌스포럼) : `05년 튀니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합의에 따라 '06년 설립된 
UN산하 국제포럼으로, 연례회의를 통해 인터넷 보안, 접근성, 개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인터넷 현안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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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덴마크 (리즈 퓨르)

- 덴마크 내 인터넷 커뮤니티(정부, 통신업체 등)와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많은 논의 진행 중

- 연내 ‘인터넷 데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정보 공유 및 논의 진행 예정

- 덴마크 인터넷주소 관리기관과 덴마크 정부는 긴밀한 관계 유지 중

o 아프리카지역 국가도메인 협의체 (파울로스 니리엔다)

- 이집트, 르완다, 코트디브아 등 일부국가가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에 대한 개별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은 없는 상태임 (There is no real defined Africa's position)

-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o 한국 (KISA, 이영음이사)

- 한국에서의 인터넷주소 관리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다자간협의모델에 따른

정책개발 추진 중

※ 관련 국내단체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인터넷거버넌스포럼과 유사한 국내 조직으로, 방통위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단체)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

- 한국은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중이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제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거나 반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관련 담당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관련

논의 지속 파악 예정

o 국제전기통신규칙(ITR) 전문가 (윌리엄 드레이크)

-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논의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인터넷 보안, 라우팅 등 ‘인터넷’ 자체에 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그것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해당함



- 25 -

<안건 (라)호>

제7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논의 이슈

□ 회의 개요
o 기간 및 장소 : 2012. 11. 6 ~ 11. 9(4 days) / 아제르바이잔 바쿠

o 출장예정자

- 민간전문가 : 박재천 교수(인하대, KIGA위원장), 박윤정 박사(연세대, KIGA위원)

- KISA : 박민정 선임(도메인주소관리팀)

□ 논의 주제
o 금번 회의 메인 주제 : Internet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 세부 주제

- IG4D / Internet governance for development (IG4D)

- Emerging issues

- Managing critical Internet resources

- Security, openness and privacy

- Access and diversity

- Taking stock and the way forward
※ 제7차 IGF 세부 프로그램(안) 붙임 참조

□ 지난회의 논의 이슈

회차 개최년도 개최지(국가) 주제

제1회 2006 그리스(아테네)
발전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접근성 · 
다양성 · 개방성 · 보안

제2회 2007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주요 인터넷자원

제3회 2008 인도(하이데라비드) 모두를 위한 인터넷

제4회 2009 이집트(샤름엘셰이크) 인터넷 거버넌스-모두를 위한 기회 창조

제5회 2010 리투아니아(빌뉴스) IGF2010-함께 발전하는 미래

제6회 2011 케냐(나이로비)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인터넷-접근 · 
발전 · 자유 · 혁신

제7회 2012 아제르바이잔(바쿠)
지속가능한 인류 ·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붙임 : 제7차 IGF 세부 프로그램(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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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7차 IGF 세부 프로그램(안)

□ Internet Governance for Development (IG4D)

The IG4D session will be split into three thematic ‘'clusters’'.
IG4D Thematic Cluster 1 "Pending Expansion of the Top Level Domain 
Space"
Question 1:How do various actors in the developing world - 
governments, industry groupings, the technical community, civil 
society-perceive the relative costs and benefits of expanding the domain 
name space to the end-user; Are there any issues on which greater 
clarif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would be helpful?
Question 2: What kinds of support may be required to help 
communities, NGOs and businesses from the developing world in 
bridging the potential inclusion gap of TLD space?
IG4D Thematic Cluster 2 "Enabling Environment"
Question 1: What does it take to attrac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encourage innovation and growth of ICT services, including mobile 
technology and how can these technologies best be employed to 
addressdevelopment challenges?
Question 2: What ar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developing IG policy, legal and regulatory 
approaches?
IG4D Thematic Cluster 3 - "Infrastructure"
Question 1: What are the key concerns regarding Internet infrastructure 
from developing countries' experiences and how can new technologies 
and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mechanisms address limitations, 
offer opportunities and e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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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ing issues
Article one of the WSIS Declaration of Principles states: “"We,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assembled in Geneva from 
10-12 December 2003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declare our common desire and commitment to 
build a people-centred, inclusive and development-oriented Information 
Society, where everyone can create, access, utilize and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enabling individuals, communities and 
peoples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in promoting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premised on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specting fully and uphol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represented a consensus at the highest level in 2003, yet 
today we see a growing emphasis on technical measures to address 
concerns about the online market for counterfeit goods and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as well as ever-stronger demands to enlist 
Internet intermediaries as the instrument of law enforcement. These 
trends are emerging in States of all political persuasions, and are 
paralleled by longer-standing efforts
to limit or control free speech in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ms. All 
stakeholders hav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create, access, use and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digital 
realm. This session should look at the impacts of all topic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 a crosscutting way while engaging participants on 
the various dimensions of the issues. 
Each question will be addressed in approximately 30-45 minute blocks. 
The session will leave 30-45 minutes at the end to assess what has 
been learned and how to best move forward.
Question 1: To what extent do Internet based services offer ne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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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ly different opportunities to help families, social groups, 
communities and broader structures in society organize and re-organize 
themselves when challenged by natural disaster or strife?
Dialogue around this question is expected to embrace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inter alia, discussion of:
- Internet and traditional media for disaster recovery and management
- Internet Governance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sponse –- Best 
practice and possible collaboration frameworks
Question 2: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use of new technical and 
political instrument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cess to 
information, and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 Dialogue around this 
question is expected to embrace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inter 
alia, discussion of: 
- Access to content, new models, common challenges for old and new 
media
- Low cost mobile access to the Internet Technical measures and use 
of intermediaries as instruments of law enforcement and intermediary 
safe harbors
Question 3: What are acceptabl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hat offe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yet allow for and respect individual 
users’' freedom to express themselves, to access and share 
content/culture, and to innovate and create? Dialogue around this 
question is expected to embrace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inter 
alia, discussion of:
- Measure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in balance with incentives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 Access to content, new models, common challenges and hybrid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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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ve issues
- Creativity and human rights
- Innovation on the Internet
- The networked individual and expanded power of freedom
Question 4: In what ways are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eing 
created as the new Internet services and traditional media (such as 
broadcast TV and radio) are accessed through the ‘'same screen’'? 
Dialogue around this question is expected to embrace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inter alia, discussion of:
- Access to content, new models, common challenges and hybrid 
television
- User generated content: reliability and responsibility
- Low cost mobile access to the internet

□ Managing Critical Internet Resources
This main session will explore some of the issues pertaining to Critical 
Internet Resources, and associated Internet Governance policy 
frameworks.
Question 1: New gTLDs: How are governments and other actors 
reacting to the first round of applications? Which character strings have 
given rise to controversy among which actors, and why? Do names 
related to highly generic terms, geographical, or culturally sensitive 
words raise special concerns for the global community? How should 
ICANN respond to the concerns being expressed? What larger 
questions, if any, does this process raise for the governance of domain 
names?
Question 2: IPv4 markets and the transition to IPv6: Because of the 
incompatibility of IPv6 and IPv4, networks that adopt v6 must continue 
to run IPv4. How long before we can shut off IPv4? Since about 1/3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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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Pv4 address space is currently unused, would an efficient transfer 
market allow the life of IPv4 to be extended for decades? IPv4 scarcity 
and transfer market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RIRs' "needs 
assessment" policies, should we do away these, or rather retain them 
prevent hoarding and speculation? Could it be helpful to allow 
organizations holding surplus address blocks to lease them out to other 
users without formally transferring them? In order to keep IPv4 blocks 
available for smaller applicants, the RIRs have adopted a "last /8" policy 
that doles out one small chunk per applicant until the pool is gone. 
What are the benefits and risks of this policy? 
Question 3: There has been much debate in recent months about some 
of the proposals that have been advanced for ITU's upcoming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CIT), to be held in 
Dubai this December. Which of the various proposals for a revise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ITR) treaty could directly 
impact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Internet, whether for better or 
worse? Would the adoption of such proposals render the ITRs a form of 
intergovernmental global Internet governance? To the extent that the 
proposals reflect serious concerns faced by nationstates and 
stakeholders around the world, are the proposed treaty provisions the 
best ways to address them, or may there be superior alternatives 
available?
Question 4: There has been much debate at both successive IGFs and 
in other international forums about the concept of Enhanced Cooperation 
that is set out in the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Some 
actors point out that enhanced cooperation is being actively pursued in 
multiple international bodies and processes concerned with global 
Internet governance. Other actors maintain that this work has not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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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 with respect to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for the Internet, and that some sort of additional new 
process or body may be needed. Which issues, if any, might require 
attention that they cannot receive within the existing institutional 
ecosystem? Where, if anywhere, should these items be taken up? Could 
the IGF provide the appropriate multistakeholder setting in which to 
pursue these issues?

□ Security, Openness and Privacy
1. Questions
This session will explore a wide range of issues relevant to and 
impacting security, privacy and openness of the Internet including as 
they relate to human rights and access to knowledge.
Question 1:What impact can security and governance issues have on 
the Internet and human rights?
Question 2: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how do 
legal framework, regulations, and principles impact this?
Question 3: What risks can Internet fragmentation pose to security, 
privacy and openness?
Question 4: What impact does cloud computing have on concerns over 
cybersecurity and cybercrime?
Question 5: What risks do law enforcement, information suppression and 
surveillance have on security, privacy and openness and how can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e to conform and observe human rights?
Question 6: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ccess to knowledge and privacy, including for children?
a. What are challeng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and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better empower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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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et Etiquette”"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users as they 
relate to openness, privacy security?
Question 7: What policies and practices that can assist in making the 
Internet an effective multi-stakeholder model to discuss national & 
regional issues and what best practices developing countries can benefit 
from.

□ Access and Diversity

This main session will explore a range of access and diversity issues 
with an emphasis on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dimensions. 
The session will be interactive in nature and should not include any 
formal presentations.
Question 1: What are the policy challenges around free flow of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as 
they relate to access?
Question 2: What are the legal policy and regulatory choices including 
enabling environments that fos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particularly 
for developing countries?
Question 3: How is the increased demand for more bandwidth, lower 
costs of Internet access and revenue shifts affecting investment in 
broadband infrastructure and access networks?
Question 4: What challenges do filtering; blocking and the diversity of 
national legal frameworks more generally pose to ensuring access and 
diversity?
Question 5: Innovation and opportunities in spectrum technology and 
allocation---implications for access including mobile?
Question 6: How can women be empowered in all dimensions of their 
life through access to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 33 -

Question 7: How do language barriers impact access to the Internet?
Question 8: Wha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re presented by 
multilingualism?
Question 9: Mobile access: what it take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entrepreneurs, youth and developing country stakeholders?
Question clusters
A) Questions 1,4: Free flow of information
B) Questions 2,3: Infrastructure
C) Questions 5,9: Mobile and innovation
D) Question 6: Women’'s empowerment
E) Questions 7,8: Multilingualism

□ Taking stock and the way forward

Overall description: The main session will involve 6 moderators in total 
who won’'t give formal presentations but instead set the stage of the 
discussion and involve all participants for an interactive and constructive 
debate. Peter Major (Hungary) and Constance Bommelaer (ISOC) will 
ensure smooth transition between the different parts of the session and 
assist moderators in rolling out the session (only if necessary). For each 
Part, we will ask 2-3 people to prepare in advance short statements 
and questions from the floor to help kick-start the discussion.
Part 1: Synthesis of the entire IGF.
Part 2: Discussion on Principles and frameworks for the IGF.
Part 3: What is the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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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마)호>

ISOC 한국지부 설립 현황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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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바)호>

APrIGF 유치 활동 경과

[별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