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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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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희 과장 등 3인

- KISA : 황인표 팀장 등 3인

□ 주요안건

(가)호 : 2013년 WCIT 회의 결과(박윤정 위원, 박종봉 부장)

(나)호 : 제5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ISOC-kr 발대식 및 KIGA운영위원회 미팅 회의록 포함

(다)호 : APrIGF 지난 회의규모 요약

(라)호 : APrIGF 서울회의 조직위원회 운영방안

(마)호 : APrIGF 서울회의 개최기간 및 장소



- 3 -

<안건 (가)호>

2013년 WCIT 회의 동향 및 주요 결과

(1) Telecommunication/ICT

결론: 미국캠프의 의견 수용. ITR에 ICT포함 안 됨.

(2) 승인된 사업자(ROA) vs 신고사업자(OA) ⇒ AOA

지속적 논의

(3) 국제통신경로(라우팅) 논의

결론: 미국캠프의 의견 수용. ITR개정 없이 기존 조항 유지

(4) 번호 오용 (3조 5항)

결론: 미국캠프 의견 수용. Numbering에 제한된 오용조항

(5) 인터넷 접속권 (3조 7항)

지속적 논의

(6) ICANN관련 조항 (3조 8항)

지속적 논의

(7) 국제 통신 상호접속 (3조 9항)

지속적 논의

(8) 네트워크 시큐리티 (5조 A)

지속적 논의

(9) 스팸(5조 B)

지속적 논의

(10) ETNO 제안 트래픽 관리

논의 중 (삭제될 가능성 많음)

(11) ITR의 효력범위 ITU-T (미국캠프) vs ITU (국제화 캠프)

결론: 미국캠프 의견 수용

(12) 브로드밴드 결의

결론: 미국이 제안한 결의로 수용 안 됨.

(13) WSIS관련 인터넷 결의

결론: 국제화 캠프의 결의로 수용됨

(14) ITR의 정기적 개정

지속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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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국제통신규약(ITR)의 목적과 범위

(1) Telecommunication / ICT

o 논의핵심 : ICT는 인터넷을 지칭하므로 포함되어서는 안됨

o 한국입장 : ICT 누락

o 결과 : ICT 누락

(2) 승인된 사업자(ROA) vs 신고사업자(OA) ⇒ AOA

These Regulations also set rules [contain provisions] applicable to those 
operating agencies, authorized or recognized by a Member State, to 
establish, operate and engage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the 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ized Operating Agency. 

o 논의핵심 : 정부가 현재 통신업자위주의 규제로 된 ITR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 포함여부 논의

o 한국입장 : ROA를 기본 입장으로 하되, AOA는 수용 가능함.

o 결과: Authorized Operating Agency로 합의가능성 여부 지속적

논의 필요.

2조 ITR관련 용어 정의

(3) 국제통신경로(라우팅) 논의

International route: Technical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used for telecommunication traffic between two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terminal exchanges or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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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핵심 : 정부가 국제통신경로(라우팅)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권

한, ITR 포함여부 논의함.

o 한국입장 : 국제통신경로(라우팅) 정보 요청 및 규제 권한 반대

o 결과: 기존 ITR 조항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3조 International Network

(4) 번호 오용 (3조 5항)

Member State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umbering resources specified in the ITU-T Recommendations are used only by 
the assignees an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assigned; and that 
unassigned resources are not used.

o 논의핵심 : 번호오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numbering오용뿐 아니

라, naming and addressing오용도 다루고자 하여 인터넷 거버넌

스 논의 촉발

o 한국입장: 인터넷 논의는 논란이 많으므로 유보함.

o 결과: 원래 제안이 기존 numbering으로 축소함. ICANN논란 잠식

함.

(5) 인터넷 접속권 (3조 7항)

[Member States shall refrain from taking [unilateral and/or] discriminatory 
actions that could impede another Member State's access to public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nternet sites and 
using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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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핵심 : ITR에 인터넷 접속권 주장(쿠바주도)은 결국 인터넷 논

의를 야기한다(미국주도).

o 한국입장 : 인터넷 논의는 논란이 많으므로 유보함.

o 결과 : 지속적 논의 필요.1)

(6) ICANN관련 조항 (3조 8항)

[Member States shall, if they so elect, be able to manage the naming, 
number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resources used within their 
territories f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 논의핵심 : 이 조항은 ICANN을 연상시킴.

o 한국입장 : 인터넷 및 ICANN관련 논의는 논란이 많아서 유보함.

o 결과: 지속적 논의 필요함.2)

(7) 국제 통신 상호접속 (3조 9항)

Member States should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telecommunications traffic exchange points with 
a view to improve quality, increase the connectivity and resilience of 
networks, foster competition and reduce the costs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interconnections.

o 논의핵심 : Traffic Exchange Point가 Internet Exchange Point를 가

리키는 지 여부를 둘러 싼 찬반논란.

o 한국입장 : 인터넷 논의는 논란이 많으므로 유보함.

o 결과 : 전체 [ ]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논의 예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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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

o Services : Services가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원

래부터 있던 용어로 논란 가능성 잠식

5조 생명의 안전과 통신의 우선순위

(8) 네트워크 시큐리티 (5조 A)

의장의 타협안 제안:

1조 1항 a) services 후에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

한 후 Security와 스팸문제를 다룰 수 있다. to the exclusion of the

content.

o 논의핵심 : ITR에서 “내용”을 다룰 경우, Security, Spam등 내용규

제로 확대될 가능성으로 인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가능성 우려

를 잠식할 수 있음.

o 한국입장 : 수용 가능함.

o 결과 : 지속적 논의

Member States shall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ndeavour to ensure the 
security and robustness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use thereof and avoidance of technical harm 
thereto, as well as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fered to the public.]

o 논의핵심 :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결국 사이버 시큐리티를 논의하

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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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입장 : Network Security 수용함

o 결과 : 제목을 Security and Robustness of Network 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지속적 논의 필요함.

(9) 스팸 (5조 B)

o 논의핵심 : 스팸 논의는 인터넷을 다루는 것이므로 안 된다.

o 한국입장 : 스팸 수용 가능함.

o 결과 : 스팸 대신 Unsolicited Bulk Electronic Messages 제안된 상

태에서 지속적 논의 필요함.

6조 과금과 정산

(10) ETNO 제안 트래픽 관리

o 논의핵심 : 통신사들이 인터넷 회사들에게 과금할 수 있는 지 여

부로 망 중립성 논의와 연결됨.

o 한국입장 : 국내에서도 해결이 안 된 문제로 유보함.

o 결과 : 지속적 논의 필요함

7조 서비스 종료

o 논의 없는 것으로 사료됨

8조 정보 확산

(11) ITU-T vs ITU

o 논의 핵심 : ITR 규정의 효력범위 관련, ITU-T vs ITU를 놓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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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캠프는 ITU-T 안에서 효력을 갖는 ITU-T지지, 국제화 캠프는 규정

이 ITU 안에서 효력 발생하는 ITU를 지지함.

o 한국입장 : ITU-T

o 결과 : ITU-T로 결정

9조 특별협정

o 논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0조 마지막 조항

o 2015년 1월 1일 발효예정

부록 1. 정산에 대한 일반적 조항들

부록 2. 해상통신에 대한 추가적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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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1. 변화하는 통신 환경

(12) 브로드밴드 결의

논의핵심: 브로드밴드 확산관련 미국캠프와 국제화 캠프간 이견. 미국

캠프는 시장접근을 강조한 반면, 국제화 캠프는 국내문제라고 반대함.

브로드밴드 결의가 국제화캠프에서 시장보다는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

로 제안되었다면, 반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음.

결과: 결의 채택 안 됨

결의 2. 내륙도서 개도국 및 도서국들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

결과: 결의 채택됨

결의 3. 긴급 서비스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가번호

결의 4. 인터넷 성장을 위한 환경

(13) WSIS관련 인터넷 결의

o 논의핵심 : 인터넷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함.

o 한국입장: 인터넷 결의 수용.

o 결과 : 거수로 찬반을 알라본 결과, 다수결로 결의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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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5. ITR의 정기적 검토

(14) ITR의 정기적 개정

o 논의핵심 : 2012년 인터넷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회원국들이

차제에 인터넷 논의를 하기 위한 기제로서 ITR의 정기적 개정을

제안함.

o 한국입장: 정기적 개정 수용가능

o 결과 : 12일(수) 밤 AHG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한 번

AHG을 하여, 단문의 결의문 작성 예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쿠바: ITR에 인권을 포함하자는 논의를 하고는 모든 이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하자는 조항을 제외한다
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바레인: 우리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지칭한다. 많은 행정부가 제기한 것처럼 인
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터넷 접속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란, 중국: 우리는 인터넷 접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을 다
루지 않는다. 인터넷 거버넌스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Congratulation or Condolences 해야 할까? 우
리는 단지 접속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지지: 영국, 네덜란드, 케냐, 일본

2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는 ITR을 통해 Telecom/ICT, Next Generation of Internet, ITU의 효력등이 들어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모두 양보했다. 다른 캠프도 이 정도는 양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폴란드, 체코, 독일, 스웨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다루면 안 된다. 우리
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ITU (맬콤 존슨): 통신에 대한 것만을 다룬다. 쉬는 시간에 사무총장, ITU-T국장이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
들과 논의함.

러시아, 이집트: 통신에 한한다는 것을 문장전체에만 걸리도록 해라.
바레인: 일본이 말한 대로 이 조항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연상시킨다는데, 요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
결되어 있다. 

사무총장: naming앞에 통신으로 한하여, 후반에 ITU mandate로 제한하여 다시 제안함. 

3 칠레: 우리는 connectivity와 비용절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세네갈: 인터넷 Exchange Point는 알겠는데, Traffic Exchange Point는 무엇을 가리키는 지 모르겠다.

일본: 이 조항이 인터넷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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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나)호>

제5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안)

□ 개 요

o 일시 : ’12. 11. 1(목) 15:00~18:00

o 장소 : 서초청사 12층 KISA 아케데미

o 참석자(총 11인)

구분 성  명   및   소  속 인원

운영위원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김도환(KCC), 민병원(이화여대), 박윤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박춘식(서울여대), 서재철(KISA), 조태연(조앤파트너스), 

이영음(방통대), 

8인

관계자 진충희 팀장(KISA), 설원 책임(KISA), 김보영 연구원(KISA) 3인

□ 주요 회의결과

가. 제4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진충희 팀장)

o ITU에서 WCIT과 관련된 브리핑 해준바 있음

o ITR 전담반 회의에 거버넌스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관련동향을 전달한 바 있음

o 인터넷거버넌스 국제동향 맵 논의. Council Working Group

Internet Policy에 대한 정보주셨음

o ISOC 한국 지부 설립에 대해서 당분간은 KIGA에서 역량을 모아

시작하고 추후 좋은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좋

을것 같음. 일단 박윤정 위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음

o 현재 운영위원이신 박재문 방통위 국장님 대신 김도환 사무관님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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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rIGF 도쿄회의 출장결과 공유

o 출장결과 보고(박윤정 위원)

- 이번 WTPF회의에서 중요단어는 telecommunication/ICT.

ICANN을 지지한 stakeholder들에 의해 WTPF에서 Enhanced

Cooperation이 다뤄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내년 WTPF의 주제가 인터넷거버넌스임. WCIT세션 중 하나에

서 WCIT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 다루었음. 사람들이

WCIT이 ITU가 인터넷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도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오해임.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내새울만한 장은 아니었

다고 생각했는지 의견교환에서 그쳤음

- ITU 의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회의들과 달리, Member

States와 Sector멤버에게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ICANN과 같은

인터넷 회의처럼 개방되어 있는 포맷으로 진행되었음

-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의견 제출을

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ITU에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working group이 3개. ITU에 대

한 follow up이 미흡한 실정. 향후 의견표명이나 Proces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박재천 위원장)

- 거버넌스협의회와 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다른방법으로는 ITU에 직접 창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박재천 위원장)

- 예를들어, ICANN의 경우엔, KIGA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우

리가 stakeholder가 될 수 있음(박윤정 위원)

- WTPF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국가별로 상

이하고 거버넌스 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싸움(박춘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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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에 입장표명을 해야하는데 외교부(미국side), 방

통위가 얽혀있어 복잡함(서재철 위원)

- 인터넷주소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security

분야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UN에 상장을 하였음(박재천 위원장)

- 한국은 아직까지 3~6개 오피니언을 기고를 했었음. 인터넷거버넌

스에 관한 한국의 의견을 낼 준비를 해야함. 국제정치적인 지형

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포지셔닝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국내에

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잘 정리하고 조율해야 함(박재천 위원장)

- 미국이 얘기하는 multi-stakeholder에 대해서 기술적 보급은 가능

한데 실제적으로 security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임(박재천 위원장)

- WTPF, ITU에 대해서 동향을 계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주기적으

로 동향보고서를 보고 관련 대책회의를 하여 트렌드를 파악해야함

(박재천 위원장)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여야함. Security와 Development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준비해야함(박재천 위원장)

- 내년 WTPF는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주제로 열릴예정. IP

기반 서비스 성장을 통해 세계 공동체의 이익 유도, 인터넷거버넌

스에 있어서 ITU의 역할, 다국어 도메인명 관리에 대한 회원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박윤정 위원)

- WTPF 이슈를 계속 follow up 할 수 있는 체제 갖춰야함(박윤정 위원)

다. 제45차 ICANN 토론토 회의 결과

o 출장결과 보고(이영음 위원)

- 신규 gTLD 신청 1,930건에 대해 ‘추첨’을 통해 위임순서를 결정

할것이라고 발표

- ALAC 아태지역 지부(APRALO) 부의장으로 박윤정박사 선출

- 정부 고위급들이 참여하여 multi-stakeholder model 개선 및 보

존을 위한 방안 논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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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7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논의 이슈(서재철 위원)

o APrIGF 유치 확정을 위해 준비해야함

o IGF 회의는 지속가능한 인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릴 예정임

마. ISOC 한국지부 설립 현황(진충희 팀장)

o ISOC 한국지부 설립하려면 개인 회원 25명 이상 필요함. 거버

넌스 협의회, 인프라 분과 위원들, 인터넷 진흥원 내 관련자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임

o ISOC 한국지부 발대식 날짜는 11월 29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함

o 첫 번째 회의전에 ISOC 한국지부 실무위원회 구성해야함(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

바. APrIGF 유치 활동 경과(서재철 위원)

o 바쿠에서 열리는 IGF회의에서 2013년 APrIGF 개최지선정을 위한

관련회의가 있을 예정. 박재천 위원장, 박윤정 위원, 박민정 선임

이 참가하여 유치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예정임

o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개최의지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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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 한국지부 발대식 및 한국IGF 패널 회의록(안)

□ 개 요

o 일시 : ’12. 11. 29(목) 13:00 ~ 18:00

o 장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701호 국제회의실

o 참석자(총 22인)

구분 성 명 및 소 속 인원

운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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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대), 지성우(성균관대), 이영음(방통대), 서재철(KISA), 이계

남(KISA), 김대호(인하대), 정재훈(구글), 이현재(다음), 김도

환(방통위), 이영석(방통위)

13인

관계자

황인표 팀장(KISA), 박정섭 책임(KISA), 설원 책임(KISA)

이정민 책임(KISA), 조혜정 선임(KISA), 이보람 연구원

(KISA), 김보영 연구원(KISA), 장경애(연세대), 최지은(연세대)

9인

□ 주요 회의결과 및 논의사항 

가. 한국 IGF 논의 및 APrIGF 개최 협의

[회의결과]

o IGF 소개와 한국 IGF (발표 : 박재천 운영위원장)

o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터넷 (발표 : 민병원 운영위원)

o 2013년 아태지역 IGF 서울회의 조직위 구성

- 조직위원장 선임 : 민병원 교수(이화여대)

- 개최일정 및 장소 : 추후 검토 (위원장단 검토후 발표)

- 프로그램 구성 및 대외협력 부문 : 박윤정 교수(연세대)

- Youth IGF camp 추진 : 박춘식 교수(서울여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 예산 및 사무지원 기능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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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논의내용]

o 조직위원장은 민병원 교수를 추천함(만장일치)

o 일정은 6월 말(6.17~21, 6.24~28)이나 7월 초(7.1~5, 7.8~12), 8월 말(8.26~30),

9월 초(9.2~6) 중에서 정할 수 있음.

- Cyber space 총회(외통부 주관)가 10월 17~18일에 개최 예정인데, 해당 주제가

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성이 높음.

- 외통부와 협의하여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정으로 조율 필요

- 방통위에서 Cyber space 준비단에 파견중인 담당자와 의견조율 검토

이후, 위원장단에서 최종 개최일시(안)을 제안하겠음

(박재천 위원장, 박윤정 위원, 김도환 위원)

o 장소는 이화여대, 연대, 한국 뉴욕주립대 등을 고려중임.

- 300명 참석, 20여개 세션 동시 실시, 인근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이 제공되는 장소 필요

- 송도의 한국 뉴욕주립대는 최신 회의시설, 호텔식 게스트하우스 200

여개, 5~10분 거리에 5성급 호텔이 있음

- 국내 대학에서 개최하여 장소프리미엄을 누릴 필요도 있음

- 일정, 프로그램, 참석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최장소를 논의하도록

하되, 후보지를 위원장단에서 검토하여 추천하겠음

(박재천 위원장, 박윤정 위원, 김도환 위원, 서재철 위원, 이계남 위원)

o 전체 개최 예산을 산정하여 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함

- APrIGF 사무국 지원, 관련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관련

국제회의에서 APrIGF 서울회의를 안내하고 스폰서를 적극 모집해야함

- 모든 세션별 통역 및 실시간 인터넷 캐스트 등 IT강국에 위상에 걸맞는

회의 준비가 필요함

- 지난 도쿄 APrIGF회의에서 아시아 정부와 UN 관계자 많이 초대해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따라서 일부 정부대표단 초청비용도 포함되어야 함

- 홍콩, 싱가폴, 일본 회의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이를 바

탕으로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박재천 위원장, 박윤정 위원, 김도환 위원, 이계남 위원, 황인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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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위해 Youth IGF camp운영이 필요하며 효과적임

- 인터넷 거번너스 이슈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Youth

IGF camp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성균관대, 서울여대 등 현재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부탁함

(박재천 위원장, 서재철 위원, 박춘식 위원, 지성우 위원)

나. ISOC-KR 발대식

[주요결과]

o 인터넷소사이어티 한국지부의 재설립 (발표 : 박윤정 박사)

o 인터넷소사이어티 한국지부 의장단 구성

- 의장 : 박재천 교수(KIGA 위원장 및 인하대 교수)

- 부의장 : 서재철 박사, 이계남 KRNIC센터장

o 당분간 KIGA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세부 논의내용]

o ISOC-KR 소개 및 연혁 안내 : 박윤정 박사

o ISOC-KR(인터넷소사이어티 한국지부)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 ISOC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 및 기관에 개방된 포럼으로 IPv6 확산 등

그간 인터넷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참여 제고를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해 온바 있음

- ISOC은 개인회원 55,000명, 기업회원 130여개, 세계 주요도시 및 국가

별로 지부 90여개가 운영되고 있음

- ISOC-KR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 및 관련 기업․단체에게

개방된 포럼으로 ICANN과 IGF 등의 정보동향을 공유하고 이들 국제

기구에 국내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인터넷 거버

넌스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함

- KIGA와 KISA와의 연계를 통해 기반성숙 및 전문역량을 키워 나가

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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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SOC-KR 의장단 구성

- 국내 거버넌스 역량 결집을 위해 초반에는 KIGA 위원장이 ISOC-KR

의장직을 겸하는 것으로 함(박재천 의장)

- 부의장은 현재 당연직으로 CEO of KRNIC at KISA로 되어 있음

- 민간자율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당연직을 두는 것은 부적절

- 별도 운영규정 및 법인화 과정에서 당연직을 둘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참가자를 유도하고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다수의

부의장을 두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 ISOC-KR의 운영기반 조성 및 초기 추진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

KIGA와 KISA 등의 협력이 필요함

- 서재철 박사와 이계남 KISA 센터장을 부의장으로 하되, KRNIC은

당연직이 아니고 초기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함

(박재천 의장, 이영음 교수, 서재철 박사, 이계남 센터장, 박윤정 박사,

김도환 사무관, 황인표 팀장, 민병원 교수)

o ISOC-KR 향후 일정 및 과제

- 오늘 출범식 후에 회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정 규모 확보

후에 법인화 설립과 ISOC 지부로서의 등록절차 추진해야함

- 법인화 필요성은 ISOC 본부로 부터의 funding과 관련된 있는데,

ISOC 본부에서community base면 지원이 어려우므로 법인화를 권유

하고 있음

- ISOC-KR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신고 할 수 있는데 최소 회칙(운영

규정)은 필요함

- ISOC 본부에 운영규정 표본이 있긴 하지만 지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지부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12월 초 WCIT에서 ISOC 한국지부 설립을 알릴 예정이며, ISOC 본부에

지부로써 등록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여 운영규정 등 등록절차를

준비 하겠음

- 국가별로 한 개의 지부(Chapter)라는 규정은 없으며, ISOC-KR이 대한민국

대표 지부로서 국내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성숙을 유도하여 다양한

지부의 설립 및 개인회원의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도움을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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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C 본부는 시민사회만으로 구성된 지부와는 협력에 한계를 느껴

정부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박재천 의장, 이영음 교수, 서재철 박사, 이계남 센터장, 박윤정 박사,

김도환 사무관)

o 차기 KIGA회의는 12.18(화) 16시에 하기로 함. 당분간 ISOC-KR과

KIGA는 함께 하는 것으로 함(박재천 의장)

□ 차기 회의일정 및 Action Items   

o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12년 12월 18일 16시

- 장소 : KISA 아카데미 12층(강남)

o Action Items

① APrIGF의 개최 기간 제안 : 박재천 위원장

- Cyber space 준비단 의견조율 : 김도환 위원

- 개최기간(안) 제출 기한 : ‘12. 12. 14(금)

② APrIGF의 개최 장소 제안 : 박재천 위원장

- 이화여대(민병원 위원), 연세대(박윤정 위원)

- 개최 후보지 검토(안) 제출 기한 : ‘12. 12. 14(금)

※ 개최 후보지 : 이화여대, 연대, 한국 뉴욕주립대 등

③ APrIGF의 예산규모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 사무국

- 대상회의 : 홍콩회의(‘10), 싱가폴회의(’11), 도쿄회의(‘12)

④ Youth IGF 개최 관련 프로그램 및 장소 등 검토의견

- 성균관대학교(지성우 위원) / 서울여자대학교(박춘식 위원)

- 검토의견 제출 기한 : 회의 당일(12. 18일) 제출 및 설명

⑤ ISOC-KR 등록절차 확인 및 준비상황 보고 : 박윤정 위원

- 등록절차 확인자료 제출 기한 : 회의 당일(12. 18일) 제출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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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홍콩 APrIGF 2011년 싱가포르 APrIGF 2012년 도쿄 APrIGF

개최일자

APrIGF : 2010.6.14~16

홍콩 IGF 회의 : 2010.6.17~18

Youth IGF camp : 2010.6.12~14

APrIGF : 2011. 6. 16~17

Youth IGF camp : 2011. 6. 16~18

APrIGF : 2012.7.18~20

Yough IGF session : 2012.7.19

(Aoyama Cacuin 대학교) 

예산
총예산 HK $1,000,084 

(정부 스폰서 HK $480,000 포함)
스폰서 SGC $45,000 정보없음

사용비용

총 사용비용  HK $918,640.55

-APrIGF : HK $172,330.88

-홍콩 IGF 회의 : HK $560,746.97

-Youth IGF camp : HK $58,402.70

-연회 : HK $127.160.00

총 사용비용 SGD $104,311

-APrIGF : SGD $89,942

-Youth IGF caml : SGC $7289

-부대비용(IT) : SGC $7,080
정보없음

1억2,800만원 9,200만원

참석자

APrIGF : 200명

※ APrIGF+홍콩IGF+Youth camp

 =24개국에서 총 501명

APrIGF : 218명 온라인 등록자중 158명 참석

        (42%가 싱가포르에서 참석)

28개국에서 총 278명

- 국내 202명, 해외 76명,

remote-participation(i-stream을 통한 

비디오참석) 약 1,900명

홍콩 IGF 회의 : 250

Youth IGF camp : 51
Youth IGF camp : 18명 등록중 12명 참석

<안건 (다)호>

홍콩, 싱가폴, 도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주요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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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총 14개 (APrIGF : 7개 / 홍콩IGF : 7개) 총 13개 총 22개

발표자 총 46명 총 57명 총 105명

스폰서

 MS, APNIC, APTLD, JPRS, SiRC(싱가포르 

인터넷연구센터), HKIRC 외 다수 22개의 국내&다국적 기업 

: SiRC(The Singapore Internet Research 

Centre), 닷아시아, Mobile one, 구글, 

APNIC, IDA(싱가포르기관), Netmission 

Ambassadors, Info-Communa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Lee 

Foundation, 난양대학교

- 특별 스폰서 :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 플래티넘 스폰서 : 아시아 인터넷연합, 

APNIC, 후지츠, 구글, 

일본인터넷레지스트리, MS일본, NEC 

Biglobe Nifty, NTT 커뮤니케이션즈, 

Softbank Telecom, So-net 엔터네인먼트

- 골드 스폰서 : eAccess Ltd, KDDI co

- 포럼 스폰서 : ISOC, freedom house, 구글

- 스폰서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사무국 : 닷아시아

- 현지 사무국 : 일본 ISP협회(Japan 

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

- Support : D.C.N. Corporation(U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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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아시아지역의 발달된 시민 사회와  

청소년들의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 디지털 네트워크의 웰빙

-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

- 개방인터넷문화의 도전과 비판

- 아시아지역의 디지털 분열

- 인터넷 자원에 대한 이슈

- 국제화된 도메인의 기회

- 앞으로의 IGF

- 아시아 지역에서의 IPv6 준비현황

- 지적재산권, ACTA(위조방지무역협정)

- 다국어 인터넷 정책을 위한 IDN 

거버넌스와 정책

- 아랍국가에서의 혁명과 인터넷의 관계

- ICANN과 신규 gTLD

- 재난구제를 위한 인터넷

-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 IANA의 기능

- 국제법 집행

- IPv6

- 지재권

- 평등하고 다양한 다국어 인터넷을 위한  

  IDN 거버넌스 및 정책

- 아랍혁명

- ICANN과 신규 gTLD

- 재난극복을 위한 인터넷

- 사이버보안

- 국제법집행

Hosting 

Organization

- APNIC

- 아태지역 최상위도메인 협회(APTLD)

- 닷아시아

- Freedone House

- 홍콩 사회서비스 의회.(HKCSS)

- 홍콩 청년연구학보(HKFYG)

- 홍콩 IGF  Multistakeholder 자문그룹    

 대표단(MAG), IGF

- ISOC HK

- 인터넷전문가협회 (iProA)

- NetMission 대사

- Office of Legislative Councilor Hon. 

Samson Tam

- 싱가포르 인터넷연구센터

- 닷아시아

- APNIC

- NetMission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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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라)호>

APrIGF 서울회의 조직위원회 운영방안  

□ 주요역할 

o APrIGF 프로그램 구성

- 주제선정 및 세부 프로그램 협의

※APrIGF 운영위원회(아태지역 전문가 15인 내외 구성)와 협력

- 서울회의 휘장(B.I.) 개발

- 국내외 VIP 선정 및 의전방안

- 세부프로그램(세션) 별 발표자, 패널 구성 및 참가확인

- 펀딩 및 예산의 추가확보

o Youth Camp 프로그램 구성

o 회의장 구성 및 세션별 장소할당

- 메인행사장, 토론장, 식당, 대기실, 운영실 등 회의장 구성

- 회의장내 동선, 교통시설, 식당시설 및 숙박시설 등 검토

□ 조직위원회 규모 및 구성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분과 Youth IGF 분과 인원관리 분과 ․   ․   ․ ․   ․   ․

o 조직위원회(6인) : 위원장(1인), 분과장(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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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과구성

- 프로그램 분과 : 주제선정 및 세부프로그램 마련, APrIGF 위원회 협력

- Youth IGF 분과 : Youth 프로그램 총괄

- 인원관리 분과 : VIP, 발표자, 패널, 일반참석자 섭외 및 관리

- 시설지원 분과 : 안내, 동선, 인테리어 등 회의장 관리

- 예산관리 분과 : 펀딩유치, 예산배분․운영․감사

□ 조직위원회 운영일정(안)  

o 1월 중 조직위원회 구성

- 1월 둘째주 : 위원후보 접수 및 pool 확보

- 1월 KIGA 회의시 최종 확정

o 2월 : KIGA의 APrIGF 프로그램(안) 제안

- APRICOT 발표

o 6월 : APrIGF 서울회의 프로그램 확정 및 홈페이지 오픈

o 9월 : APrIGF 서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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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마)호>

APrIGF 서울회의 개최 일정 및 장소 논의  

자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