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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3년 2월 19일(화) 16:00~18:00

o 장 소 : 이화여대 ECC 강의실B219호

o 참석대상(총 17인)

-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민병원(이화여대), 지성우(성균관대), 홍대식(서강대),

박종수(고려대), 황주성(서울과기대), 박윤정(뉴욕대),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최동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이영음(한국방통대), 박종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오익균(KAIST 전문연구위원), 서재철(KISA), 김도환(KCC), 이계남(KISA),

황인표(KISA), 김보영(KISA)

□ 주요안건

o 검토안건

(가)호 : 제7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o 논의안건

(가)호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주요 Agenda(안)

(다)호 : WTPF 제3차 전문가회의(IEG) 출장보고

(라)호 : 2013 민간전문가 국제활동 지원 관련 출장후보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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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건 (가)호>

제7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개 요

o 일시 : ’13. 1. 22(화) 16:00 ~ 18:00

o 장소 : CNN the BIZ(강남역 11번 출구)

o 참석자(총 14인)

성 명 및 소 속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지성우(성균관대), 박종수(고려대), 황주성(서울과기대), 박윤정

(뉴욕대),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최동진(한국무역인터넷산업연합회), 이영음(방통대),

오익균(KAIST), 서재철(KISA), 이계남(KISA), 황인표(KISA), 박정섭(KISA), 김보영(KISA)

□ 주요회의결과 

o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준비현황 점검

- 일시 확인 : 2013. 9. 4(수) ~ 9. 6(금)

- 장소 확인 : 이화여자대학교

※ 2월까지 최종 행사 일시 및 장소 확정 필요

- 주요 논의주제 및 프로그램(안) 개발 : 2월 19일

※ 사무국(KISA)에서 초안을 2월 8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회람 및 운영위원회 의견을

취합(2.19)하여 APrIGF 준비회의(2.24)에 제출 예정

o 상반기 출장자 선정

- 2. 6 ~ 2. 8 WTPF 전문가 준비회의 : 박윤정 박사, KISDI 김태은 연구위원

- 2. 21 ~ 2. 24 APrIGF 준비회의 : 박윤정 박사

- 2. 28 ~ 3. 1 IGF 준비회의 : 참석 보류

※ 본 회의가 아닌 준비회의이므로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4월 북경ICANN에 더 많은

전문가를 보내는 것을 검토

o 차기회의

- 일시 : 2013년 2월 19일 16시

- 장소 : KISA 아카데미 12층(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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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의내용 및 논의사항 

검토안건 (가)호 - 제6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o 특별한 의견 없음

논의안건 (가)호

- 2013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서울회의개최계획안보고 (박정섭책임)

o 행사일시는 2013. 9. 4(수) ~ 9. 6(금)으로 잠정 확정

o 장소는 이화여대를 섭외하는 중. 이대 소속 교수님의 활동일 경우

학교 내 모든 건물 활용 가능함. APrIGF 사무국에서는 300명 규모

메인홀, 200명 규모 강당, 50~60명 규모의 강의실 4개를 요구하는데

Posco관 강당, LG컨벤션홀, ECC 건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함.

Youth IGF 관련해서 9월 초에도 70명 수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

할 수 있음. 예약을 위해서는 소속교수님의 확인 공문이 필요하고 민

병원 교수가 총무과에 공문을 제출하면 행사 특성상 3개월 이전에도

예약이 가능함. 민병원 교수가 학교측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고 2월

중순까지는 결정될 것임. 단, 학생의 수업권이 우선 되므로 개강(9.2)

문제로 강의실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담당 교수 확인 후 교무처에서

승인하면 활용 가능함. (박정섭 책임)

o 일시와 장소는 2월 까지는 APrIGF 운영위원회에 확정해주어야 좋을

것 같음. 이대가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뉴욕주립대도 고려할 수

있음. 인천공항에서 접근도 편리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한국뉴욕주

립대도 행사유치에 적극적임. (서재철 박사)

o APrIGF운영위원회와 회의한 결과 APrIGF는 민간중심의 포럼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형태를 갖추기를 원함. 따라서 주최는

KIGA와 ISOC-kr, 공동주관은 KISA와 APrIGF사무국, 공동후원은

KCC와 이화여대의 형태가 되었으면 함. (황인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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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최는 실제 행사를 치루는 단체, 주관은 행사 실무, 후원은 스폰서

의 역할을 함. (최동진 본부장)

o 주요일정안은 다음과 같음. (박정섭 책임)

구분 0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AM o Youth camp (1부)

o Opening Plenary

- 환영사

- Introduction and the

Status of the IGF &

the APrIGF : IGF or APrIGF

- Keynote speech : KIGA

o Plenary 2 (이슈2)

o 이슈2 관련 하위

Session 1, 2, 3

o Plenary 4 (이슈4)

o 이슈4 관련 하위

Session 1, 2, 3

PM

o APrIGF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사전미팅

o Youth camp (2부)

o Plenary 1 (이슈1)

o 이슈1 관련 하위

Session 1, 2, 3

o Plenary 3 (이슈3)

o 이슈3 관련 하위

Session 1, 2, 3

o Youth camp (3부-정리)

o Closing Plenary

- The Way of collaboration

in Bali and Forward

- The next country of APrIGF

o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측에서도 Youth Camp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스총에서 9월중에 Youth Camp를 진행한다면 그쪽과 연계하여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방통위와 진행사항 정기적으로 체크하겠음.

(황인표 팀장)

o 주최에 ‘인터넷소사이어티 한국지부’를 써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함.

(이계남 센터장)

- ISOC본부와 본부-지부 사이가 아직 클리어하지는 않음. 중국ISOC은

본부와의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최에 ISOC-kr를 표

기하는 것은 ISOC에 한국지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임. ISOC 한국

지부가 전길남박사에 의해 시작은 되었으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2012년 ISOC-kr 재활성화 당시 본부에서 신청서와 정

관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1년 정도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임.

최근 카타르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부신청을 했는데 바로 받아들

여졌음. (박윤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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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C 한국지부는 전길남박사가 어느형태로든 시작했음. 카타르같은

신생조직처럼 시작해서는 안 됨. 왜 중간에 맥이 잠깐 끊어 졌는지만

잘 설명한다면 받아줄 것임. ISOC본부에 “이번 APrIGF행사 주최에

ISOC-kr을 표기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

여주는 것도 방법이고 전길남박사님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한국지부

의 입지를 확실히 해야함. (오익균 이사)

- ISOC은 휴먼네트워킹 조직임. 아시아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서양적

이고 배타적인 조직임. (박윤정 박사)

- 아시아가 팔로우를 안해서 배제가 된 것이지 배려를 못 받은것은 아님.

또한 ISOC은 민간조직이므로 정부는 뒤로 숨어야함. (오익균 이사)

- 하지만 ISOC과 ICANN이 민간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전직 정부관료

들을 staff로 두고있는 실정임.(박윤정 박사)

- ISOC이 휴먼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만큼 사람들을 통해 왜 ISOC본부가

한국지부 재활성화를 인정하지 않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이영음 교수)

- 모든 조직은 재원이 풍부해야 잘 돌아감. ISOC은 민간기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함.(지성우 교수)

- 재원이 부족하니 지부들이 잘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ISOC 본부

가 5년전만해도 10~20명정도 규모였는데 현재는 직원이 100명 이상임.

거버넌스 이슈 부각으로 ISOC과 ICANN이 커졌음. ISOC본부에서

아프리카의 지부에는 스폰서를 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돈이 매우 많음. 한국지부를 공식화하고, 법인설립, 사무국

설립을 통해 재정 지원 받을 수 있음. (박윤정 박사)

- 전길남박사가 한국지부 인정을 안하는 것은 정부주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됨. KISA가 1/n의 역할만 해야하는데 주도하려는 형태

이다 보니 문제점으로 보시는 것 같음. (이계남 센터장)

- ISOC홈페이지에는 한국이 비활성화 상태이고 1998년에 설립이 되었

다고 나와있음. 설립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필요함.(이영음 교수)

- 앞으로 KIGA와 ISOC-kr 관련 내용은 전길남 박사와 이옥화교수에게도

이메일로 연락을 해야함.(박재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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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APrIGF Program Comittee와 논의해야함.

(서재철 박사)

- 주최국에서 프로그램기획에 어느정도 관여할수 있는지 궁금함.(황주성 교수)

- 프로그램 기획은 APrIGF PC와 진행하는데 개최국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고, 한국의 이슈와 인더스트리에 대해 다룰 수 있음(황인표 팀장)

- 한국에서발표하고코디네이션할수있는부분은얼마나되나요?(최성진국장)

- 주최국이므로 한국에 유리하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음. 한국의 이슈,

인터넷산업 부문을 다룰 수 있음. (오익균 이사)

- 2012 도쿄회의의경우일본의자연재해와관련된세션이있었음.(박윤정박사)

o 2월 전에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음(박재천 위원장)

- 사이버 시큐리티, cyber war (한국-중국-북한/ AP지역의 사이버시큐리티

안전센터를 한국에 두는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한국인터넷의 역사,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 게임산업, 컨텐츠 산업, 인터넷 중독, 인터넷 부작용의 해법 논의

- e-biz, e-commerce, 클라우딩 서비스

- 산업현장에서 인터넷의 가장 큰 이슈는 ‘규제’임. 인터넷 중독․규제

이슈를 통해 해법을 찾는 세션이 필요함.

- 망중립성

- 싸이효과

o APrIGF 사무국과 논의사항 보고(박정섭 책임)

- 프로그램의 경우 KIGA에서 아이디어를 모은 후 APrIGF운영위와도

논의가 있을 것.

- YIGF의 경우 닷아시아에서 직원을 파견해 숙소, 장소 등을 검토 예정

- 예산 6000만원은 확보했고, 5~6000만원 정도 후원이 필요함. 후원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

- 홍보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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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싱가포르에서 APrIGF 준비회의가 있으므로 그전까지 세션 타이틀

정도는 정해졌으면 좋겠음.

-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세션주제 공모를 받을 수 있음.(황주성교수)

- 인터넷산업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이슈를 다룬다면 인터넷관련 업체들

은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후원을 받는것이 가능함.

(최동진 본부장)

- 기업들이 거버넌스에대해 잘 모르고 소극적인 입장임. 기업들이 발표

자로 참여할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정부와 전문가들 이외에도 관련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것이 이상적임.(박윤정 박사)

- 업계에서 참여를 많이 해야하는데 잘 모르니까 참여가 적은것 같음.

실제현안 이슈를 다루고 글로벌스탠다드,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

논의한다면 자연스럽게 업계의 참여가 많아질것임.(최동진본부장)

- 업계를 대상으로 인터넷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이번행사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가진다면 많은 홍보가 될 것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음.(황주성 교수)

- 업계와 학계에서 가장 빠르게 알리는 방법은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임.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세미나 여는 방법도 있음.(지성우 교수)

논의안건 (나)호

- 민간전문가 국제활동 지원 관련 상반기 출장후보자 선정

o 2. 6 ~ 2. 8 WTPF 전문가 준비회의에는 박윤정 박사가 가는것이 좋겠음.

이미 WTPF 전담반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KISDI가 계속 follow up을

하던 상황이므로 KISDI의 김태은연구위원도 함께 참여하는것이 좋겠음.

o 2. 21 ~ 2. 24 싱가포르 APTLD와 APrIGF준비회의에서는 프로그램논의가

주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박윤정 박사가 가는것이 좋겠음.

o 2. 28 ~ 3. 1 프랑스파리에서 열리는 IGF 준비회의는 전문가집단의 준비

회의 성격이므로 그 예산으로 4월 ICANN북경회의에 더 많은 전문가를

보내는 것이 좋겠음.(박윤정 박사, 서재철 박사, 지성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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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안

제7조(위원장 선임)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2안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논의안건 (가)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에 참여하려는 전문가가 증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개정할 필요

○ 분과운영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참여를 위해 위원수를 조정할 필요

○ 주무부처명 변경시 마다 운영규정 개정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일부

조항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운영위원회의 인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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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운영위

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관련 주무부처 정책

담당 총괄책임자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 당연직 운영위원 규정

□ 안건설명

○ 제7조 1항 (인원규정)

- 1안 : 향후 인원변동에 대비하여 운영위원의 수를 따로 정하지 않음

- 2안 : 다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후에 이를

바탕으로 분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대비

○ 제7조 2항 (당연직 운영위원에 대한 규정)

: 주무부처 및 담당 실국 변경시 마다 운영규정 개정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주무부처 정책담당 총괄책임자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명시함

□ 기타

운영위원회 및 산하 분과 간사 규정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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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나)호>

2013 APrIGF 서울회의 주요 Agenda(안)

□ 지난 회의 주제 및 주요 Agenda  

시기 장소 차수
주 제

주 요 내 용

’10. 06월 홍콩 제1차

Building vibrant communities, Realizing Internet possibilities

- 인터넷이용증가와 청소년들의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 아시아 지역내 사이버 보안의 도전과 해결

- 개방 인터넷문화의 도전과 비판

-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 인터넷 자원 및 국제화된 도메인

- 앞으로의 IGF

'11. 06월 싱가폴 제2차

?

- 아시아 지역에서의 IPv6 준비현황

- 지적재산권, ACTA(위조방지무역협정)

- 다국어 인터넷정책 및 신규 gTLD

-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 IANA의 기능

- 인터넷과 국제법 집행

’12. 07월 도쿄 제3차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s a robust infrastructure

- 아시아 지역에서의 IPv6 준비현황 및 활용방안

- 재난극복을 위한 인터넷

- 아랍혁명과 소셜네트워크의 영향

- ICANN과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 시장의 개방

-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위험관리

- 사이버 보안 및 국제법 집행

□ 서울회의 주제(안) 

o Towards more Secured, Convinient, Vibrant, Equivalent,

Desirabl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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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의 주요 Agenda

Title Sub titles 검토자

Opening Plenary 

- Opening Address : chair of KIGA
- Welcoming Address : President of KISA(or KCC)
- Introduction and the Status of the IGF & 

the APrIGF : IGF or APrIGF
- Keynote speech : 전길남 박사

보다 안전한 인터넷 : 사이버 보안

․ 사이버 테러 대응 
․ 인터넷침해(스팸 및 바이러스) 대응
․ 개인정보보호

?

More Vibrant Internet : Service 
and Regulation 
보다 활기찬 인터넷 : 인터넷서비스 
및 규제

․ 게임 중독 및 청소년보호 
․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 각국의 비즈니스와 법제도 

?

More Convenient Internet : Future 
Internet 
보다 편리한 인터넷 : 미래 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 망중립성
․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

More Equivalent Internet : Critical 
Internet resources
보다 균등한 인터넷 : 인터넷주소자
원

․ IPv6 이용확산 
․ 다국어 도메인과 신규 gTLD

?

More Desirable Internet : IG for 
Asia․Pacific
보다 행복한 인터넷 : 아태지역 인터
넷거버넌스 모델

․ 디지털 격차 및 아태지역 인터넷 이용확산 
․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및 활성화 방안

?

Closing Plenary

- Results of Seoul meeting and Future Challenges 
: Member of KIGA or PC 

- The Way of collaboration in Bali and Forward 
: 인도 담당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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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o ~ 2월 19일 : KIGA중심 의견 조율

o 2월 24일 : APrIGF sec 과 협의

o 3월 중 : APrIGF PC(운영위원회) 검토

o ~ 4월 말 : Agenda setting 완료 및 홈페이지 공고

o ~ 6월 말 : 세션별 세부토론 주제접수 (발표자 포함)

o ~ 7월 말 : 최종 Agenda setting 완료 (패털 포함)

o ~ 8월 말 : 세션별 참석희망자 등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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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운영테이블(안)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9:30 ~ 11:00
Plenary2

Service and Regulation 

Plenary5

More Desirable Internet : IG for Asia․
Pacific

11:00 ~ 11:30 Opening

- Opening Address : chair of KIGA
- Welcoming Address : President of 

KISA (or KCC)
- Introduction and the Status of the 

IGF & the APrIGF : IGF or 
APrIGF

- Keynote speech : 전길남 박사

Coffee break

11:30 ~ 13:00

session

- 게임 중독 및 청소년보호 
․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 각국의 비즈니스와 법제도

session
- 디지털 격차 및 아태지역 인터넷 이용확산 
․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및 활성화 

방안

13:00 ~ 14:30 Lunch

14:30 ~ 16:00

Plenary1 

More Secured Internet : 

Cyber-security
Plenary3 

More Convenient Internet : 
Future Internet 

Plenary4

More Equivalent Internet : 
Critical Internet resources

Closing
- Results of Seoul meeting and Future 

Challenges : chair of APrIGF 
- The Way of collaboration in Bali and 

Forward : 인도 담당기관장

16:00 ~ 16:30 Coffee break Performance : NANTA

16:30 ~ 18:00

session
- 사이버 테러 대응 
․ 인터넷침해(스팸 및 바이러스) 대응
․ 개인정보보호

session
- 클라우드 컴퓨팅 
․ 망중립성
․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session
- IPv6 이용확산 
․ 다국어 도메인과 신규 gT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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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다)호>

WTPF 제3차 전문가 회의 (IEG) 출장보고

I. 참가자 
이진수 (제네바 대표부), 박윤정(KIGA), 황인표(KISA), 원동은(KISA), 
박민정 (KISDI) 총 5명 

II. 일시 및 장소 
일시: 2013년 2월 6일 ~ 8일
장소: ITU 타워빌딩 룸 C 

III. 배경

5월에 개최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과 섹터회원들의 기고 의견
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ITU 사무국에서 준비하는 사무총장 보
고서는 의제 설정으로, 제 5차 WTPF 회의의 주요 결과물은 회원국
들과 섹터회원들이 합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내는 의견서에 있음. 

IV. 모두발언

A. 정부섹터 
1. 이란 (ITU지지 발언)
2. 미국 (ICANN지지 발언)
3. 러시아 (ITU지지 발언)
4. 체코 공화국 (ICANN지지 발언)
5. 유럽연합 (ICANN지지 발언) OECD 원칙을 강조
6. 폴란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필요성)

B. 기업 섹터
7. Cisco (ICANN지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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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takeholder/

Enhanced Cooperation
IPv6 Broadband IXP

Inclusive

Communication

영 국 O/O O O O

미 국 O O/O O O O

이 란 O/O O O O O

러시아 O

브라질 O O O

시민사회 Internet Governance

기 업 Trust Frameworks and X.509 Certificates

ISOC O

한 국 합의 없음 기여? 기여 가능 기여 가능

8. Paypal (ICANN지지 발언)
9. 이탈리아 통신(ICANN지지 발언) 
10. URAXS Communications(ICANN지지 발언) 

C.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기구
11. ICANN, NRO (ICANN지지 발언)
12. ISOC (ICANN지지 발언)

V. 3차 전문가 회의 의견 초안 종합 및 한국 현황

VI. 정부 및 기관별 제안현황 및 합의안 성과

1. 영국정부가 제안한 5개 주제에 대한 의견

영국은 5개 의견서를 제출함. 4개 의견서가 논의되었고, 4개 모두 합의안
으로 발전함.

1.1. Capacity Building for the deployment of IPv6 (개정안)
1.2. Promoting Internet Exchange Points (IXP’s) as a long term 
solution to advance connectivity (개정안)
1.3. Inclusivity of communications for all (개정안)
1.4. Multi-stakeholder involvement in Internet governance
1.5. Exploring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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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3개 주제에 대한 의견
브라질 정부는 3개의 의견을 냄. 3개의 의견이 논의되었고, 2개의 의견이 
합의안에 포함됨.

2.1. Role of Government in the multistakeholder framework for 
Internet governance 
2.2. Promoting Internet Exchange Points (IXP's) as a long term 
solution to advance connectivity
2.3. IPv6 deployment

3. 이란 정부가 제안한 6개 주제에 대한 의견

이란은 6개의 의견을 제출함. 5개의 의견이 논의되었고, 5개 의견이 합의
안에 이름.

3.1. Full multi-stakeholderism in Internet Governance
3.2. The adoption of IPv6 and of careful management of the transition 
from IPv4
3.3. Operationalizing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3.4. Capacity building for the deployment of IPv6 
3.5. Promoting Internet Exchange Points (IXP's) as a long term 
solution to advance connectivity)
3.6. The inclusivity of communications for all

4. 미국 정부가 제안한 6개 주제에 대한 의견

미국은 6개의 의견을 냄. 6개 의견이 논의되었고, 6개의 의견이 합의안에 
이름.

4.1. Capacity building for the deployment of IPv6 and transition from 
IPv4
4.2. Operationalizing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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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ull multi-stakeholderism in Internet Governance
4.4. Promoting Internet Exchange Points (IXP's) as a long term 
solution to advance connectivity
4.5. Development and Broadband
4.6. Participation in multistakeholder policy processes

5.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주제에 대한 의견

1개의 의견을 제출함. 1개의 의견이 논의되었고, 합의안에 이르지 못함. 
 
Role of Member States in the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 
model to facilitate its further development

6. 시민사회 (APIG)가 제안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

러시아, 브라질의 의견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나, 미국의 반
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Internet Governance

7. 기업 (Paypal) 이 제안한 X.509 인증에 관한 의견

합의된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음. 

Trust Frameworks and X.509 Certificates

8. ISOC이 제안한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관한 의견

미국이 제안한 의견과 함께 논의되어, 합의안으로 결정됨.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greater growth of high-speed 
broadband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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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제안된 의견별 논의 및 논의안 내용 및 합의안 내용 

1. Multi-Stakeholder Model은 두 개의 Working Group으로 나뉘어서 논
의가 되었음. 합의 안됨.

- Role of Governments in the multi-stakeholder framework (브라질 
의장)

[합의결렬된 논의안]
is of the view
that the ITU, the specialized agency for telecommun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is uniquely qualified to 
provide Member States with the necessary and adequate support to ensure broad government 
participation,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Internet Governance, on issue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that Member States have rights to:
a) establish and implement national public policy, on matters of Internet governance, ensure security of 
national Internet segment, as well as regulate within their territory;
b) propose international policy on matters of Internet governance,
c) establish policies aimed at meeting public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Internet access and use;
d) take necessary regulatory measures to ensure security and confidence in provis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by authorized operating agencies.
that governments are provide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xisting multistakeholder processes related to 
various aspects of Internet development and their policies; 
that multistakholder governance of the Internet must continue to involve all parties, each in their respective 
roles;
that all parties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roles and 
mandates;
that the ITU, within its mandate, must continue to facilitate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on Internet 
governance;
 
instructs the Secretary-General
to support, through the ITU Secretariat,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appropriate organization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for Internet Governance, 
including the offer of capacity building on specific issues;
to continue promoting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ITU.
[to ensure that the ITU continue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internet govern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ternet governance, which may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rovisions]:
1. Internet governance shall be effect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by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the civil society of shared principles, norms, rules, decisions-making procedures and programs that 
shape the evolution and use of the Internet.
2.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administrations and operating agencies cooperate in ensuring the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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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le operation and security of the national Internet segment.
 
invites Member State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in the Internet governance framework, both 
in the current WSIS agenda and in preparation for the Overal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SIS 
Outcomes (WSIS+10);
to establish policies aimed at meeting public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Internet access and use;
to cooperate in organizing and implementing their own national models of Internet Governance, with the 
assistance of the ITU whenever deemed necessary, and taking into account existing arrangements;
to contribute constructively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o discuss relevant issues within 
ITU as appropriate;
to actively contribute to and participate in the multistakeholder for a, together with all other stakeholders;
to encourage and promote policies that are conducive to launching creative and innovative technologies.
 

- Multi-stakeholder involvement (불가리아 의장) 
합의되었음

[합의안]
is of the view

that it is important to further implement multi-stakeholder practices as outlined in the relevant paragraphs of 
the Tunis agenda,
 

invites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a)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greater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as well as 
greater participation in multistakeholderprocesses,with a view to ensure that the governance of 
the Internet is  a multi-stakeholder process that enables all parties to continue to benefit from 
the Internet;

b)  to contribute based on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stated in paragraph 35 of the Tunis 
Agenda;

c)  to focus in particular on how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y stakeholders 
in the initiatives, entitie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various aspects of Internet Governance. 

2. Enhanced Cooperation 

헝가리 피터 메이저가 의장을 맡았으며, 미국 정부는 Enhanced 
Cooperation이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려고 함. 합의에 이를 수 있
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합의함.

[합의안]
is of the view

to reaffirm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to enable governments to develop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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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olicy in consultation with all stakeholders as outlined in paragraph 69 of the Tunis Agenda,
    invites
all stakeholders to work on these issues.   

3. IPv6
3.1. IPv6확산과 관련된 제안
ARIN의 Cathy Hadly가 의장을 맡음. 합의에 이름

[합의안]
is of the view

a)  tha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IPv6;
b)  that policies of inter-RIR transfer across all RIRs should ensure that such transfers are needs based 

and be common to all RIRs irrespective of the address space concerned;
c)  that Member states and Sector members should promote the availability of affordable Customer 

Premise Equipment (CPEs) compatible with IPv6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invites

a)  Member States to consider policies and incentives to promote, facilitate and support the fastest 
possible adoption and migration to IPv6 within their jurisdictions;

b)  Sector Members with web and Internet business to offer their services via IPv6 as quickly as 
possible.

3.2. IP 주소 IPv4에서 IPv6로 이전에 관한 제안 
바레인이 의장을 맡음. 합의가 됨.

[합의안]
is of the view
a)  tha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IPv6;
b)  tha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facilitate the optimal use of IPv4 addresses, including legacy 
addresses and by inter-region transfers;
c)  that plans and policies should continue to be in place to allow new entrant ISPs to enter the market via 
access to a reasonable block of IPv4 addresses at reasonable prices;
d)  that needs-based address allocation should continue to underpin IP address allocation,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IPv6 or IPv4 addresses;
e)   that all IPv4 transactions should continue to be reported to the relevant RIRs;
f)   that policies of inter RIR transfer across all RIRs should work to ensure that such transfers are needs 
based and be common to all RIRs irrespective of the address space concerned;
g)  that plans and policies should be in place to address the issue of legacy addresses which may not be 
subject to current policies of the RIRs,
 

inv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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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ber Stat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encourage, facilitate and support the fastest 
possible adoption and migration to IPv6;
b) Membership to promote affordable IPv6 compliant products and services as quickly as possible;
c) Member States to contribute to the Council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on matters pertaining to the Internet and the management of Internet resources, including addresses;
d)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defined in paragraph 
35 of the Tunis Agenda, to participate i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policy and allocation of these resources so that their policy priorities in these 
matters can be taken into account.

4. Broadband

WCIT에서 회원국들의 반대로 결의로 채택될 수 없었던 Braodband에 대
한 논의는 별다른 이견없이 채택이 됨. (미국, ISOC 의견)

[합의안]
is of the view

that Member States, Sector Members and other interested stakeholders should undertake all efforts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greater growth and development of  broadband connectivity, 

invites Member States,

a)  to create and promote widespread affordable access to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by 
enabling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s, and develop policies that are fair, transparent, 
stable, predictable and non-discriminatory; and that promote competition, foster continued 
technological and service innovation, and encourag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centives;

b)  to review thei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s with a view to adopting a competition-oriented 
approach with respect to IP-based networks in order to achieve clearly defined public policy 
goals, taking into account, interalia,theconceptoftechnologyneutrality,

 
invites Member States, Sector Members and al interested stakeholders, 

to continue to work, as appropriate,in the activities of ITU, and in all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forums considering the subject of broadband connectivity,to share best practic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progressive regulatory regimes designed to liberalize markets, promote competition and stimulate investment,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ITU programmes and activities, including the WSIS 
outcomes, through the promotion andstrengthening of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broadband 
connectivity.

5. IXP

별 이견없이 합의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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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is of the view

a)  that establishment of  local,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IXPs is a priority to address 
connectivity issues, improve quality of service and reduce interconnection costs;

b) that enabling the interconnection of international,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through IXPs 
may be an effective way to improve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and to reduce the costs 
of such connectivity, with regulation only when necessary to promote competition;

c)  that donor programmes and developmental financing mechanisms should consider the need to 
provide funding for initiatives that advance connectivity, IXPs and local content for developing 
countries;

d)  that the creation of IXPs enables a virtuous cycle: as the IXP attracts more ISPs, it will also 
begin to attrac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nt providers, along with business, 
academic, and governmental users, which in turn attracts more ISPs;

e)  that local content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within 
the enabling environment that local/ regional IXPs provides;

f)  that effective IXPs often emerge where Member States have adopted multistakeholder policy 
processes, as IXPs rely on cooperation among relevant stakeholders;

g)  that regulatory measures should not impede arrangements for transit and peering, to create an 
enabling and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creation of IXPs;

h)  that liberalization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allowing a competitive market to emerge to support introduction and interconnection with IXPs; 
and

i)  that the increased level of interconnection enabled by participation in IXPs contributes to an 
enhanced level of resilience in the network infrastructure,

 
invite
Member States and Sector Members to work in a collaborative manner to:

· promote the furthe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etworks on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 enable the emergence of Internet Exchange Points through, inter alia, the exchange of technical 
expertise and the fostering of supportive policy environments through open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 promote public policies aimed at permitting the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ternet 
network operators to interconnect through IXPs.

                                                               

6. Inclusive Communication

영국과 이란이 제안한 의견은 WCIT에서도 격론이 되었던 주제로, WTPF
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양 국이 논의를 안하기로 합의함. 영
국의 입장은 다른 회원국이 다시 논의를 원하는 경우 재논의가 가능하다
고 보지만, 현실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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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ternet Governance 

APIG가 제안한 것으로 정부의 역할과 함께 논의됨.

8. Trust Frameworks and X.509 인증

Paypal이 제안한 것으로, 합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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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라)호>

민간전문가 국제활동 지원 관련 출장후보자 선정

구분 출장지 기간 출 장 명 인원

0
스위스 
제네바

2.6 ~ 2.8
o 국제전기/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WTPF) 전문가 준비회의(IEG)
 - WTPF 본회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 준비회의 

1인

1 싱가포르 2.21 ~ 2.24

o 아․태지역국가도메인협의체(APTLD) 정례회의(2/21~23)
 - 글로벌 인터넷 정책개발과정 참여 및 아ㆍ태지역 인터넷 

단체들과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o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준비회의(2/24)
 -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세부사항 협의

2인

2
프랑스
파리

2.28 ~ 3.1
o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준비회의
 - 제8차 IGF 준비회의(IGF운영방안 및 아젠다 논의)

2인

3 중국 북경 4.7~11

o 제46차 인터넷주소기구(ICANN) 정례회의
 - ccNSO 위원 활동
 - ALAC 부의장/ISOC관련 활동
 - GNSO(WHOIS등) 활동

3인

4
스위스 
제네바

5.14~16

o 국제전기/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WTPF)(5/14~16)
 - 국제 인터넷관련 공공정책 논의
 ※ 2013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포럼(5/13~17) : 주제론적 

측면(thematic aspsects) 및 포맷 혁신에 대한 워크숍 진행
(아젠다 미정)

2인

6
남아공 
더반

7.14~18

o 제47차 인터넷주소기구(ICANN) 정례회의
 - ccNSO 위원 활동
 - ALAC 활동
 - GNSO 활동

3인

7
인도네시아 

발리
'12.11월
(예정)

o 제8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연례회의
 - 글로벌 인터넷 정책개발과정 참여를 통해 주소자원 및 분쟁정책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 마련 및 국가 인터넷 정책
방향 제시

3인

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11.17~21

o 제48차 인터넷주소기구(ICANN) 정례회의
 - ccNSO 위원 활동
 - ALAC 활동
 - GNSO 활동

3인

계 - 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