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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3년 3월 19일(화) 17:30~19:30

o 장 소 : 서강대 X관(하비에르관) 427호

o 참석대상(총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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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박춘식(서울여대), 조태연(조앤파트너스), 황주성(서울 과기대), 박윤정

(뉴욕대), 이영음(한국방통대), 오익균(KAIST 전문연구위원), 서재철(KISA), 김도환

(KCC), 이계남(KISA), 황인표(KISA), 이정민(KISA), 김보영(KISA)

□ 주요안건

o 검토안건

(가)호 : 제8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o 논의안건

(가)호 : APTLD 정례회의 및 APrIGF 논의 결과(박윤정 위원)

(나)호 : 유네스코회의(WSIS+10) 결과(오익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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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건 (가)호>

제8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개 요

o 일시 : ’13. 2. 19(화) 16:00 ~ 18:00

o 장소 : 이화여대 ECC 강의실B219호

o 참석자(총 13인)

성 명 및 소 속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지성우(성균관대), 홍대식(서강대), 이영음(한국방통대), 박윤정(뉴욕대),

민병원(이화여대), 박종봉(TTA), 오익균(KAIST), 서재철(KISA), 이계남(KISA), 황인표(KISA),

이정민(KISA), 김보영(KISA)

□ 주요회의결과 

o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은당연직

운영위원으로하고, 당연직운영위원을제외한

운영위원은운영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

임면한다.

제7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운영

위원을 제외한(삭제) 운영위원은 운영위

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 4월 전에 전체적 개정 필요

- KAIST 오익균 실장, TTA 박종봉 부장 KIGA 위원으로 위촉

o 출장자 선정

- 2. 28 ~ 3. 1 IGF 준비회의 : 오익균 위원

- 4. 7 ~ 4. 11 제46차 ICANN 정례회의 : 최대한 많은 위원 참여. 5~10명

스케쥴 확인 후 사무국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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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의내용 및 논의사항 

검토안건 (가)호 - 제7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o 특별한 의견 없음

논의안건 (가)호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o 15인 이내의 협의회 인원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임. 인터넷거버넌스

이슈 부각으로 KIGA에서 활동해야할 위원이 늘어났음. 1안은 인원규정을

없애는 의견이고, 2안은 최소인원을 15명으로 규정하는 것임. 오익균

실장과 박종봉 부장 외에도 KISDI의 김태은 연구원이 KIGA에서 활동해야

함. KIGA 설립 1년이 되는 4월에는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함. 15인 내외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박재천 위원장)

o 15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내외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음 (홍대식 위원,

지성우 위원)

o TTA의 박종봉 부장과 KAIST의 오익균 실장은 앞으로 KIGA위원으로

활동하고 KISDI의 김태은 연구원도 참여하도록 해야함. 또한 관련

기업에서의 참여도 독려해야 함.

o 두 번째 당연직 운영위원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관련 주무부처 정책 담당 총괄책

임자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수요 발

생에 대비하고자 함 (박재천 위원장)

o 이 규정을 영문화 했을 때 정부관계자가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민간조직으로서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음 (김도환 위원)

o 국가마다 다르지만 현재 Multi-staeholders모델에서 정부는 1/n로써

참여함 (박윤정 위원)

o 정부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예 정부랑 관련 없는 민간기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정부관계자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필요함(황인표 팀장)

o 정부, NGO, Private Sector, 이용자 등 Multi-stakeholders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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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건 어떤지? (박재천 위원장)

o Multi-stakeholders모델은 민간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나온 모델임.

거버넌스는 공적부분이 확대된 관리모형. 정관에 Multi-stakeholders

언급하면 성격자체가 ICANN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거버넌스쪽으로

하는게 두루뭉술하게 좋지 않을까 생각됨. 아직까지는 공적부분이 중

요하다고 생각됨 (민병원 위원)

o 11조 분과의 구성에 “분과장은 KIGA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고

하고 7조에는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

다“만 남겨두는게 좋다고 생각함 (김도환 위원)

o 우선 1항 인원규정은 “15인 내외로”바꾸고, 2항은 “운영위원은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로 바꿈. 위원의 추가에 대

해서는 KIGA에서 의결하면 추가하는 것으로 함. 오익균 실장과 박

종봉 부장은 KIGA위원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함 (박재천 위원장,

김도환위원, 홍대식 위원, 황인표 팀장)

o 4월전에 운영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음. 지성우 교수와 홍대식

교수와 사전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음 (이계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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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주요 Agenda(안)

o 서울회의 주요 아젠다 설명(황인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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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담당기관장  

o APrIGF 사무국과 검토한 상황. 싱가포르 출장중에 사무국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황인표 팀장)

o 개막식, 폐회식 장소는 확보가 가능(포스코홀, LG컨벤션홀). 2학기

개학 첫 주이기 때문에 강의실 확보가 보장이 안 됨. main plenary

장소와 인접한 강의실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학교 내 다른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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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외부 강의실을 찾아야 할 수도 있음(상공회

의소, 교육문화회관 등). ECC는 예약이 불가능. 3월 회의 전까지는 강

의실 확보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음 (민병원 위원)

o 이대, 성균관대, 서강대 알아봐 주시고, 안될경우 한국뉴욕주립대, 외부

회의장소(상공회의소, 교육문화회관 등) 알아봐야 하겠음 (김도환 위원)

o Plenary는 계속 이어지는 본회의 이고, sub session이 소규모 회의

(2~3개)로 이루어짐. 사무국 1개, Youth camp가 1개. 총 4개 정도

강의실이 필요함. 메인홀과 강의실은 인접해 있어야 좋음 (박윤정 위원)

o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학교 총무과와 협의를 마치겠음 (민병원 위원)

o 현재 거버넌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Multistake holder 모델임. 서울

회의 아젠다에 Multi-stakeholders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영음 위원)

o Multi-stakeholders 모델, enhanced corporation,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생각됨 (박윤정 위원)

o APrIGF PC와 협의 전,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갖고 할 주제를 정해야

함. 올해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집중해야 할것으로 보여짐. 게임은 문화부 소관 (김도환 위원)

o 서울회의 주제가 너무 포괄적임. 2~3개 정도로 집중할 필요 (박종봉 위원)

o 게임같은 경우 NIA에서 많이 개입하는 주제임 (서재철 위원)

o 서울회의 주제의 앞글자를 따면 (Convinient를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꾸면) SAVED Internet이 됨. 주제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될 것 같음

(민병원 위원)

o 사이버 보안의 경우, 스팸, 침해예방 등의 내용으로 4개정도 sub

session이 나올 수 있음 (박윤정 위원)

o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아젠다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김도환 위원)

o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둘 것임 (황인표 팀장)

o Multi-stakeholders 라는 주제는 아젠다에 꼭 들어가야함 (이영음 위원)

o 게임 중독과 청소년보호, 디지털 격차와 같은 소주제는 빼고, KIS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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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만 다루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됨

(서재철 위원)

o 서울회의 주제는 SAVED Internet으로 하기로 함 (박재천 위원장)

o APrIGF Program Committee는 박윤정 위원에게 부탁. 싱가포르

출장에서 박윤정 위원, 서재철 위원, 황인표 팀장이 잘 협의 해주기

바람 (박재천 위원장)

o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보안관련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안부분은 중국과 일본 전문가를 초청

해 참여를 유도하고 CERT 채널을 활용해야 하겠음 (박재천 위원장)

논의안건 (다)호

- WTPF 제3차 전문가 회의 (IEG) 출장보고 (박윤정 위원)

o 제출된 코멘트 및 오피니언 현황 : 코멘트(총 12개, 6개 기업, 2개

기관에서 제출), 오피니언(8개 기관에서 24개 오피니언) 현황 소개

o 주요 이해당사자 소개 : APIG(1인 시민사회 시민사회 그룹, 전직

ITU 직원), 버트랑 드 라 샤펠(ICANN 이사), 스테파노 트럼피

(이탈리아 GAC), 파블로 이노호사(APNIC), 나이젤 힉슨(ICANN

직원), 콘스탄스 블러머(ISOC) 등

o 포럼의 성격 및 이번 회의 채택 내용 소개 : 이란 등이 논의 그 자

체에 의미가 있음을 밝혔으며, Paypal의 경우 WTPF에서 ICT 삭

제를 요청함을 언급하고, IXP, 브로드밴드, IPv6 전환, 다자간협의

모델 및 강화된 협력 관련 합의문이 있었음을 소개

o 현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국가별 입장 소개 : 미국,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찬성, 브라질, 러시아, 아랍국가들은 정부 중심 모델 찬성.

ICT 및 보안 관련 회의를 유치한 국가들(한국, 이집트, 폴란드) 등은

절충안을 내놓거나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o 한국 현재 대응 상황 및 향후 일정안 제시 : 현재는 KISA 도

메인팀을 사무국으로 거버넌스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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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오피니언 및

사무총장보고서 최종본 대응을 위해 IP, 브로드밴드, IXP등에 초

점을 맞추어 의견 정리가 필요함을 언급

o Multi-stakeholders, Enhanced Corporation 에 대해서는 국내 기관내

에서 의견합의가 있어야 함. 진보넷, 오픈넷 등에서 논의하는 부분을

WTPF 전담반 회의에서 모아 4월쯤에 공청회가 필요함 (김도환 위원)

o 이 공청회를 national IGF, 한국 IGF 형태로 하는것은 어떨까 함

(박재천 위원장)

o National IGF 없이 Regional IGF 하는것이 아이러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National IGF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음 (박윤정 위원)

o 5월 WTPF 회의에서 인터넷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전에 4월에 공청회나 National IGF의 형태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음. 4월에 어떤형태 든지 KIGA이름으로.. (김도환 위원)

o National IGF 주기적으로 해야 외부에 알리기 쉽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있음. 1차 한국 IGF라는 명칭으로 4월에 시작 (박재천 위원장)

논의안건 (라)호

- 민간전문가 국제활동 지원 관련 출장후보자 선정

o 2.28~3.1 프랑스 파리에서의 유네스코 회의(WSIS+10, IGF 준비회의)

에는 KAIST의 오익균 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함

o 4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ICANN 정례회의에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석하였으면 함. 예산 조정해서 5~10명이 갔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함.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위원분들은 스케쥴 확인 후 사

무국에 연락바람. 4월 ICANN 회의 전, KIGA회의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음

o ISP 사업자들도 KIGA회의에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ICANN 참여하도록

해야함. 현재는 KIGA가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있지만 나아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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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해야 하고, 정부도 그중 1/n이 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KIGA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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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가)호>

APTLD 정례회의 결과

박윤정

2013년 3월 4일

1. 회의명 : 62차 APTLD 회원 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 2013. 2. 21(목) ~ 2. 22(금),

싱가폴 샹그릴라 호텔

3. 주관기관 : APTLD 사무국

4. 참석자

o 의장 및 사무국장

o 회원 (.KR, .CN, .JP, .KH, .HK, .TH, .ID, .IN, .NZ, .SG 등 국가도메인

관리자) 및 준회원 (.ASIA, 베리싸인, 뉴스타 등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

와 .RU 국가도메인)

o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1명) 및 KISA 황인표, 이보람

5. 핵심요지 및 평가

o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62차 회의에 .KR 대표단으로 파견되어 한국의 레

지스트리 상황 공유 (이보람) 및 9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

양 지역 IGF 준비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함 (박윤정) APTLD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IGF에 관한 그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o 이번 5월 홍콩에서 제공하는 APTLD 사무국 서비스 지원이 종료될 예

정이며, 차기 사무국 지원국을 공모하고 있음. 사무국장은 CNNIC 출

신의 지안 쟝이 지속적으로 맡을 것으로 사료됨. 사무국 지원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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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직원들이 국제 업무를 보다 가깝게 배울 수 있으며, KISA 입장

에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 배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국은

APTLD 초기 사무국 당시 KRNIC 직원을 APTLD 사무국 직원으로 공

여한 바 있음. (1999년 6월에서 12월까지 한국에서 사무국 운영함)

o 이번 회의에 APTLD 이사로 선임된 KISA 서영진 팀장의 공백으로 한

국은 APTLD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음. 의장은 다음 이사선거가 2013년

말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만약 서영진 이사가 지속적으로 참여가 힘들

경우 한국이 다시 선거에 응할 수 있음을 상기함.

o APTLD 회의 후반에 부상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향후 한국에서 개

최되는 아시아 지역 IGF에도 시기적절한 논의 주제일 수 있음. 글로벌

영화업체 대변기구 (MPAA)등 콘텐츠 제공자들이 현재처럼 무방비로

복제된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며, 개인이 운영하는 컨텐츠 제공 사이트들에 대한 국가 도메인 관리자

들의 규제 가능성을 요구함. 한편,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부와는 다른 성

격의 국가도메인 관리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이 주제와 관련, 서

울 아태 IGF에서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석을 촉구함.

o 1999년 4월 ~ 12월 APTLD 사무국 활동, 2001년 ~ 2002년 MINC 사무

국 활동 이후 11년 만에 참석한 APTLD 회의를 참관하면서, 지난 11년

간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향후 한국이

APTLD 사무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장

이 되길 바람.

o 차기 회의: 63차 회의 Xi'an 중국 – 2013 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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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Retreat 회의 결과

박윤정

2013년 3월 4일

1. 회의명 : AP* Retreat 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 2013. 2월 24일 (일) 싱가폴 샹그릴라 호텔

 

3. 주관기관 : AP* Retreat 사무국

4. 참석자

o 의장단: 라지네쉬 싱 (ISOC 아시아), 지안 쟝 (APTLD)

   - 의장단 선출: 전 회의에서 로컬 의장과 외부 의장을 추천

o 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터넷 기관들의 장이 나와 현황을 공

유하는 회의로, 주요 의제가 있으면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되어 옴.

- APIA, APRICOT, APOPS, APNIC, ISIF, ISOC, APAN, APIPv6TF,

APCERT, intERLab HRD, APTLD, APBioNET APStar Secretariat,

DotAsia, APNG 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나와 발표함. (발표 자료

는 웹사이트에 공유되어 있음)

- 특기 사항으로 ICANN CEO, 정부 관계 이사가 AP* Retreat 회의에

참여함. ICANN에서 아시아 지역 회의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기

록됨.

o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1명) 및 KISA 서재철 (.ASIA 이사 자격으

로 참석함), 황인표, 이보람, 전길남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및 아시아

아프리카 포럼 프로젝트책임자로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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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요지 및 평가

o 이번 회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ICANN CEO와 정부 관계 이사 (타

렉 카멜, 이집트)가 아시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회의에 처음 참여하

여, 아시아 커뮤니티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했다는 것과 아시아 지역

의 커뮤니티와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해 향후 아시아 본부를

싱가폴에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함.

o APrIGF 논의 배경: 2012년 11월 바쿠 IGF회의에 이어, AP* Retreat에서

APrIGF의 공식적 의사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이 지

적됨.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2013년 아태 IGF 프로그램의 확정 및 향후 커뮤니티 프로세스

에 대해서도 주최국만의 결정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킴.

o APrIGF와 정부의 참여: ICANN CEO가 아시아의 참여가 부진했던 점

을 지적함. APrIGF 논의과정에서 몇몇 참석자들이 아시아는 정부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구조라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IGF는 유명무

실이라는 점을 강조함. 주최국 한국에게도 이번 9월 회의에 아시아 지역

정부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가 전반적인 정부참

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수 있는지 문의함. 한국 정부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함.

o APrIGF, 주최국 (한국)과 아태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조정: 주최국의 프

로그램안과 향후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의 순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의 안을 프로그램 리스트로 회람하여 의견을 구하는 작

업이 진행되어야 함. 보통 의견의 수렴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마감일을 지

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o ISOC 관계자들과 논의: ISOC 관계자들은 아직 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



- 15 -

는 유일한 Chapter는 홍콩뿐임. 현재 6월 초경 방콕에서 아시아 지역

ISOC Chapter들을 중심으로 Chapter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회의

개최를 구상 중임.

o ISOC-KR 사용 여부: ISOC-KR Chapter라는 사용은 자제해주길 바란

다는 부탁을 받음. APrIGF 최종 발표 자료에는 ISOC-KR Chapter 누락

시킴.

o 향후 ISOC 대응: 싱가폴에서 ISOC 아시아 Chapter 회의가 26일에 개

최될 예정이었음. 뒤늦게 아시아 Chapter 모임에 참석요청을 싱가폴 현지

에서 받았으나, 시간상 참석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함. 본부 및 ISOC

아시아 지역 사무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향후 Chapter 설립을 공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차기 AP* Retreat 회의는 APTLD 회의와 함께 중국 Xian에서 8월에 개

최될 예정임. 차기 로컬 의장으로는 APTLD 사무국장인 장 지안이 맡음.

외부 의장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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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나)호>

U N ES C O /ITU  'W S IS + 10  R e v ie w  2 0 1 3 ' 회 의  출 장 결 과 보 고

□ 출장목적

  -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기구(UNESCO/ITU) 활동 및 이슈 분석

  -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활동 및 다자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운영 분석

  - ‘2013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APrIGF’ 서울개최 준비

  - 새로운 인터넷 이벤트 동향 파악

□ 출장개요

 o 출장기간 : 2013. 2.24(일) ~ 3.1(금) (4박 6일)

 o 출장지 : 프랑스(파리)

 o 출장자 : 황인표 도메인팀장, 박민정 선임, 오익균(민간전문가 KIGA 위원, KAIST)

□ 주요활동

일시 활동계획

2. 24(일)  o 한국/서울 (14:00) 출발 → 프랑스/파리 (18:10) 도착

2. 25(월)
 o UNESCO/ITU 'WSIS+10 Review 2013' 회의 참석
   - Open Ceremony, key Note Q&A,
     High-level Debate, Telematic Forum 외

2. 26(화)
 o UNESCO/ITU 'WSIS+10 Review 2013' 회의 참석
   - UNESCO Special Internet Event
   - Towards WSIS+10 and Beyond 외

2. 27(수)
 o UNESCO/ITU 'WSIS+10 Review 2013' 회의 참석
   - Cyber Security (ISOC, ITU)

2. 28(목)
 o UNESCO/ITU 'WSIS+10 Review 2013' 회의 참석
   - IGF Open Consultations and MAG meeting
 o 프랑스/파리 (20:35) 출발

3. 1(금)  o 한국/서울 (15:25)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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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Session 6: Launch of EURid-UNESCO World Report on IDN Deployment 2012

좌장:  Mr Giovanni Seppia, External Relations Manager, EURid

패널리스트:

      Mr Janis Karklins, Assistant Director-General, UNESCO

      Mr Fadi Chehadé, President and CEO, ICANN

      Ms Emily Taylor, EURid

      Mr Baher Esmat, President of Stakeholder Engagement for the M.East, ICANN

      Mr Minjung Park, Manager, KISA

      Mr Pat Kane, Verisign Senior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Naming 

Services, Verisign

      Ms Christine Arida, Director for Telecom Services and Planning, National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Egypt

발표내용 요약

      ※ KISA 박민정 선임연구원 패널 발표

Session 62. International Domain Names – Present and Future

좌장:  Theresa Swinehart, Verizon

패널리스트:

      Mr. Mohammed Alzarooni, aeDA (.ae)

      Mr. Nigel Hickson, ICANN

      Mr. Sebastien Bachollet, ICANN At-Large and Board Director UNESCO

      Mr. Inpyo Hwang, Senior Manager, KISA

발표내용 요약

      ※ KISA 황인표 도메인팀장 패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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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4: Cybersecurity; Identifying Emerging Trends and Vison Beyond 2015

        Action Line C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ction Line C5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use of ICTs

        Action Line C6 Enabling Environment

ITU는 UNION(표준화, 무선통신, 개발 등) 3개 분야와 간사로서, 정책, 기술, 운영에 관

한 사안에 대하여 주관하며 UNESCO WSIS+10 Review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있음. 매

년 WSIS에 관한 ITU의 년간 활동보고를 종합한 년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http://www.itu.int/itu-wsis/ITU-Contribution/index.html)

이번 세션은 Action Line C2, C5, C6 담당자들의 연석회의로, WSIS Forum 2012에서 

언급된 사항과 그동안 진행된 ITU 활동을 발표하고 전문가로부터의 입력(input)을 포함

해 참석한 약 100여명 WSIS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과 개방된 논의를 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었음

좌장:  Mr. Jaroslaw Ponder, Strategy and Policy Advisor, ITU

패널리스트:

      Mr. Riccardo Passerini, Focal Point for Action Line C2, ITU

      Mr. Marco Obiso, Focal Point for Action Line C5, ITU

      Mr. Makhtar Fall, Focal Point for Action Line C2, ITU

발표내용 요약

[Action Line C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L C2는 (1) 국가 ICT 전략 진흥책 (2) ICT 정책의 타 지역과의 조화 (3) 지역 개발과 

선진국 주도 (4) 그로발 주제 발굴 (5) 가상 금융 플랫폼의 개발 (6) ICT 개발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구의 개발 등 6개 영역에 집중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AL C2 7차 미팅 등을 통해 WSIS 다자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

련된 입력(제안)을 받아 WSIS Stocktaking Database를 통해 공지하고 있음

(http://groups.itu.int/stocktaking/HOME.aspx)

2012년 ITU는 The Connect Arab Summit, The Connect Americas Summit 등을 개최

하였으며 스위스, 프랑스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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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지역 학교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ITU는 아프리카 등 전세계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지원하고 있

으며, 특히 미얀마, 네팔, 베트남 등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가를 위해 한국 방송통신위원

회(KCC)와 파트너쉽을 통해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술 지

원을 진행하고 있음

ITU는 WSIS AL C2를 통해 보안, 멀티미디어 서비스, QOS 등의 차세대네트워크(NGN), 

낙후된 지역(국가)을 위한 브로드밴드 및 ICT 인프라, 정부의 대민서비스(G2C), ITU-D를 

통한 표준화 활동을 함

(http://www.itu.int/ITU-D/projectsV6/) 

[Action Line C5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use of ICTs]

ITU의 기본 역할의 하나가 WSIS 활동을 하는 것으로, AL C5는 최근 증가되는 사이버

보안 도전에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그로발 사이버보안 아젠다 

(GCA)를 만들고 이에 대한 ITU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임 

Global Cybersecurity Agenda는 (1) ITU/EU 프로젝트로 컴퓨터범죄, 사이버범죄, 사이

버위협 등을 다루는 규정 (legal) (2) ITU-T를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절차 기준 (3) 

ITU-IMPACT 등에서 국가 컴퓨터사고대응팀 등 조직적인 구성 (4) ITU-D를 통한 사이

버보안 구축과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와 국가 전략 (5)국제 공조 등에 관한 보고서를 

개발하고 있음

(http://www.itu.int/ITU-D/cyb/cybersecurity/docs/ITUNationalCybersecurityStrategyGuid

e.pdf)

[Action Line C6 Enabling Environment]

ITU는 발전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디지탈화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WSIS 활동을 통해 UNDP 등과 협력하고 있음

WSIS AL C6 활동으로서의 Enabling Environment은 ITU-D를 통해 수행하며 정보사회

를 위한 스마트한 더 나은 거버넌스 지원를 위한 ICT 환경을 만들고자 함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12 (WRC-12),

(http://www.tu.int/ITU-R/index.asp?category=conferences&rlink=wrc-12&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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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CIT-12),

(http://www.itu.int/en/wcit-12/Pages/default.aspx)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TSA-12)

(http://www.itu.int/en/ITU-T/wtsa12/Pages/default.aspx)를 주관하고 있으며, ITU 소속의 

그룹에서 진행하는 ICT 관련한 세계 지역 모임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Session 52: Cybersecurity; Searching for a common understanding

좌장:  Ms. Christine Runnegar, Inetrnet Society (ISOC)

패널리스트:

      Mr. Laurent Bernat, Policy Analys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s. Cornelia Kutterer, Director of Regulatory Policy for Microsoft EMEA

      Ms. Liesyl Franz, Office of the Co-ordinator of Cyber Issues at the U.S. State 

Department

      Mr. Malcolm Hutty, President, EuroISPA

      Mr. Derek O’Halloran, Head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World 

Economic Forum USA

      Mr. Matthew Shears,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CDT)

      Mr. Patrick Ryan, Policy Counsel, Google

      Mr. Moctar Yedaly, Head of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Post at 

the African Union

이번 세션은 사이버보안(cybersecurity)에 관한 공통적인 합의 또는 교감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세계적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이버보안 용어에 대한 공통 이해를 먼저 

공유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호환성을 갖는 사이버보안 솔루션 개발을 모색하고자 하

였음

다양한 8명의 다자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구성되며 좌장이 ‘사이버보안’에 관한 궁금증 

또는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이해관계자를 

지명하여 발표하게 함

세션 시간이 제약되고 패널리스트는 많고 또 발표자를 좌장이 임의 지명하였기에 패널

리스트과의 심층 논의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발표, 의견은 기대하기 어려웠음



- 21 -

또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약 120여명 참석자들의 질문 역시 개개

인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 각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과 환경이 다르고 격차가 크

기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서 매우 전문적인 기술, 정책적인 질문이 섞여 단편적인 의

견을 발표하며 진행되었음

이 세션은 다자간이해관계자들이 세션 주제(사이버보안의 공통적인 이해)에 맞춰 의견

을 나누고 또 여럿이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관 국제기구인 UNESCO/ITU, ISOC 

등의 특성과 단순한 기본 주제로 인해 사이버보안의 기술적, 정책적 심층적인 협의나 

민감한 사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음

특이사항은 ‘보안 security'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오래전부터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인

정받고 있는 OECD의 발표자가 배포한 ’Cybersecurity Policy Making At a Turning 

Point; Analysing a New Generation of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for the 

Internet Economy' (2012)와 ’Review of The 2002 Security Guidelines' (2012) 책자가 

매우 유용함

(http://www.oecd.org/sti/ieconomy/security.htm)

(http://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cybersecurity-policy-making-at-a-

turning-point_5k8zq92vdgtl-en)

(http://www.oecd.org/sti/ieconomy/ciip.htm)

(http://www.oecd.org/sti/ieconomy/informationsecurityandprivacyreviewofthe2002securi

tyguideline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