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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3년 6월 18일(화) 16:00 ~ 18:00

o 장 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과학도서관 B116A

사이버보안연구실

o 참석대상(총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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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식(서강대), 박종수(고려대), 박춘식(서울여대), 황주성(서울과기대),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이영음(한국방통대),

박종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오익균(KAIST), 최명식(미래창조과학부),

이계남, 서재철, 황인표, 김보영, 황상기(이상 KISA)

□ 주요안건

o 보고안건

(가)호 : 제11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준비 보고

o 논의안건

(가)호 : KIGA 신규 “보안분과(가칭)” 구성(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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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가)호>

제11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안)

□ 개 요

 o 일시 : ’13. 5. 21(화) 16:00 ~ 18:3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101호)
 o 참석자(총 15인)
구 분 성 명 및 소 속 인 원

운영위원

박재천(위원장, 인하대), 이동만(KAIST), 이영음(방송대),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민병원(이화여대), 오익균(KAIST),

서재철(KISA), 황주성(서울과기대), 지성우(성균관대)

9인

간 사 황인표(KISA) 1인

배 석 이호웅(미래부), 이정민, 이지영, 김보영(KISA), 황상기(KAIST) 5인

□ 주요 회의내용 및 논의사항

보고안건 (가)호 – 제10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o (박재천) 지난번 정리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원안대로 접수함.
  o (이영음) 회의록 16쪽 본인 발언 내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음. ‘인터

거버멘털 유니스테이크홀더 인스티튜션’이라는 말은 ICANN이 ITU의

노력을 평가절하한 표현임.

의결안건 (가)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조직위원장 선임(안)
  o (박재천) 민병원 교수님이 2013 APrIGF 서울회의 조직위원장을 사임

의사를 밝힘.
  o (민병원) 7~8월 해외 출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직위원장직을 사임

하고자 하며, 위원장으로서는 아니지만 추후에도 행사를 지원하겠음.
  o (박재천) 조직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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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민병원) 이동만 교수님을 추천함.
  o (서재철) 재청함.
  o (박재천) 이견이 없으므로, 2013 APrIGF 서울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이동만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음. AdHoc Group의 Leading을 부탁드림.
  o (이동만) 잘 부탁드림.

논의안건 (가)호 – WTPF 희의 결과

  o (오익균)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 관련, 나이지리아, 버라이

존은 산업적 측면에서 언급함. KT의 브로드밴드 관련 발언에 대해 다른

나라로부터 리퍼런스를 받고 인기를 끌었음. 시스코는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발전했다는 원칙론적인 언급을 했음. 인터넷망의 상호 접속

관련 공공정책으로 언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금번 WTPF 회의는 장

관급 70명, 전체 참석자 300명 규모.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였

음.
    ‘워킹그룹 1 회의 결과’ 관련, 전문가그룹회의(IEG)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피니언이 큰 무리 없이 채택됨. 개방과

투명성을 중요시 하면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침.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 발언자들이 6개국어를 사용했는데 영어 자막이 실시간

제공되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이영음) 전문가그룹회의는 3차례에 걸쳐 100여명의 참여가 있었음. 오

피니언 1, 2는 거의 논의 없이 끝났지만, 워킹그룹 3는 논란거리가 많

아 장시간을 할애하여 논의되었음. 브라질의 7번째 제안 관련 두 번째 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까지 논의함. 5번째(MS, Multi-Stakeholder), 6번째
(EC, Enhanced Cooperation) 관련 의견은 매우 다양함. MS 관련 각국 대

표들의 발언에 따라, 각 국가의 입장이 극명하게 바뀜을 알 수 있었음. 
EC 관련 워킹그룹이 생겼는데 UN 결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이 있는 워킹그룹임. 초기에 정부참여 워킹그룹에서 시민사회 참여

요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서방에서도 워킹그룹 참여를 편안하게

받아들임. (UN) CSTD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이 국가별로

달랐음(표 참조). 2012년 WCIT에서 나타난 입장 차이가 이번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용어의 선택에 따라 입장이 나타남. 예를 들어 브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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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ITU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모든 주체가 동등하지 않고 각자

역할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을 나타냄.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으

며, 브라질이 강력한 국가의 권한을 주장한 것은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

으로 보임. MS모델에서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함. 미국의

경우 ICANN GAC을 확실히 언급함. IGF를 언급한 국가도 있었으며, 중간

적인 입장은 UN CSTD를 언급함. 6번까지는 문구 수정이 있었지만 대

체로 무난하게 채택되었으나, 7번 관련하여 향후 ITU에서 인터넷 거버

넌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 ITR의 경우 규정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경직된 분위기였으나 금번

WTPF 회의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언급되었음. 
  o (박윤정) 회의 2주 전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IEG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전략 회의를 개최

하였음. 본 회의 개최 1시간 전, 의장단 6명과 ITU Staff 15명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함. 우리 대표단은 오피니언 관련 리액션을

준비했는데, 타 국가에서 회의 전날까지도 컨트리뷰션을 하는 모습은

의외였음. WCIT 때 대립각을 세운 것을 계기로, 이번 회의 때는 훨씬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임. 최종 합의 관련 사전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향후 우리도 국제회의 개최 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느낌.

논의안건(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준비현황 보고 및 의견수렴

   o (이지영) 해외 정부대표 출장 지원 관련 의견을 요청드림

   o (이호웅) 미래부에서는 첫 번째, 미래부 2차관이신 윤종록 차관님을

모시고 차관급 행사로 진행하였으면 함. 두 번째, 정부 예산이 투입되

는 행사이니만큼 미래부가 후원이 아니라 KIGA와 미래부 공동주최로

하는 것을 제안드림. 
   o (박재천) APrIGF 본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o (황주성) 기존 사례는 어땠는지 궁금함.
   o (황인표) 민간 주도였음.
   o (박재천) 역시 APrIGF 본부와의 협의가 중요함.
   o (박윤정) 최근의 분위기는 정부의 관심과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

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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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황주성) 정부가 여러 참여자 중 하나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과 호스트

로서 참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됨

   o (박윤정)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박재천) 민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정부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이므로 APrIGF 
MSG(Multi-Stakeholder Steering Group)에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음. 
Enhanced Cooperation 차원에서 정부의 참여를 언급하겠음.

   o (이지영) 서울회의 후원 프로그램 관련 의견을 부탁드림.
   o (이호웅) 정부나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 기업 후원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KISA 감사실 등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 해외참석자

지원 관련, 목적성을 갖고 초청 국가 선택에 대한 (안)을 KISA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람. ITU 등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함

   o (이지영) 운영위원님들께서도 해외 초청 인사 추천을 부탁드림.
   o (박재천) 해외 회의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음.
   o (이호웅)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사람도

모을 수 있는 인사였으면 함.
   o (박재천) 밀튼 뮬러, 볼프강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좋겠음.
   o (이지영) 참고로 APrIGF에서는 저개발국 정부의 참여 지원을 요청하였음.
   o (서재철) 게이오대학 교수를 초청하는 것을 제안함.
   o (박재천) 일본은 항공료 정도만 지원해도 될 것임. 초청 인사에 대해

5성급 호텔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o (박윤정) SUNY 게스트 하우스 오픈 시 이용 가능함

   o (이지영) 서울회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관련 KIGA에 할당된 6개 세션에

대한 프로그램 제안을 요청드림.
   o (지성우) 사무국에 접수된 11개 Proposal을 알 수 있었으면 함.
   o (이지영) 접수된 Proposal에 대한 결과가 방금 메일로 수신된 관계로

추후 회람하겠음.
   o (이영음) IGF는 100여개의 세션이 열리고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안건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 비슷비슷한 안건들도 있음.
   o (이호웅)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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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해 주셨으면 함.
   o (박윤정) 기본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참여자 규모는

적은 편임.
   o (박재천) MS 관련 세션은 이영음 교수님이, 망중립성은 직접 Organizing

하겠음.
   o (서재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인터넷 윤리가 잘 되어 있음. 

KISA 인터넷진흥본부에서 인터넷 윤리 관련 세션을 담당했으면 함.
   o (박재천) 오익균위원·박춘식위원 Security, Goverment Participation은

박윤정위원, IPv6는 KISA, ISOC 세션은 박윤정 박사와 함께 직접 추진

하겠음. ISOC 사람도 초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함. ISOC-KR이 행사

주최로 알고 있음.
   o (황인표) ISOC-KR Chapter 승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o (박윤정) ISOC 본부에서는 한국의 ISOC-KR이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활동 날짜가 확정 되는 대로 
알려달라는 입장임.

   o (박재천) ISOC 활동 관련, 6월 중에 ISOC-KR 모임을 갖고 ISOC에 참

여를 요청해 보겠음. ISOC에 한국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Goverment 3.0은 지성우 교수님이 담당해 주시겠음. 외국 사람

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함. AdHoc Group에서

별도 미팅을 통해 추가 논의를 하겠음. 추가로 인터넷 교육은 황주성

위원이 담당해 주시겠음.
   o (이지영) 서울회의 시작 시간 조정 관련 의견 요청. 9시 30분이 이르다는

PC위원(전길남 박사님)의 의견이 있음. 송도는 거리적으로 멀어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o (박재천) 거리를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함.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조정하기 바람.
   o (이지영) 홈페이지에 APrIGF 국제 운영위 약력을 게시함.
   o (서재철) Youth Camp 관련 논의 현황이 궁금함.
   o (서재철) 박춘식 교수와 논의해 보았음. 고대 학생과 작년 APNG 

Youth Camp 참여자 대상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APrIGF 사무국 야니스 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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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겠음.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유스캠프는 연세대에서 1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Join하는 방안을 제안함. 8월 말 APNG 캠프가 있

으므로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함.
   o (박재천) Youth Camp 논의는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서재철 위원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람.

기타안건 – KIGA의 비전 및 미션 논의

  o (이정민) KIGA 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전, 미션 게시에 대한 제안이 있

어, 비전과 미션을 논의해 보았으면 함. 그리고 조직도 관련, ‘인프라

분과’의 공식 명칭을 ‘주소인프라분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 의

견을 여쭙고자 함.
  o (박윤정) 인프라 분과 관련, 현재 도메인만 다루고 있는데 IP주소에 대해

별도의 분과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었음.
  o (황인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개정 운영 규정 제13조에

분과는 필요에 따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이영음) ‘주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함. 현재 주소인프라분과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 분과 자체에서도 논의를 한 바 있음. IP주소

관련 테크니컬한 사항은 많이 다루지 못했음.
  o (박재천) 일단 분과명은 ‘주소인프라분과’로 하기로 함.
  o (박재천) 비전 및 미션(안) 예시가 KIGA 설립 취지에 나오는 문구이므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o (지성우) 운영진에 일임해서 진행했으면 함.
  o (박재천) 이메일로 한 번 보내드렸던 내용임. 비전 및 미션(안) 예시대

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건 외 기타사항 – ISOC-KR 회의 개최 논의

  o (박재천) 6월 KIGA 운영위원회의 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o (서재철) 우리가 ISOC 멤버라고 생각하고, 본 회의도 ISOC 회의임.
  o (박재천) ISOC은 오픈으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개최하였으면 함.

구글, 네이버 등 참여룰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개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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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겠음.
  o (이영음) ISOC의 취지를 살려서 회의 참가비는 없었으면 함.
  o (박윤정) KIGA 회의 후 식사를 겸해서 하는 것도 방법임(Catering 

Service 이용)

※ 차기회의

 - 6월 18일 16시, 고려대학교

 - 6월 18일 18시30분, ISOC-KR
 - 장소 예약은 서재철 위원님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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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나)호>

2013 APrIGF 서울회의 준비 보고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 9. 4(수) ~ 9. 6(금),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인천 송도)

☑ 참석인원 : 20여개 국가에서 250여명 참석(외국인 참가자 80명)

☑ 주    제 : Towards a Better Internet: A More Secured, Convenient, Vibrant, Equivalent and Desirable Network

 1. Venue
  o 회의실 내부 지도, 사이즈, 규모 자료 영문으로 준비

  o 사무국, Preview Room, Program Committee 회의실 등으로 10인 수용

이 가능한 추가 회의실 3개 확보

  o Venue and Transportation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Program Committee  
메일링리스트로 회람

  o 개회식 예정 장소(C존 156호) 강의실 규모가 작다는 미래부 의견으로

송도 답사하였으나 현재 송도 컨벤시아는 예약 불가

  o 회의실 내 인터넷 KT 회선 사용 확인. 200~300명 와이파이 사용가능 확인

 2. Accommodation
  o 쉐라톤 인천 호텔(80개) – 단체가격 계약 완료

   - VAT 포함 193,600원, 조식 별도

  o 베니키아 송도 브릿지 호텔(50개) - 단체가격 계약 준비중

   - VAT 포함 121,000원, 조식 별도

  o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숙사(100개) - 확보 완료

   - VAT 포함 30,000원, 조식 별도

  o 송도글로벌캠퍼스 게스트하우스 확보 가능 여부 확인하였으나 이용 불가

 3. Transportation
  o 서울에서 한국뉴욕주립대 오는 버스 타는곳, 가격, 시간표 조사 (강남, 

홍대, 신촌 등)
  o 공항 리무진 버스 노선도, 시간표, 가격 정보 조사

  o 공항 철도와 지하철 이용하여 공항에서 오는 지하철 정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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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omepage
  o 영문 홈페이지 오픈 – http://2013.rigf.asia
  o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에 따라 “Venue and Transportation”은

“Venue”와 “Transportation”으로 분리 작업중

  o YIGF Camp, Venu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등 콘텐츠 추가중

  o 한국 전통 색상을 반영한 홈페이지 커버 이미지 적용중

 5. 저개발국 정부 초청

  o 미래부와 APrIGF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

정부 초청국 선정 예정

 6. Workshop Proposal 개발 ※ 붙임 참고

  o 6/14 현재 총 23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접수결과는 6/21 APrIGF 
Program Committee에서 공개

  o APrIGF Program Committee 내 소위원회인 Selection Committee에서

접수된 제안서 중 심사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

   - KIGA 이동만 준비위원장, 미래부 이호웅 주무관, KISA 이지영 선임이

Selection Committee에 참여

 7. YIGF Camp
  o YIGF Camp Facilitator인 NetMission과 논의 시작

  o KIGA 서재철 위원 참여 예정

 8. 해외연사 초청 수요조사

  o KIGA 위원을 대상으로 민간 해외연사 초청 수요조사 실시(금주중)
  o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초청자 선정

  o 현재 해외 연사 초청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 수요조사는 향

후 후원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초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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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Title Organisation Contact Person

1. DNS Policy Development for Healthy 

Internet Industry Growth

CNNIC Mr. Hongbin 

Zhu
2. Sustaining Online Cultural Identity in 

Internet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CNNIC Mr. Hongbin 

Zhu
3. Penetration testing with Google 

Hacking & OWASP Tools

MIMOS Berhad Mr. Kiran 

Karnad
4. Large-Scale IPv6 Technology 

Deployment – FromMillionstoBillions -

Cyber   Commons 

and KAIST,  South 

Korea

Prof. Kilnam 

Chon

5. User Identity and Anonymity in the 

Cyper Spac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Network   Neutrality 

User Forum

Ms. Byoungil 

Oh

6. Network neutrality in the Asia - current  

 issues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Network   Neutrality 

User Forum

Ms. Byoungil 

Oh

7.  Internet   governanc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 o n s u m e r s 

International

Dr. Jeremy 

Malcolm

8. Trade Issues Arising from the 2012 

'Kompu   Gacha' Ban of Monetization 

of Virtual Goods

Center   for Global 

C o m m u n i c a t i o n s 

(GLOCOM) 

VeriFi   (Hong Kong) 

Limited

APNIC

Mr. Adam 

Peake

Mr. Pindar 

Wong

Mr. Paul 

Wilson
9. Strengthen   Internet Governance, 

Protect Online Youngster Safety

CNNIC Mr. Shengkai 

Wang

1 0

.

Open Data Policies and Practices in 

Asia

Knowledge Dialogues 

and Opendata Hong 

Kong

Fertta,   Taiwan

Ms. Waltraut 

Ritter

Mr. TH Shee

1 1

.

OpenDevelopmentCambodia:  The 

Independent Aggregation   of Open 

Data to Illuminate Development

Open Development 

Cambodia

Mr. Terry 

Parnell

1 2 SharingSpectrum:  A Solution for Asia’s Keio University Prof. Jim 

List of 2013 APrIGF Seoul Workshop Proposals

※ 접수현황으로 최종 접수 결과는 6/21 APrIGF Program Committee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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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Bottleneck? Foster
1 3

.

Concerns for Securing Cyberspace of   

Asia-Pacific region

KIGA / Senior Reseach  

 Fellow

Ik-kyoon Oh

(oik123@hanm

ail.net)
1 4

.

The Multistakeholder   model at work 

in the AP region

KIGA/ Professor Y o u n g - e u m , 

Lee

(yesunny@kno

u.ac.kr)
1 5

.

IPv6 deployment plan of government 

in Asia pacific   region countries

KISA Youngsun La

(rays@kisa.or.kr

)
16 Internet   Ethics KISA

17 Universal Acceptance of IDN 

TLDs(Fostering Better   Environment for 

IDN TLDs)

KISA Minjung Park

(tentative)

18 Internet   Governance and Law in the 

AP region

Internet names and 

n u m b e r s 

subcommittee of KIGA  

 / Lawyer

Boknam Yoon

(

bnyun@hklaw.c

o.kr)

Dongman Lee

(

dlee@cs.kaist.a

c.kr)

Kijoong Kim

(kjk@bizlaw.co.

kr)
19 Smart and Open E-Government Global Forum for   

eGovernance(GFeG)

Dr. Seunghwan 

Myeong

(shmyeong@in

ha.ac.kr)
20 Tutorial - IPv6 transition strategy KISA Jae-ho Jung

(jeong@kisa.or.

kr)
21 ISOC Chapters in Asia SUNY Korea, KIGA YJ Park

(yjpark21@gma

il.com)
22 Role of Asian Governments in 

Multi-Stakeholder Framework

SUNY Korea, KIGA YJ Park

(yjpark21@gma

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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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가)호>

KIGA 신규 보안분과 구성(안) 보고

1. 국내.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배경과 인식

o ITU/WTPF, WISI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모델로 다자간

협의(multistakeholder), 강화된협력(enhanced cooperation) 논의가 진행됨

- 주요 이슈로 IDN, IPv6, Broadband 등 인터넷주소 및 인프라에 관한

주제로, 곧이어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에서의 보안(security),

스팸(spam), 윤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o 선도 OECD 국가들이 중심되어 ‘2002 Cybersecurity Guidelines", “2012

Cybersecurity Policy Making at a Turning Point" 등 보고서가 발간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o 국내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관련 기관, 단체, 업체가 개별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거버넌스 취지에 따른 공공정책들의 조정,

협의 역할과 활동 주체가 불분명함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의 ‘보안분과(가칭)’ 필요성

o KIGA는 2012년 4월 인터넷 이슈에 순발력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발족 되었음

- 발족 당시부터 가동 중인 운영위원회, 인프라분과 외에, 향후 보안, 사

회, 경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코자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보

안 분과’ 구성을 검토하고자 함

  가. KIGA ‘보안 분과’ 결성을 위한 준비 협의

- 방침 : KIGA 운영 사례와 경험을 중시하며, 최근 개정된 KIGA 규정

에 따라 ‘보안 분과’ 신규 구성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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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 오익균 연구위원(KAIST), 류찬호 박사(KOSYAS), 박춘식 교수(서울여대)

- 일정 : (6월 KIGA 운영위원회) ‘보안 분과’(가칭) 신규 구성 추진 제안

(7월 KIGA 운영위원회) ‘보안 분과’(가칭) 신규 구성 계획(안) 제안

  나. KIGA ‘보안 분과’ 결성을 위한 KISA의 요구사항 이해

 
- KISA 입장 :

(미래부와 함께) KIGA의 멤버로, KIGA 보안 분과 활동이 다양한

사이버 보안/정보보호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적 주제, 운영을

통해 적절한 결과물(예: 특정 주제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조정, 새로운

이슈 도출 등)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무국(KISA) 의견 :

신규 보안 분과(가칭)에서 다뤄야할 주제(이슈), 참여 가능한 전문가(위원)

후보, 분과의 운영 방식, 추진 일정,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KIGA

보안분과(가칭) 구성 및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여, KISA/미래부 협의

조정을 거쳐, KIGA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승인을 받도록 함

3. 기타 검토된 사항

  o 그룹의 세분화 검토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를 의미하는 현재 그룹 명칭과 활동을 영역

별로 세분화하여 각 전문 영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

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예: ‘보안분과’는 사이버

보안정책분과, 정보보호기술표준분과, 개인정보보호분과 서브그룹으로

세분될 수 있음)  

  o 그룹 내부에 작업반(소그룹) 활동 장려

- 작업반은 특정 주제에 대해 거버넌싱 활동 계획, 참여 전문가(이해관계

자), 운영방식과 일정(3~6개월이내), 목표 결과물(보고서)를 사전 유관된

분과에 제안하여 타당성과 적시성이 인정될 경우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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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주제란, 소그룹이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하되, KIGA 설립 목

적에 부합한 국가, 글로벌, 공공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함

(예: 정책 건의, 실태 분석, 연구과제 도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