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2013. 8. 2.



- 2 -

제13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 개  요

o 일  시 : 2013년 8월 2일(금) 15:00 ~ 16:00

o 장  소 : KAIST 도곡캠퍼스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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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김보영, 황상기(이상 KISA)

□ 주요안건

o 논의안건

(가)호 : 제12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프로그램 준비 현황 공유 및 후원 요청

(다)호 : ICANN 더반회의 결과 공유

o 의결안건 

(가)호 : KIGA 신규 “보안분과(가칭)”의 분과위원 초기구성 및    

2013년 하반기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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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가)호>

제12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안)

□ 개 요

 o 일시 : ‘13. 6. 18(화) 16:00 ~ 18:30

 o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과학도서관 B116A 

         사이버보안연구실

 o 참석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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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식(서울여대), 최명식(미래부)

9인

간 사 황인표(KISA) 1인

배 석 김보영, 황상기(이상 KISA), 류찬호(KOSYAS) 3인

□ 주요 회의내용 및 논의사항

보고안건 (가)호 – 제11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o (박재천) 지난번 정리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원안대로 접수함.

            

보고안건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준비 보고

  o (박재천) KIGA운영위원들도 APrIGF 세션에 참여하고 외부인사 초청에 

관한 의견을 논의해 보았으면 함.            

  o (이동만) 운영위원들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task list, 언제까지 

일들이 정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expect data들을 다음 주 월요일 

조직위 회의가 끝난 후 보고 올리겠음. 행사 장소(회의실)는 확보 

되어 있음. 지지난주에 정부로부터 KIGA와 미래부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음. 2주전 APrIGF PC(Program Committee)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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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요청하였고 PC의 최종 승인을 받았음. 다만, PC위원들 

몇 분이 KIGA를 정부와 같은 조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음.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는 KIGA가 민·관 협의체임을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함. KIGA가 더욱더 인터넷거버넌스협의체로서 정부소속기관이 

아니고 정부도 참여하여 인터넷거번넌스의 한축을 담당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총회, ISOC 회의에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함. 

미래부의 차관님도 참여 예정이므로 개회식 장소를 좀 더 큰 곳으로 

변경할 가능성 있음. 

    숙소는 기숙사, 호텔 두 곳을 확보해 놓았으나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한 호텔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음. 교통편은 불편함이 있음. 홈

페이지는 금주에 내용이 조금 더 정리, 보충 되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생각됨.

    Workshop Proposal 관련하여 APrIGF Program Committee 내 소위원회인 

Selection Committee에서 접수된 제안서 중 심사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림.

    저개발국 정부 초청 건은 미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local 

host committee 자격으로 KIGA 위원님들의 의견도 부탁드림.

    해외연사 초청 리스트도 만들었으면 좋겠음. 금일 회의에서 논의 

하였으면 함. 정부와 별개로 스폰서쉽을 받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터넷거버넌스에 관심이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꼭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수요 조사를 하여 저개발국 정부 

초청 대상자와 같이 논의하여 초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o (박재천) 위원님들의 의견 바람.

    APrIGF와 Youth Camp 진행을 같이 하느냐 별개로 하느냐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지난 회의 때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하지 못했음. 

APrIGF 본부에서는 이번 APrIGF 포럼과 Youth Camp는 별개라는 의견을 

보임.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o (서재철) 작년 도쿄 APrIGF회의에서는 Youth Camp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하루 동안 잠깐 진행되었음. 금년 회의도 작년처럼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Youth Camp의 비중이 작더라도 담당을 

두어 진행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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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박재천) APrIGF와 Youth Camp를 같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APrIGF 측

에서는 원래 별도로 진행되었던 포럼인데 왜 같이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됨. 넷미션에서는 원래 다른 조직인데 편의상 같이 진행했던 

것이라고 얘기함. 금번 APrIGF 회의 때 Youth Camp가 참여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KIGA 조직위에서도 Youth Camp와 APrIGF 진행은 별도로 생각했음. 

Youth Camp에 관한 사항은 박춘식 교수와 서재철 교수가 APrIGF 

조직진행과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음. APrIGF를 

같이 진행할 것인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추진 예산 및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APrIGF 입장에서는 Youth 

Camp가 얹혀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음. 두 개의 조직은 별개

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넷미션에서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o (박윤정) 장기적 관점에서 닷아시아와 넷미션은 한국 커뮤니티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닷아시아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이므로 홍콩 Youth Camp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 전체의 Youth Camp를 책임질 사명도 있음. 현재까지는 

홍콩 Youth Camp만 성장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런 상황이 

5~6년 간 지속되고 있음. 

  o (서재철) 이러한 관습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음.

  o (박윤정) 이번 APrIGF회의를 계기로 한국 한생들의 Youth Camp 지원을 

도와서 닷아시아의 한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ICANN회의 참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박재천) Youth Camp에 관한 사항은 에드먼(닷아시아 대표)과 논의해 

보았으면 함. APrIGF 본부와는 별도로 이 사항을 진행하기 바람.

    박윤정교수님이 관련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Youth Camp의 

APrIGF 참여에 관하여 결정해 주셨으면 함.

  o (박윤정) 알겠음.

  o (박재천) 저개발국 정부초청인사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o (김보영) 저개발국 정부초청인사는 KOICA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초청 

인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저개발국 소속이 아닌 오피니언 리더 중 초청하고 싶은 인사가 있으면 



- 6 -

운영위 위원님들의 수요조사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음

  o (박재천) 인터넷거버넌스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중요함.

  o (황인표) 저개발국 정부 초청과 해외연사 초청은 다른 관점임.

    민간뿐 아니라 정부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번 회의의 컨셉을 잡고 있음.

  o (박재천) 저개발국 정부 초청은 한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것인지 질문드림.

  o (황인표) 정부 간의 공식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타이틀홀더에 미래부가 

붙는 것임.

  o (박재천) 저개발 정부초청은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정도로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임. KIGA는 초청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o (박재천) 초청인사 관련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초청

기준을 수립 시 이번회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서 추후 논의 하였으면 함.

  o (박춘식) 예산이 확보되어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o (최명식) 전체예산 중 저개발국 정부초청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해외연사 초청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o (박윤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거버넌스에 영향력이 

있고, 오피니언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을 이번 

회의 때 초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ICANN 내부에서도 이번 APrIGF가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행사로 생각하고 있음.

예로 IGF 본회의에서는 회의 전에 정부고위급인사들의 사전미팅을 주체

하는 관례가 있음. 작년 일본에서 열린 APrIGF 일본 회의 때에도 사전

미팅이 본회의 전 개최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일본 문화와 한국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전 정부관계자가 와서 발표하는 광경에 굉장히 

감명 받았음.

  o (박재천) 저개발 정부관계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거버넌스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저개발 국가에 한정짓지 말고 초청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최명식) 무작정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초청하되 가벼운 

미션(예 : 국가의 인터넷 보급 현황,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을 부여하여 초청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의미와도 맞고 뜻 깊을 것으로 생각됨.

  o (이동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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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올 자금임.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스폰서를 유치를 부탁드림.

초청 인사수요를 파악하는 일보다 기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o (박재천) 잘 알겠음.

  o (이영음) 정부 초청 인사들도 세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명분도 서고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o (박재천) 펀딩도 중요하지만, 수요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함.

  o (최명식) 동의함. 초청 인사 및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션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함.

  o (박재천) 세션 수요를 우선 확정하여 예산배분을 하였으면 함.

  o (서재철) Youth Camp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함.

  o (박재천) Youth Camp의 주최가 누구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Youth 

Camp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동만 교수에게 질문드림.

  o (이동만) Youth Camp 주최는 APrIGF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름.

KIGA는 장소 제공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Youth 

Camp는 이번 APrIGF 조직위와 관련하여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함.

  o (황인표) Youth Camp는 식사제공 관련 30명분 예산은 확보해 두었음.

  o (서재철) Youth Camp를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o (박재천) Youth Camp 사무국과 고민해 볼 사항임. 다음으로 세션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람.

  o (서재철) 아시아포럼, 아시아정상회의 멤버에 관한 안내사항을 세션에 

넣는 것이 어떤 한지 요청바람.

  o (이영음) IT와 관계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할 문제임.

  o (서재철) 발표보다는 부스 설치 정도로만 해도 좋을 거 같음.

  o (박재천) 중복되는 세션은 조정될 여지가 있음.

  o (박윤정) ICANN CEO도 이번 회의 때 참석함으로 본 회의 전에 하이레벨 

미팅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함.

  o (박재천)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므로 하이레벨 미팅을 갖는 것이 좋겠음.

  o (최명식) 동의함

  o (황인표) 정부 초청 인사는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임. 다음 아젠다로 이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함.

  o (최명식) 동의함. 속도를 내야 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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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가)호 – KIGA 신규 “보안분과 구성(안)” 착수 보고

  o (오익균) 구성 개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는 사이

버보안과 관련된 많은 업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멀티스테

이크홀더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이에 

보안분과 창설이 필요함.

분과가 구성되었을 시 구성위원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추천후보들이 

신속히 결정되면 함께 참여하여 보안 분과 결성할 수 있을 것임.

  o (민병원) 포괄적인 방향으로 워킹그룹을 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함.

  o (오익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글로벌 Cyber Security, 엔터프라이즈 

Cyber Security 등 방향을 어느 쪽으로 추진할 것인지 혼란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o (서재철) 큰 틀을 먼저 만들고 구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o (이동만) 분과 생성, 특히 보안이 사회적 관심도도 높고 KIGA입장에서는 

연구반으로서 KIGA가 앞으로 인터넷거버넌스에 관련 중립적인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포괄적으로 정책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o (오익균) 동의함.

  o (류찬호) 보안 분야 워킹그룹에 활발히 참여해 왔음. 보안분과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o (박재천) 차기회의는 위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7/8월 공동회의로 개

최하기로 함. 회의 일시는 8월2일(금) 16:00~18:00, 장소는 카이스트 도곡

캠퍼스로 하겠음.

※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13. 8. 2(금) 16:00 ~ 18:00

  - 장소 : KAIST 도곡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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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나)호>

2013 APrIGF 서울회의 프로그램 준비 현황 공유 및 후원 요청

□ 진행현황

 가. 장소

  o YIGF 회의장 추가 확보 관련 SUNY 박윤정 교수님께 요청(7/24)

    ※ 회의실수요

       - 세션룸

        
멀티플랙스 5074호

(260명)
B존 146호

(60명)
B존 231호

(60명)
B존 228호

(60명)   

       - YIGF Camp

소회의실 1
(20명)

소회의실 2
(20명)

소회의실 3
(20명)

C존156호
(60명 이상)

Youth
Breakout Room

Youth
Breakout Room

Youth
Breakout Room

　Youth
Main Room

       - 기타

소회의실 4
(PC회의용)

소회의실 5
(사무국용)

Computer Lab
(세션 Summary 정리)

 나. 숙박

  o 일반 참가자 대상 기숙사 예약 오픈(7/17, 총 40개 룸 확보) 

     ※ 7/31 14시 기준 7개 접수

  o 쉐라톤호텔 룸 70개 블록 7/31까지 유지

   - 날짜 연기 협의 예정

     ※ 7/31까지 쉐라톤호텔 6명 예약, 송도브릿지호텔 2명 예약

 다. 홈페이지

  o 국문홈페이지 오픈(7/26), 영문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o‘2013.rigf.asia’내에 yIGF 관련 페이지 추가(7/29)

     ※ 별도 주소 홈페이지는 제작 불가하여 링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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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개발국 출장비 지원

  o 7월 마지막 주부터 미래부 초청 공문 발송 예정(10개국 10인)

   - 초청국가 :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몽골, 미얀마,  

마셜제도, 태국, 방글라데시 

    ※ 차기 IGF 개최국 및 저개발국 중심

 마. 해외 초청 연사 지원

  o 프로그램 제안 KIGA 위원(5인) 대상 초청자 확인 중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 이내 항공료, 희망자에 한해 기숙사 무료 제공

 바. 워크샵 프로그램

  o 조정 내용은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최신 업데이트 시간 표기)

  o 미래부에서 ‘더 넓은 네트워크 세상–Giga인터넷’세션 추가 요청(협의중)

 사. Youth IGF Camp

  o 모집인원 : 40명(홍콩 넷미션 10명, 국내 참가자 30명)

  o 프로그램(안)

   

날짜 일정

9.2(월)
NetMission 대표단 입국

숙소 및 회의장 방문 및 리허설

9.3(화)
NetMission 소개 및 브리핑

이해관계자 그룹별 회의

9.4(수)
업계/시민사회 관계자 특강, APrIGF 개회식 참석

이해관계자 그룹간 회의

9.5(목)
원탁회의

프리젠테이션(APrIGF 참가자 참석 가능)
9.6(금) APrIGF 워크샵 참석
9.7(토) NetMission 대표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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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원 현황

  o 3개 기관 후원 확정 : 인천도시공사(350만원), AIC($10,000), ICANN($5,000)

  o 후원 안내용 국/영문 리플릿 PDF 파일 KIGA 홈페이지 게시(7/25)

   - 게시물을 활용한 후원 협조 희망

 

 자. 회의 준비·개최 대행사 선정

  o 제안서 평가(7/24) 및 계약 체결(8월초 예정)

 차. 행사진행

  o 개·폐회식 사회 박윤정 교수님

  o 사전등록현황(7/29, 14시) : 총 98명(내국인 : 15명, 외국인 : 83명)

    ※ 아프리카 지역 허수 의심 신청자 약 20명 포함

□ 협조요청사항

 가. KIGA위원 사전 등록 및 관계자대상 참여 홍보

  ※ 행사참가자 250명 목표

 나. yIGF 국내참가자(대학·대학원생) 모집 관련 신청 독려 희망

 다. 후원 협조

  ※ 행사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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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다)호>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회의 결과

□ 출장 개요

o 일정 : ‘13. 7. 13(토) ~ 7. 20(토) / 4박 8일 / 남아공(더반)

o 출장자(총 5인)

- KISA :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 심동욱책임(인터넷콘텐츠팀),

이한상선임(인터넷주소기술팀), 박민정선임, 원동은연구원(이상 도메인팀)
    ※ 박민정선임과 원동은연구원은 정부자문위원회 회의(7.13~) 및 WG회의 참석(7.14~)을 위해 7/11(목) 先출국)
    ※ 이영음교수가 ICANN 국가도메인협의체 위원 자격(~‘15.3월)으로 ICANN 출장경비 지원을 받아 참석(7/12~7/20)

□ 주요이슈

o ICANN이 신청받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후보(총 1,930건)에 
대한 평가․위임과정에서 국내 신청 건(.samsung 등 5건)에 대한 지원 
및 타 국가 신청건의 적정성 논의

o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現 다자간협의모델 vs 정부주도모델)에 대한 논의
현황 공유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모색

□ 주요 활동

일정 주요 활동
7.13(토) ~7.14(일)  o 인천출발 → 두바이 경유 → 더반도착(일,16:45)

7.15(월)

 o 개회식 참석(08:30)

 o ICANN CEO(파디 쉐하디) 및 이사회 의장(스티브 크로커) 면담(15:00)
 ※ 2013 APrIGF 서울회의 참석일정(9.4~5) 확정 및 금번 서울회의에서 ICANN의 아태지역

전략 계획에 대한 발표 예정임을 확인

 o UNESCO 다국어도메인 보고서 담당자(지오바니 세피아) 면담(16:00)
 ※ 2013 APrIGF 서울회의에 초청하여 참석 확답을 얻음(다국어도메인 워크숍에 패널로 

참석 예정) 2013 UNESCO 다국어도메인 보고서에 한국 등 극동지역 사례 포함예정
으로, 9월 전 보고서 초안을 공유하여 주기로 함

7.16(화) ~ 7.17(수)

 o ICANN 아·태지역 신임 부사장(쿠엑 유 추앙) 면담(화, 09:00)
 ※ 2013 APrIGF 서울회의 참석 확답을 얻었으며, 후원 또한 긍정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얻음. ICANN-KISA간 직원교류 등 추가 협력방안에 대하여 지속 논의키로 함
 o CNNIC(중국 인터넷주소관리센터) 회의(화, 11:00)
 ※ 한-중 세미나 일정 및 장소, 주요의제(DNSSEC, IPv6, 다국어도메인 등) 협의(10월말~11월 초, 

하이난 개최 검토)
 o 신규 gTLD 언어별 기술평가패널 구성 관련 회의(수, 09:00)
 ※ 한·중·일 합동 다국어도메인 기술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ICANN과 협력키로 함    
 o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현황 발표(국가도메인협의체, 수, 16:00)
 ※ KISA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이 한국의 인주법 및 다자간협의 기반 거버넌스모델 발표  

7.18(목) ~ 7.20(토)  o 더반출발 → 두바이 경유 → 인천도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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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1. ICANN CEO(파디 쉐하디) 및 이사회 의장(스티브 크로커) 면담 (7/15(월), 15:00 – 15:30)
※ 참석자(총11인) : 파디 쉐하디(CEO), 스티브 크로커(이사회 의장), 사베 보치아(태평양지역 

부사장), 쿠엑 유 추앙(아시아지역 부사장), 제이미 헤드런드(CEO 자문관), 패트릭 존스(보안 

담당부서장)(이상 ICANN),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 외 4인(KISA)

< ICANN의 아·태지역 활동 관련 >

o ICANN 측이 2013 APrIGF 서울회의(9월)에 참여 예정임을 재확인

- ICANN CEO(파디 쉐하디)는 수(9.4), 목(9.5) 참여 예정

- ICANN 측은 2013 APrIGF 서울회의에서 아․태지역 전략계획(안)을 

최초로 발표하고자 함

o 아․태지역 내 지역사무소(engagement center) 확충 및 아·태지역 정부와의 

협력 확대 예정 

- 24개월 내로 아․태지역에 2-3개의 지역 사무소 개소할 예정

- 인도 정부와 조인트-프로젝트 계획 중(연내 발표예정)

< ICANN의 대외활동 관련 >

o ITU와 서로 역할을 인정하고 소통창구 확대 예정

- 개회식에서 언급한 제네바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여, ITU 포함 다양한 정부간

기구와 협력 강화 예정

- 몬테비데오 지역사무소 개소 예정

2. ICANN 아·태지역 부사장(쿠엑 유 추앙) 면담 (7/16(화), 09:00~10:00)

※ 참석자(총5인) : 쿠엑 유 추앙(ICANN 아시아지역 부사장),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 외 3인(KISA)

< 2013 APrIGF 서울회의 관련>

o ICANN 측에서는 CEO, 아·태지역 부사장(쿠엑 유 추앙), 태평양지역 

부사장(사베 보치아), ICANN 이사(쿠오웨이 우) 등 최소 4명이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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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ANN CEO의 APrIGF 서울회의 참석기간(9.4~5) 중, 한국정부(미래부)와

별도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의향 피력

- KISA는 한국정부가 APrIGF의 공동 주최자이며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정부관계자 세션이 진행됨을 안내하고, ICANN의 의향을 미래부에 전달키로 함

o ICANN 측에 2013 APrIGF 서울회의 후원 가능 여부 문의

- 아․태지역 부사장은 ICANN의 APrIGF 서울회의 후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8월 중 ICANN 아․태지역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답변

< ICANN 아․태지역 전략계획 관련>

o APrIGF에서 ICANN 아․태지역 전략계획(안)을 발표 예정임을 재확인

o ICANN은 아․태지역 전략계획을 위한 워킹그룹을 9월 중 발족 예정

- KISA는 아․태지역 전략계획을 위한 워킹그룹에 한국 역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ICANN은 아․태지역 전략계획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 ICANN - KISA 향후 협력 관련>

o 한국의 ICANN 이사 진출 관련

- ICANN 이사회 등 주요직에 아태지역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의견에 동의하며, ICANN내 다양한 방면에서의 아·태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 예정

o ICANN 5개년 전략계획 수립 워킹그룹 참여 관련

- KISA는 ICANN 5개년 계획 수립 워킹그룹에 한국 역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

- 아․태지역 부사장은 5개년 계획 수립 워킹그룹 구성원 선정 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답을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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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ANN - KISA간 인력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관련

- ICANN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프로젝트에 KISA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전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싱가포르 본부 설립(직원 15인 내외)

이후 본격적인 협의 및 추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아·태지역 부사장은 협력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ICANN문서를 한글로 

제공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였음

- 신임 아·태지역 부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음. 그 중 하나는

국가별 자국어로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국가별 로드쇼 등을 개최하여 

ICANN 커뮤니티 일원들이 자국어로 ICANN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문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

3.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다국어도메인 보고서 관련 회의 (7/15(월), 오후 4시~5시)

※ 참석자(총3인) : 지오바니 세피아(UNESCO 다국어보고서 담당자),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 박민정선임(이상 KISA)

o UNESCO는 2013 IGF 회의(발리, 10월)에서 ‘2013년 UNESCO 다국어도메인

보고서‘를 발표 예정

- 금년 보고서는 극동의 사례에 집중 예정이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다국어 도메인 도입 사례와 베리사인(다국어.com, 다국어.net 등) 사례를 소개 예정

- 금년 보고서는 8월에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관련국(한국 포함)과 공유 

예정이며, 초안 상태이므로 타국 사례는 제외된 상태로 공유 예정임

- 초안에 대한 국가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며, 최종안은

8월 말~9월 초에 재공유 예정

o UNESCO는 KISA의 2013 APrIGF 서울회의 워크숍 패널 참석 요청을 

받아들여 ‘다국어도메인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IGF(10월)에 앞서

APrIGF 서울회의(9월)에서 2013 UNESCO 다국어보고서 내용을 先공유키로 함

o 다국어도메인 이용환경 조사를 위해 테스트용 도메인 등록을 위한 지원 요청

(다국어 국가도메인의 경우, 거주지 등의 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여, KISA에서 테스트 목적의 .한국 도메인 등록에 도움을 주기로 함

o 2013 IGF 발리회의에서 UNESCO 다국어도메인 보고서에 대한 워크숍을

예년과 같이 개최 예정으로, 한국 사례 발표를 위해 KISA 패널 참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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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NNIC과 ‘한-중 세미나’ 관련 협의 (7/16(화), 오전 11시~12시)

※ 참석자(총6인) : 선 시앙탕, 홍빈 조우(이상 CNNIC),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 외 2인(이상 KISA)

o 2013 IGF 발리회의(10.22~25) 및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기간을 피해서,

10월 말~11월 초에 하이난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키로 함

o 2013 IGF 발리회의에서 CNNIC이 주최하는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워크숍에 한국도 참석할 것을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예정

o CNNIC은 2013년 중 CNNIC 산하에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소’를 개설 

예정이며, 향후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등 검토를 희망

o ICANN의 북경 지역사무소(engagement office)는 CNNIC 내에 설치될 

예정(추진 단계)이며, 4-5인 내외의 ICANN 직원 상주 예정

5. ICANN의 신규gTLD 언어별 기술평가패널 구성 관련 회의 (7/17(수), 오전 09시~10시)

※ 참석자(총15인) : 나엘라 사라스(ICANN IANA 팀장), 람 모한(ICANN SSAC 이사회 리에종), 쿠오웨이 우

(ICANN 이사 – 신규gTLD프로그램위원회 소속),  쿠엑 유 추앙(ICANN 아시아지역 부사장), ICANN 

다국어도메인 언어코드 전문가, 히로 호타(JPRS), 선시앙탕 외 1인(이상 CNNIC), TWNIC 기관장

(Dr.Tseng) 외 2인,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 외 2인(이상 KISA)

o ICANN은 신규gTLD 문자열 기술평가를 위해, 언어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패널을 구성 예정이라고 발표

o 이에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일원

으로서, ‘한자 일반최상위도메인’ 기술평가를 위한 한·중·일 합동 다국어

도메인 기술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ICANN과 협력키로 함

o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한·중·일 간 별도회의 개최를 

개최하여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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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 독려 >

o 아·태지역 정부대표 대상으로 회의 개최 홍보 및 참석 독려

- 지난 베이징 회의(4월)에 불참했던 아․태지역 정부대표(대만,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대상으로 회의 안내 및 참석을 독려

  ※ 말레이시아 GAC대표는 참석 의향 피력(초대장 발송 필요)

  ※ 지난 베이징회의(4월)에서는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및 마샬제도(태평양연안 제도)에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정부자문위원회(GAC) 부의장인 호주 정부대표(피터 네틀포드)와 협력하여,

GAC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APrIGF 홍보 진행 예정

o 국가도메인 관리기관 대상으로 회의 개최 홍보 및 참석 독려

- KISA 이계남 인터넷주소관리센터장이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

발표를 통해,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안내 및 홍보(7/16)

- 이영음교수(ICANN 국가도메인협의체 위원)가 국가도메인협의체 위원회 

회의 중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안내 및 홍보(7/17)

- 아·태지역 국가도메인 관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3 APrIGF 서울

회의 안내 및 참석 독려(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고, 호주, 뉴질랜드 등)

o APrIGF 사무국(닷아시아)과 서울회의 준비 현황 검토 및 향후일정 협의(7/17)

- APrIGF 사무국(닷아시아)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KISA에서 업무

파트별(해외 스피커 담당, 기자재 담당 등)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유 요청

- 회의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타국 정부 대상 초청장 발송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

o KISA 주최 ‘다국어도메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워크숍’ 패널 섭외

- ICANN 다국어도메인 워킹그룹 의장, UNESCO 다국어도메인 담당자,

CNNIC 관계자 섭외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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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가)호>

보안분과 초기구성 및 운영계획(안)

1. 관련근거 

   ① 제12차 안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2013. 6.18) 논의안건 (가)호 “KIGA신규 

‘보안분과(가칭)’ 구성(안) 보고

   ② "KIGA 보안분과 신규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외 협조 요청" (2013, 7,8. KIGA-SEC-T01r) : 첨부

 2. 1.항과 관련하여 제13차 KIGA 운영위원회 의결 안건(초안)에 상정할, 추천된 KIGA 신규 보안

분과(가칭)의 분과위원 초기구성 및 2013년 하반기 운영계획(안)을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과 공식명칭(안) : “사이버보안 분과” (이하 ‘보안분과’)

       ※ 국내에서는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KIGA 명칭에 따라 인터넷

보안 (Internet security)를 고려할 수 있으나, 해외의 경우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이슈에서 정보

보호, 인터넷보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므로 보안분과의 명칭은 “사이버보안 분과”로 제안함

나. 분과 위원(안)

영역 소속기관/직책 부서/경력 성명 연락처 메일

공공
(보안정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예방기획팀장

前 NIDA
KR-NIC팀장

박정섭 010-6249-2707 pjs@kisa.or.kr

단체
(민간협의회)

한국인터넷침해사고협의회 
(CONCERT) 사무국장

CPO포럼
사무국장겸

심상현 010-9335-9333 shimsang@gmail.com

산업
(보안컨설팅)

㈜KCC시큐리티 상무이사
정보보호사업총괄

前 STG시큐리티
이사

김양욱 010-6664-8334 ywkim@kccsecurity.com

산업
(보안인증)

한국시스템보증㈜
보안컨설팅사업부장

前 KSIA
KR-CERT 팀장

류찬호 010-5242-1353 uyrhc3673@gmail.com

산업
(서비스보안)

㈜네오위즈 CISO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기술부문
보안문화유닛

최중섭 010-3707-2464 joongsup@neowiz.com

교육
(암호기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정보보호학과

KIGA 운영위원 박춘식 011-9813-5071 csp@swu.ac.kr

교육
(보안제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정보보호대학원

KIGA 운영위원 서재철 010-5242-2691 sir@kisa.or.kr

교육
(보안기술)

가천대학교 교수
컴퓨터공학부

인터넷정보학회  
부회장

한명묵 010-7343-5120 mmhan@gachon.ac.kr

연구
(보안측정)

충북대학교 연구위원
경영정보과산학협력단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공희경 010-3422-1497 konghk1@naver.com

연구
(보안관리)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위원
사이버보안연구센터

KIGA 운영위원 오익균 011-555-9070 oik123@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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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는 KIGA 규정에 의해, 15명 내외 분과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나, 최초의 분과위원 구성은 

위 표와 같이 공공 1, 민간 협.단체 1, 산업계 3, 교육계 3, 연구계 5명 등 다양한 사이버 보안 

이해당사자 (multi-stakeholder) 총 10명(기관)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며,

         분과위원의 승인은 KIGA 규정에 의해, ① 분과위원장은 KIGA 운영위원회에서, ②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분과는 최초 구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KIGA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 9명의 승인을 함께 의결 요청하고자 함

      다. 2013년 하반기 보안분과 운영계획(안)

        1) 보안분과 설립 목적 및 배경

         1.항 관련근거 ② "KIGA 보안분과 신규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외 협조 요청" (2013, 

7,8. KIGS-SEC-T01r) 문서에 첨부된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소개 및 

‘보안분과’ 신설 개요』 참조

        2) 주요 운영계획(안)

       

주요 회의일정 및 이슈(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IGA 운영위원회에 ‘보안분과 신설’에
관한 의결 의제 상정

2일(금)

분과위원 상견례. 보안분과 운영협의 14일(수)

보안분과의 주요 거버넌스 이슈(안)

o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공동인식

o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협의기구

o ‘정보보안표준/기술기준’ 매트릭스

11일(수)

16일(수)

13일(수)

11일(수)

        3) 주요 소요경비(안)
 
          o 회의비 및 자문비 (총 725만원/2013년 하반기)

         - 자문비 :  500만원 = 10명 * 10만원/2시간/회 * 5회

            - 회의비 :  225만원 = 15명 (staff 포함) * 3만원/명 * 5회

        4) KIGA 사무국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

          o KIGA 홈페이지에 ‘사이버보안 분과’ 관련 콘텐츠 유지

          o 분과회의 지원 및 결과 알림, 분과위원 관리, 활동경비 확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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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박재천 교수)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거버넌스의 핵심 

이슈인 “보안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보안분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신규 구성될 “보안분과”에서 활동할 전문가 추천, ② 향후 “보안분과” 운영과 

활동에 관한 고견을 구하오니 7월11일(목)까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렴된 각계 의견과 추천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7월 중 ‘보안분과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IGA 보안분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차기 KIGA 운영위원회

(8/2)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분과 신설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1. 협조 요청 내용

   o 전문가 추천 (개인프로필, 활동가능분야, 본인동의, 연락처 등 자유양식)

    ※ 최초 구성으로 피추천자가 많을 경우 분야별로 조정하며 차기 참여를 권유코자 합니다.

   o KIGA ‘보안분과’ 운영 발전에 관한 의견 (자유양식)

 2. 회신 접수 (e-메일)

  

KIGA 소속 성명 e-메일 전화

사무국장 KISA 도메인팀장 황인표 inpyo@kisa.or.kr 010-9537-0457

보안분과
준비위원

KAIST 연구위원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오익균 oik123@kaist.ac.kr 011-555-9070  

 3. 회신 마감일 : 7월11일(목). 끝.

 첨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소개 및 ‘보안분과’ 신설 개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보안분과 준비위원』

오익균 연구위원(KAIST), 류찬호 박사(KOSYAS), 박춘식 교수(서울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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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소개 및 ‘보안분과’ 신설 개요

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Korea Internt Govenance Alliance) 란?

  o KIGA는 국제사회 인터넷거버넌스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인터넷관련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협력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2년 4월 설립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www.kiga.or.kr

  o KIGA는 협의회 운영 정책에 대한 결정과 분과별 안건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인터넷

거버넌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 협력을 위한 ‘분과’, 협의회 지원기구인 ‘사무국’

으로 구성 됩니다.

  o ‘운영위원회’는 15명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최근 제1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IP 및 

도메인 등 인터넷 주소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프라 분과’는 19명의 분과위원들이 매월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 KIGA 보안분과 신설 배경

  o 최근 6.25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7.1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해킹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범죄 행위에서 국가 핵심기반과 중요 정보자원에 커다란 침해와 위협을 주는 

국가적 사이버 테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o 또한, ITU, EU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연합과 민.

관.산.학.연 공조 활동을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Policy"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o 국내에도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포럼, 협의체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적

으로 분산 운영되어 국제사회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현안 이슈들에 대해 

거버넌스 활동 주체와 진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KIGA는 ‘보안분과(가칭)’를 신설 운영함으로, 국내.외 인터넷거버넌스의 핵심 이슈의 

하나인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거버넌스’ 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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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GA 보안분과 운영계획(안)

  가. 조직 체계

     KIGA 소속 분과(Working Group)의 하나로, ‘보안분과’의 모든 운영과 활동은 KIGA 규정에 

따릅니다.

  나. 조직 구성

     분과위원들은 인터넷 및 보안 이슈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기술/서비스, 

법/제도/정책, 경제/사회/산업분야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분과는 수시로 제기되는 세분화된 보안 이슈들에 관하여 개방된 참여자들에 의해 한시적인 

소분과(Sub-Working Group)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 운영 원칙

     분과 및 소분과 위원들의 자발적(volunteer)이고 책임(responsibility)있는 참여, 상향적

(bottom-up) 이슈 제기와 다양한 의견 개진, 활동과 운영에서의 개방성(open)과 투명성

(transparency) 준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분과 이슈

     분과에서 다뤼질 이슈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KIGA 목적과 거버넌스 취지에 부합한 

모든 보안 관련 이슈를 고려하게 되며,

     정기적인 ‘보안분과회의’에서 검토되어 각 이슈들의 우선순위, 활동범위, 참여방식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예) 넓은 의미

        ①사이버보안(cybersecurity), ②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③ 프라이버시(privacy), 

④ 인터넷스팸(spam), ⑤ 인터넷보안윤리(ethics) 등

    예) 좁은 의미

        ① 정보보안 기술표준 맵(MAP), ② 사이버보안 공통적 정의와 요소, ③ 초.중.고교 인터넷

보안 교육프레임, ④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적 영향성 등

    예) 국제 대응 의미

        ① ‘OECD 주요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 보고’에 한국 상황 반영, ② 국제기구, 선진국의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공공정책에 관한 분석과 공유, ③ 국내 보안 이슈들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및 협력 제기, ④ 한국 인터넷보안 전문가들의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 

활동 활성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