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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인프라분과 회의

□ 회의 개요
 

o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16:00 ~ 18:30

o 장 소 : KISA 서초청사 12층 회의실

o 참석자

- 위원장 : 이영음 교수(방통대)

- 위원 : 김국 교수(서경대), 박윤정 박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윤복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결), 오병일 위원(진보네트워크센터), 이민수 팀장((주)가비아), 강경란

교수(아주대), 장덕성 교수(동원대), 한선영 교수(건국대) 이동만 교수(KAIST)

- KISA : 이보람 연구원, 원동은 연구원

□ 회의 내용 

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국내입장 정리 워킹그룹 관련

o 이번 ITU의 WCIT 회의에서 시민사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음.

진정한 Multi Stake Holder 입장을 택한다면 국가 위주의 ITU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서명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를 뚜렷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듦.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영음 위원장)

o Multi Stake Holder에 대한 워킹그룹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ITU 회의의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누군가는 회의 자체를 이해하고

논의하고 안건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국제회의에 대한 내용적인

follow up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오병일 위원)

o 구체적인 원칙이나 Multi Stake Holder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졌어야 함 (이영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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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U는 원래 국가 간 조약임. ITU가 통신만 다룰 때는 시민사회가

의견을 낼 것도 없고 국가에 역할과 권한이 위임된 것임. 그런데 ITU에서

인터넷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다룰 때만은

ICANN처럼 Multi Stake Holder 시스템을 내부에 갖춰서 의견 수렴을

해야 했음. 의견 수렴 방식에 있어서 top-down인지 bottom-up인지

결정했어야 함

- 이는 방통위의 역할이라 해도, 우리는 채택 여부를 떠나 우리의 관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는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함. ICANN은 원래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라 의견을 내고

있었지만, ITU의 인터넷 이슈에 대해서는 bottom-up 프로세스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함 (윤복남 위원)

o WTPF나 전권회의에서 만약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수립을 해야 함.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함 (이영음 위원장)

o 국제 정치를 고려하다보니 적당한 포지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음

(오병일 위원)

o 국가가 다양한 기구에 참여하여 거버넌스 관련 입장을 제시할 때 우리가

논리, 의견을 정부에게 제시하고자 함 (강경란 위원)

o 워킹그룹의 역할은 첫째, WCIT 회의에서의 입장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회의에 한국의 입장을 제시할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표하기를 권고하는 제안서, 둘째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리를

제공하는 것

o 국제회의라는 것은 결국 이슈에 따라 Voting하게 됨. 참석 전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가야 함. 일관성 있는 카운터파트가

필요함. 이슈를 메일링으로 공유하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문기구, 위원회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고 가면 좋겠음 (김국 위원)



- 3 -

o ITU에서 인터넷 관련 이슈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싶은지 물은 뒤 우리는

권고사항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의견제시하면 됨. 큰 그릇 안에서

정부가 인터넷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음 (이동만 위원)

o 차기 회의 : 1월 25일 (넷째 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