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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제14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

□ 개  요 

 o 일  시 : 2013년 9월 27일(금) 16:00 ~ 18:00

 o 장  소 : 서초 동아타워 2층 회의실

 o 참석대상자(총 20인)

  - 이영음(위원장, 방통대), 강경란(아주대), 김경석(부산대), 김국(서경대), 이동만(KAIST), 

    정찬모(인하대),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한선영(건국대), 김윤석 (SK브로드밴드), 

이경용((주)아이네임즈), 이신종((주)후이즈), 이민수((주)가비아), 윤원철((주)KINX), 

윤복남(법무법인(유)한결), 김기중(동서파트너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김인숙(한국소비자원), 황인표, 황상기(이상 KISA) 

□ 주요안건

 o 논의안건

  (가)호 : 제13차 KIGA 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 검토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결과 공유 

  (다)호 :‘인터넷 주소거버넌스 워크숍’개최계획(안) 공유

  (라)호 : 거버넌스 관련 국제 논의에의 참여 여부 논의



- 2 -

<논의안건 (가)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제13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안)

1. 회의 개요

o 일  시 : 2013년 8월 23일(금) 16:00 ~ 18:00

o 장  소 : ㈜ KINX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0층) 대회의실

o 참석자 : 총 9명

구 분 성  명   및   소  속 명수

분과위원

이영음 교수(방통대, 위원장), 강경란 교수(아주대학교),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이민수 팀장((주)가비아), 윤원철 실장((주)KINX),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7명

배 석 조혜정 선임, 황상기 연구원(이상 KISA) 2명

2. 회의 내용

o 12차 KIGA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 검토

o 2013 APrIGF 서울회의 준비 현황 공유

o 국가도메인(.kr 및 .한국) 이용활성화(등록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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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회의결과

o 12차 KIGA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 검토

- 큰 이슈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함(이영음)

o 2013 APrIGF 서울회의 준비 현황 공유

- Youth IGF Camp에 참여할 학생들을 추천바라며 기타 제안하실 

사항 있으면 의견 바람(이영음)

- 올해는 국내에서 APrIGF가 개최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내년에는 KIGA차원에서 어떻게 참여를 할 계획인지 질문드림(강경란)

- 참여할 세션이 있으면 인프라분과 내 논의를 거쳐 제안, 발표할 예정임.

2013 APrIGF 서울회의 세션에 참여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바람 

(이영음)

- 제가 담당하는 세션은 Network Neutrality in the Asia와 User

Identity and Anonymity in the Cyber Space 두 개임(오병일)

- 세션을 담당하신 위원님들은 준비 잘해 주시고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림(이영음)

o 국가도메인(.kr 및 .한국) 이용활성화(등록촉진) 방안

- 금일회의에서 처음 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있을 시 지속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점 한국 도메인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2011년 5월 처음 도입 

되었고 2013년 8월 현재 도입 된지 만3년이 지났으나 통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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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특히 올 초에 

발생한도메인 대란(KT돔 부도)사건으로 인해 6만 건의 점 한국 도메인이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상황임. ‘12년 8월 점 한국 도메인 등록건수는

22만 여건 이였으나 ’13년 7월 9만여 건으로 감소하였음. 매년 9~10월에

도메인 재등록이 가장 많이 실시되는데 이 시기에 KISA의 파격적

인 정책이나 홍보가 없을 시 재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로 인한 도메인 수수료 수입

감소의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 촉진과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바람(조혜정)

- 사용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함(이영음)

- 주소창에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대부분임(윤원철)

- 국내 기업들은 점 한국도메인의 등록, 사용 및 타인의 회사도메인 

사용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써 점 한국도메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또한, 업체입장에서 수년간 

사용해오던 co.kr을 .kr로 변경하는 일도 쉽지 않음. 점 한국도메인은

기업의 방어용 및 스쿼터들에 의해서 최소한의 중요키워드만 현재 

등록되어있는 실정임(이민수)

- 국내 초·중·고등학교 이름부터 등록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지 질문 드림(강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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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주신 방안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류 한 적은 있으나 

학교입장에서는 이것도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도입을 망설이고 

있음. 또한, 포털 검색사이트에 한글로 입력하는 것이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편하게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조혜정)

-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해당 사이트와 무관한 연관 사이트들이

다수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주소창에 직접 한국도메인을 

입력하면 훨씬 편하게 접속할 수 있음(강경란)

- 동의함. 하지만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쉽지 않음(조혜정)

-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전응휘)

- 사용자들이 기존의 포털 검색창을 통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오병일)

- 자료를 살펴보면 ‘12년 8월 ~ 11월 사이 한국도메인 등록건수가 

급감하는 것은 거품이 빠진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12년 12월 이후에는

한국도메인 등록건수가 꾸준히 91,000여건을 유지하여 안정화 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함. 거품이 빠진 이후 등록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은 모멘텀의 부재라 생각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도 

수요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위적으로 수요증대를 늘이기

위해서는 등록대행사업체 영업파트에서 어떻게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함(전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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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메인 사용이 허가된 이유 중 하나는 각 국가에서 자국 언어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 때문인데 이에 반해 국내 사용자들은

한국도메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임.

비사용자도 한국도메인을 사용하면 기존의 영문도메인 사용에 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이영음)

- 국내기업 중 글로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점 한국은 한국이미지가

많이 부각됨으로 기업이미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음

(조혜정)

- 한글도메인을 등록,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음. 원래 영문네임이 아닌 단체의 경우 홈페이지 검색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 표기했을 시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를 한글도메인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오병일)

- 외우기 힘든 영문을 한글네임으로 주소창에 간편하게 입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글도메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사례를 

작년에 홍보한 적이 있음. 하지만 올해 홍보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홍보방안 마련에 애로사항이 있음(조혜정)

- 왜 삭감되었는지 질문드림(이영음)

- 사용자 등록이 많지 않은 것이 이유임(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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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국회 감사에서도 한국도메인 등록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 한국도메인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함(이영음)

- 전통시장 네임에 한국도메인을 도입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정찬모)

- 동의함(이영음)

- 한글도메인을 초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이것을 

support 할 수 있는 방법(예. 닷kr에 기관명만 입력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별도의 검색 서비스 제공)을 제휴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재 영세한 등록대행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용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함.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무료로 한글도메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과 같은 홍보 계획을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KISA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전응휘)

- 각 학교에서 한글도메인을 사용하면 부모와 아이들에게 모두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를 시행하면 홍보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강경란)

- 현재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한국도메인에 등록되어 있는지 질문드림(전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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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용이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음(조혜정)

-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자료를 본적이 있음(이영음)

- 이용률 산정 시 직접 주소창에 한글 도메인을 입력하지 않고도 

기존의 영문사이트를 한글도메인과 연동을 시켜놓으면 수치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임(조혜정)

- 도메인 등록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은 인터넷 사용 환경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창업 붐이 일어났을 초기엔

사업자들이 개인홈페이를 개설했으나 현재는 옥션,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개설로의 전환이 많이 되어 개인홈페이지 개설 숫자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윤원철)

- 개인홈페이지 개설 시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로 개설을 망설이는 

사업자가 다수일 것이라 생각함. 전 세계적으로도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메인 등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함.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만으로도 충분히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반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문제임(전응휘)

- 이메일 사용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현재는 한글 이메일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이 한글도메인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임(윤원철)

-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2~3달 후에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이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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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논의사항 - IXP 촉진과 관련한 스터디 그룹 구성 방안

- 주소인프라분과 위원 네 분 이외에 KISA의 관련부서에서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참여자를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림. 스터디

그룹의 scope은 현재 워킹그룹단계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회의 때 말씀 드린 데로 ITU special report에 소개된 바 있는

아시아지역 트래픽 분산을 위해 역내 IXP활성화에 반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policy recommendation을 스터디그룹의 주된 

논의 및 활동 주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프라분과위원 뿐만 아니라 Back-born Provider(KT 또는 

SK브로드밴드) , Contents 또는 Application Provider(Naver 또는

Daum), 인터넷데이터센터 또는 CDM에서도 한분씩 초청 해주셨으면 함.

인터넷데이터센터 또는 CDM 관련 인사는 윤원철 위원님을 통해 컨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포털업체 인사는 제가 컨텍을 해 볼 생각임.

하지만, KT나 SKB와 같은 Back-born Provider의 경우엔 접촉하기가 

여의치 않고 접촉을 한다 해도 참여할지 의문임. 이에 초청과 관련한 

사항은 KISA측에서 협조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림(전응휘)

- KISA내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질문드림(이영음)

- KISA에서 확실히 담당하고 있는 팀의 경계는 불분명함. 하지만 

워킹그룹의 차원이 아닌 스터디그룹에 참여하여 의견을 논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조혜정)

- 주소인프라분과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계남 센터장님께 요청, Back-born

Provider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음(이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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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메일로 발송 드리겠음(전응휘)

 

  ※ 차기 회의

  - 일시 : 9월27일(금) 16:00 ~ 18:00

  - 장소 : ㈜ KINX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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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나)호> 

2013 APrIGF 서울회의 개최 결과    

< 2013 APrIGF Seoul 개최 결과>

 ▶ 참가국가 및 인원 : 28개국, 315명(국내 : 238명, 해외 : 77명)

 ▶ 해외 정부 참가국가수 : 8개국
    ※ 라오스, 베트남, 몽골, 마셜제도(이상 초청 참여),/미국, 일본, 헝가리, 말레이시아(이상 자발적 참여)

 ▶ 프로그램 : 인터넷 개방성, 접근성, 보안, 다자간협의모델 등 4개 주제 20개 세션, 
4개 주제별 요약(Summary) 세션

 ※ 과거 APrIGF 개최 결과

구분 2010년(홍콩) 2011년(싱가포르) 2012년(도쿄)

일정 2010. 6. 14～16 (2일) 2011. 6. 16～17 (2일) 2012. 7. 18～20 (3일)

규모 7개 세션 / 24개국 200명 13개 세션 / 21개국 218명 22개 세션 / 28개국 278명

주관기관 닷아시아 싱가포르 인터넷연구센터 일본 ISP 협회(JAIPA)

□ 행사개요

o 행사명 : 2013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서울회의(2013 APrIGF Seoul)

o 일  자 : ’13. 9. 4(수)～9. 6(금)

o 장  소 :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인천 송도)

o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o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홍콩 APrIGF사무국

o 후  원 : 아시아인터넷연합(AIC),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코레일공항철도, 인천도시공사

o 참가자 : ICANN CEO, UN CSTD1) 부의장 등 28개국 315명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국제기구관계자, 정부관계자,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주요 참석자 붙임1 참조)

   ※ 연계행사 ‘Youth IGF 캠프(’13. 9. 3 ～ 9. 6)’ 참가자 41명 포함

1) UN CST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국제연합과학기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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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개회식] 미래부 2차관 윤종록, ICANN CEO 파디 셰하디, APrIGF

국제운영위원장 폴 윌슨․에드먼 청 등 약 220명 참석

- (윤종록 차관) 전 세계 인터넷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이 

인터넷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논의에 접근해야 함

- (폴 윌슨 위원장)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주소 뿐만 아니라 

보안, 접근성, 시민의 권리 등과 같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명확한 

결론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관점들이 발전하고 있음

- (파디 셰하디 CEO) 아시아에서 인터넷의 발전과 혁신이 나오고 있고, 혁신을 

말할 때 아시아가 빠질 수 없음. 이번 APrIGF 서울회의가 기대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중요함

o [VIP오찬] 국내외 정부 관계자 및 인터넷 거버넌스 관계자 50명 참석

o [KISA-ICANN 협력방안 논의] ICANN CEO 파디 셰하디와 ICANN

서울 사무소 설치,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 논의

□ 개최성과

o 회의 주관 및 4개 세션 운영(다국어도메인, IPv6, 인터넷윤리, 사이버보안)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기획 기관으로서의 KISA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o 기존 학계, 업계, 시민사회 중심 회의에서 해외 정부 초청을 통한 

참가자 그룹 확대로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 회의로 진일보

o ICANN, UN CSTD 등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초청국 정부와 우호적 협력 관계 형성 및 공조 체계 강화

붙임 : 1. 주제별 주요 내용 요약

2. 주요 참석자 명단

3. 서울회의 사진

4. 언론보도 게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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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제별 주요 내용 요약

[다자간 협의/강화된 협력]
 
o 공공 접근 제공을 위한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법

  - 정보격차 원인과 해결 방법, 인터넷 액세스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논의 

o ICANN의 아태지역 커뮤니티 참여

  - ICANN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1본부(美 LA) 체계에서 3본부 체계로 전환 중

  - 아태지역의 싱가포르 본부 외에도 지역 사무소 개소 예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중요하며, 아태지역에서 

상호 동일한 역할이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함

o 태평양 지역의 더 나은 인터넷 만들기

  -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환경적 영향 언급 및 아태지역의 심각한 이슈인 장애와 위험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

  - 인터넷은 모든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으며, 공공부문도 적절한 필요성이 있음 

o 아시아 지역의 ISOC(Internet Society) 챕터 

  - 호주, 태평양제도, 홍콩의 ISOC 관계자가 참여하여, ISOC 지부들에 대해 소개하고 과소

평가되고 있는 ISOC-KR에 대한 중요성 강조

  - ISOC-KR과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와의 협력 가능성 논의 및 ISOC-KR의 통합 관련 의견 제시

  ※ ISOC : 전 세계 인터넷의 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결성된 비영리 전문가 집단의 민간 위원회. 

인터넷기술표준기구인 IETF의 母기관이며, ICANN 이사회 의장이 현직 ISOC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주요 인터넷 

국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중 (’92년~)

o 아태지역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멀티스테이크 모델에 관한 다양한 관점 제시

  - 뉴질랜드, 한국, 일본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실행과 NGO의 참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개입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는 공통점을 발견함

  - 인터넷 거버넌스의 스테이크홀더들의 균형 잡힌 참여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o IDN TLD의 보편적 수용(IDN TLD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

  -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을 도입한 한국, 중국, 일본의 패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국어 

이메일 서비스 미제공 문제에 대해 지적함

  - 인터넷 시장에 참여하여 이용자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패널 모두 공감함

o 인터넷 윤리

  - 커뮤니티에서 윤리는 옵션이 아니라 우선 고려되어야 함

  - 국제 IGF나 UN의 사례를 볼 때 성별, 장애 등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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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o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거버넌스

  - 누가 인터넷을 장악하는지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우선 필요함

  - 인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인터넷이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음

o 아시아 지역의 프라이버시 : APEC 프라이버시 원칙 수립

  - APEC에서 논의되었던 프라이버시 원칙에 기반하여 더 많은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를 발리 IGF에서 더 논의하였으면 함

o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최신이슈 

  - 인터넷 상 다양한 규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회복을 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o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 보장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 개인의 신변 확인을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입력이 정보유출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신뢰’의 역설임

o 어떻게 오픈데이터와 인터넷이 정부를 바꾸는가?

  -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가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대중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 일관성 있는 각 이해당사자의 관점이 확립되어야 함

  - 파키스탄에서는 검열, 필터링 시스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시민 간 갈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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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및 보안]
 

o 아시아 모바일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책 : 스펙트럼 공유

  -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 비용이 저렴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스펙트럼 공유라는 것에 모든 패널들이 동의

  - 스펙트럼 공유라는 주제는 차기 IGF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주제로 인식함

o 아태지역의 인터넷 접근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인터넷 접근성에 있어 비슷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음

  - 낮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 및 인터넷 연결성, 사이버 범죄 등이 문제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접근성은 따라

잡을 수 없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 수준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위협은 세계적인 디지털 불평등 

(digital divide)을 유발하고 있음

o 대규모 IPv6기술 배치 – 수백만에서 수십억개로

  -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IPv6 기술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세계 IPv6 사용이 10억 인구에 이르는 티핑포인트(중대한 변화 지점)가 중요해짐

  - 티핑포인트로 나아가는데 주된 역할은 아시아 지역이 할 것임

o 아태지역 국가 정부들의 IPv6 적용 계획

  - 중국과 일본의 NTT는 성공적인 IPv6 기술 배치 사업을 진행 중임

  - 한국의 삼성은 미국회사인 버라이존 (Verizon)과 합작하여 휴대폰에 IPv6 기술을 상용화함

o 2012년 온라인게임 ‘Kompu Gacha’의 가상아이템 현금화 금지로부터 불거진 거래 이슈

  - 인터넷 도박, 게임 중독 등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폐해 논의 및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즉 게임 금지 제도가 적절한 지에 대해 토론

o 더 넓은 네트워크 세상 – 기가인터넷

  - 기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생태계 변화와 미래 인터넷 사회에 대한 전망 제시

o 아태지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보안의 첫 걸음이며, 정부 안에서, 각 이해 당사자끼리의 공동 작업

으로 공동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각 부처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끼리의 의견 공유도 매우 중요함

  - 더 나은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 상 보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목표임

o 아동, 청소년 인터넷을 위한 거버넌스

  - 다음 세대를 위한 인터넷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각 다른 영역의 협업과 다양한 이해당

사자의 참여가 중요

  - 무엇보다도 젊은 계층의 참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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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속 성명 직급 비고
1

미래부

윤종록 미래부 2차관 　

2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3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 　

4
KISA

이기주 인터넷진흥원장 　

5 이계남 KISA 센터장 　

6

KIGA 
로컬조직
위원회

박재천 KIGA 운영위원장, 인하대 교수 　

7 이동만 서울회의 로컬 조직위원장, KAIST  교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장 　

8 이영음 KIGA 주소인프라분과위원장,  
한국방송대 교수 　

9 오익균 KIGA 사이버보안분과위원장,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0

APrIGF 
국제

운영위

폴 윌슨
(Paul Wilson) APNIC(아․태지역  IP주소할당기관) 사무총장 호주

11 에드먼 청
(Edmon Chung) 닷아시아(.ASIA  관리기관) CEO 캐나다

(중국계)

12 키스 데이비슨
(Keith Davidson) APTLD(아․태지역  국가도메인 협의체) 이사 뉴질랜드

13 아담 피크
(Adam Peake)

Glocom  연구위원, 2011 ICANN 
NomCom(임원지명위원회) 의장 역임 일본

14 이즈미 아이즈
(Izumi Aizu)

타마  대학 교수, 하이퍼네트워크사회연구소 
부원장 일본

15 마사노부 카토
(Masanobu Katoh)

후지츠  지재권본부장, APrIGF 2012 도쿄 
준비위원장 일본

16 두앙팁 촘프랑
(Duangthip Chomprang) ISOC(인터넷소사이어티)  아․태지역 담당자 태국

17

해외정부

앤드류 해리스
(Andrew Harris)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국
(동아시아 & 태평양부) 국장 미국

18 피터 메이저
(Peter Major)

UN CSTD  부의장, UN CSTD E/C 
워킹그룹 의장, 헝가리 GAC 대표 헝가리

19 피차몬 실리봉
(Phetsamone Xilyvong) 라오스 우정통신부 부국장 라오스

20 세빈다리 누스가이
(Tseveendari Nusgai)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부 부국장 몽골

21 롬멜 나티비다드
(Rommel Natividad) 마셜제도  교통통신부 국장 마셜제도

22 트란 수안 동
(Tran Xuan  D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부서장 베트남

23 아키히로 스기야마
(Akihiro Sugiyama) 일본 정보통신부 사무관 일본

24 라피다 맛 이사
(Rafidah Mat Isa) 말레이시아 GAC  대표 말레이

시아

25 무자파르 무스타파
(Muzaffar Mustaffa) 말레이시아 GAC  대표 말레이

시아

26 ICANN 파디 셰하디 ICANN(국제인터넷주소기구) CEO 미국

붙임 2  주요 참석자 명단

□ 주요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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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속 성명 직급 비고
(Fadichehadé)

27 쿠오웨이 우
(Kuo Wei-Wu) ICANN 이사, APrIGF 국제운영위원회 위원 대만

28 쿠엑 유 추앙
(Kuek  Yu-Chuang) ICANN 아·태지역 부사장 싱가포르

29 사베나세  보체아
(Savenace Vocea) ICANN 오세아니아지역 부사장 호주

30 지아 롱 로
(Jia-Rong Low) ICANN 전략계획부서장 싱가포르

(추정)

31 발리 IGF 유드호 기리 스카효
(Yudho Giri Sucahyo) PANDI(인도네시아 .id 관리기관) 이사 인도네시아

32 2014년
APrIGF

라제시 카리아
(Rajesh Chharia) 인도 ISPA(ISP협회) 협회장 인도

33 파키스탄 
IGF

임란 아마드샤
(Imran Ahmad Shah) 파키스탄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위원 파키스탄　

34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

밀튼 뮐러
(Milton L. Mueller)

시러큐스대학교 교수,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 권위자 미국

35

좌장 및 
해외
패널

짐 포스터
(Jim Foster) 일본 게이오대 미디어거버넌스대학원 교수 미국

36 모린 힐야드
(Maureen  Hilyard)

PICISOC(태평양제도 인터넷협회)  이사회 
의장 쿡 제도

37 제레미 말콤
(Jeremy  Malcolm) 국제소비자기구 정책기획관 호주　

38 지오바니세피아
(Giovanni Seppia) EURid(.eu 관리기관) 대외협력부서장 이탈리아

39 윈스턴 로버트
(Winston Roberts)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수석자문관 뉴질랜드　

40 수잔 칼머스
(Susan Chalmers) 뉴질랜드 국가도메인 정책 담당관(Internet NZ) 뉴질랜드

41 타로 코무카이
(Taro Komukai) NTT Infocom 이사 일본

42 구넬라 아스트브링크
(Gunela Astbrink) GSA InfoComm, 호주 ISOC 대표 호주

43 데이비드 폴링턴
(David Pollington) 마이크로소프트 국제보안관계부서장 미국

44 찰스 목
(Charles Mok) 홍콩 ISOC 대표 홍콩

45 히로 홋타
(Hiro Hotta) 일본 JPRS(.jp 관리기관) 이사 일본

46 파블로 히노호사
(Pablo Hinojosa) APNIC 대회협력팀장 멕시코

47 발레리 탄
(Tan Hsu Phen Valerie)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정부 및 규제 담당 
이사 싱가포르

48
SUNY

안홍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부총장

49 프레드 필립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과장 미국

50 유관기관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51
플래티넘 
후원사

존 유어
(John Ure)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 
이사

싱가포르
(거주)

52 안크히 다스
(Ankhi Das)

페이스북 공공정책 디렉터, 
아시아인터넷연합 멤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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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울회의 사진

<9. 4, 2013 APrIGF 서울회의 개회식>  

            <9. 4, VIP 오찬>                   <9. 4, 환영 만찬>             

<9. 5, YIGF Camp with ICANN CEO>                 <9. 6,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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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언론보도 게재 결과

□ 언론보도 게재 결과

o 지면 1건 및 온라인 매체 13건 게재
게재일 기사제목 매체명 비고
9. 1 [포럼]인터넷의더나은미래 서울경제 39면2단
9. 3 인천서아·태인터넷거버넌스포럼열려 연합뉴스 온라인
〃 아ㆍ태인터넷거버넌스포럼 디지털타임스 온라인
〃 4~6일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디지털데일리 온라인
〃 미래부,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이데일리 온라인
〃 4일인천서'2013아ㆍ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아이티투데이 온라인
〃 미래부,4일‘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아이티데일리 온라인
〃 미래부,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4일개최 뉴데일리 온라인
〃 미래부,2013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아주경제 온라인
〃 미래부,'2013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아시아경제 온라인
〃 미래부,‘2013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뉴스토마토 온라인
〃 미래부,아태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최 ZDNet Korea 온라인
9. 4 “더나은인터넷을향해”…‘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국내개최 디지털데일리 온라인
9. 5 “디지털정보격차,공공도서관으로해결할수있어” 디지털데일리 온라인

 ※ ICANN CEO 및 전길남 박사 인터뷰 기사는 차주 게재 예정 (서울경제)

□ 디지털타임스 기사 내용

아ㆍ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보안ㆍ개방ㆍ접근성 등 논의 

기사입력 2013-09-03 19:49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6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2013 아ㆍ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APrIG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여러 정책 영역(인터넷주소, 인프라, 보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을 관리ㆍ활용하는 절차를 결정하는 것으로, 2006년 UN 산하에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이 설립됐고, 아ㆍ태, 유럽 등 4개 지역별 IGF가 구성, 운영 중이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서울회의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 협의모델, 기가(Giga) 인터넷 
정책ㆍ서비스 공유, 인터넷 윤리 등 2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부문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기가인터넷 세션이 처음 포함돼 싱가포르ㆍ
홍콩ㆍ일본 등 기가인터넷 선도국가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UHDTV, 기가 와이파이 등 기가인터넷 응용 서비스와 가입자망 장비도 전시된다.

또한 연계행사로 아ㆍ태지역 청소년이 인터넷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교류하는 `유스 
IGF 캠프'가 3일부터 4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서울회의는 홈페이지
(http://2013.rigf.asia)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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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인터넷의 더 나은 미래

서울경제 2013-09-01, 39면 2단                         

에드먼 청 닷아시아 대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사용자 수와 온라인 활동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우선 세계인터넷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아태 지역 인터넷 이용자는 12억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이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온라인매출 성장세도 뚜렷하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3,888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아태 지역 
매출규모가 북미 지역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세계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한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인터넷이 기여하는 비중이 10%라고 추정했다. 일본ㆍ인도ㆍ호주 
등도 5%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물론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시아 전체의 온라인 거래 중 약 
5%가 '사기'였다. 그 중 50%는 온라인데이트와 참여형 온라인 게임관련 소매 웹사이트 등
에서 이뤄졌다. 

기밀누설 등 사이버상 문제도 국제화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어린이(5~9세) 16만 명이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도 만연해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 응답자의 
70%, 싱가폴 58%, 인도 53%가 각종 사이버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점들을 반영해 전세계 정부는 인터넷을 주목한다. 과거에는 관심의 영역이 정보와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표현의 자유ㆍ사생활을 넘어 안보와 사법권 등으로 
확대됐다. 인터넷 스파이, 내부 고발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 때문에 정부 간 협력이 필수다. 유엔이 주도한 아태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APrIGF)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편리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다. 
2010년에는 홍콩, 2011년 싱가포르, 2012년 도쿄에 이어 올해는 한국 송도에서 4일부터 시작된다.

열린 자세로 국가간 협의 확대해야

아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협력정신은 전 세계적으로 환영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살아남고 더 커지기 위해선 개방성과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거나 한두 개 기업이 인터넷을 지배한다면 인터넷에서 

□ 서울경제 기사 내용(지면, 오피니언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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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열린 자세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와 기업 등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곳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고 
협의해야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평등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중요하다. 인터넷의 미래는 청소년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각국의 사용자들이 모이는 포럼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는 더 나은 
인터넷을 위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세계인들이 하나될 수 있는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인터넷은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을 바라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이 나아갈 방향과 지배
구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해야 더 나은 인터넷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도 청소년 캠프가 열린다. 참가한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그 
역할을 해봄으로써 시민사회, 민간부문,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인터넷을 이해하는 것이다. 청소년 캠프는 새로운 디지털 세대
에게 글로벌 무대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디지털 정보격차, 공공도서관으로 해결할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2013-09-05 07:42                  이대호 기자 ldhdd@ddaily.co.kr

- 도서관 통해 인터넷 접근·활용 기회 마련…뉴질랜드·미크로네시아서 이미 활용 중

정부와 지자체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인천 연수구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2013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2013 APrIGF) 
서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이날 진행된 ‘공공 접근 제공을 위한 멀티스테이크홀더(다양한 이해
관계자) 접근법’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비영리단체 인터넷뉴질랜드(InternetNZ)의 수잔 차머즈 정책 담당(Lead)은 “인터넷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며 접근 비용이 비싸다거나 여타 이유로 접근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전
제한 뒤 “공공의 인터넷 접근을 위해 지역 및 국립도서관이 중요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머즈 정책 담당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오는 2017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공공 
인프라인 도서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도서관의 역할에 더해 “도서관이 인터넷 
활용에 대한 지식도 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는 국내 현황에 대해 “(인터넷 접근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측면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용가능성이 낮아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 디지털데일리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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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조교수도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이 실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화 격차와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야후, 이베이, 세일즈포스닷컴 등 인터넷 기반 IT기업의 연합인 아시아인터넷연합
(AIC)의 입장도 소개됐다. 존 유어 AIC 전무이사는 “연합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인터넷의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유어 전무는 정부의 톱다운(하향) 방식의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홍콩의 모바일폰 개발자들이 맹인을 위한 앱을 개발해 (맹인들이) 사용 중이었는데 정부가 맹인들의 
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한다”는 사례를 들어 정부 정책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 미크로네시아의 아타리노 헬리사르 대법원 법률도서관장은 “아태 
지역 내 오지가 많고 정보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은 저소득가계 
기반인데 필요한 기술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세계로 
흡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크로네시아는 서태평양 적도 북쪽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헬리사르 
도서관장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타 지역과 분리돼 있고 주민들의 가계 수입과 교육 
수준이 낮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헬리사르 도서관장은 “학교 도서관이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의 역할을 한다”며 
“공공 도서관이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도서관의 활용 
현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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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Youth IGF Camp 참가자 명단

□ Youth IGF Camp 참가자 명단

o 외국학생 13명, 한국학생 28명 등 총 41명 참가
번호 성명 학교 국적

1 Choi Felix CUHK,  Professional Accountancy HongKong
2 Kwok Steve HKBU, Physics with Computer Science HongKong
3 Kwok Daisy HKSYU, Business Administration HongKong
4 Lee Emily CUHK, Chinese Langeage & Literature HongKong
5 Lo Vivian CUHK, Hotel & Tourism Management HongKong
6 Ng Helen CUHK, Sociology HongKong
7 Po Cherry CUHK, Accounting HongKong
8 Shum Mun Yee HKU, Economics and Finace HongKong
9 June Lau .asia HongKong
10 Yannis Lee .asia HongKong
11 Subrata Biswas Sangmyung Univ. Bangladesh
12 　Sara Bakhriar Sangmyung Univ. Iran
13 Hyesun Cha Sangmyung Univ. Korea
14 Stephanie Char Princeton University Korea
15 HyunKyu Choi SUNY Korea
16 Seung Jae Choi Chungbuk Univ. Korea
17 Haejin Hwa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18 Eun Ji Im Seoul Womans' Univ. Korea
19 Youngjin Yun SUNY Korea
20 Jeeyoon Jung KAIST Korea
21 Ju Hyeong Jin Inha Univ. Korea
22 Seung Ho Jo Inha Univ. Korea
23 Min sun Kim Inha Univ. Korea
24 Yeoni Kim Inha Univ. Korea
25 Youjin Kim SUNY Korea
26 Tae Woo Kim Mokwon University Korea
27 Misen Kim Seoul Womans’ Univ. Korea
28 Hausol Kim Inha Univ. Korea
29 Khan Md.Anwarus Salam 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Tokyo Bangladesh
30 Ga  Young Lee Ewha Womans’ Univ. Korea
31 Hye Wan Lee Seoul Womans' Univ. Korea
32 Hye Ryan Lee Seoul Womans' Univ. Korea
33 Ru Ri Lee Inha Univ. Korea
34 Jo Hee Park Seoul Womans' Univ. Korea
35 Subin Park SUNY Korea
36 MIN Soo Park SUNY Korea
37 Sung Kyum Park SUNY Korea
38 Sang Min Park Chungbuk  Univ. Korea
39 Hyun Ho Shin University of  Seoul Korea
40 Soyoung Sung Sangmyung  University Korea
41 JuYoung Song Mokwon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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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Thanks Letter

□ Thanks Letter

o 목 적 : 서울회의 관계자 및 주요 참가자 대상, 참여에 대한  감사 표시
o 대 상 : 국제운영위원회, 로컬조직위원회, KIGA위원, 세션 좌장 및 패널
o 방 법 : HTML로 제작하여 이메일 발송(9. 1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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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다)호>   

 

인터넷 주소거버넌스 워크숍 개최계획(안)

□ 목  적 

○ 인터넷 주소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주요이슈 및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

토론 등을 통해 주소거버넌스 관련 국내 대응전략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개  요

○ 행 사 명 : 인터넷 주소거버넌스 워크숍

○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14:00~17:00, 3시간

○ 장    소 : 엘타워 5층 데이지홀(양재동 소재)

○ 참석대상 : 원장님, 인터넷주소센터장, 도메인팀장, 정책기획팀장,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

(운영위원회, 주소인프라분과, 사이버보안분과) 등 약 30명

□ 주요내용

○ 국내 인터넷 주소거버넌스 발전전략

○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활동 강화방안 및 국내 대응전략

○ 국내 인터넷주소 정책 개선방안 및 민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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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안)

○ 사회자 : KISA 인터넷주소센터장

일 정 프로그램 비 고

14:00 개회 이계남 센터장

주제 발표(거버넌스 개관)

14:00~14:10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흐름과 시사점 도출을 통한 

향후 발전전략
오익균 실장(KAIST)

14:10~14:20 - 인터넷 주소자원 및 인터넷 보안에 관한 거버넌스 민병원 교수(이화여대)

주제 발표(국제 이슈)

14:20~14:30
-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국제활동 강화방안

(ICANN 협력활동을 중심으로)
이영음 교수(방송통신대)

14:30~14:40
-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
박윤정 교수(한국뉴욕주립대)

14:40~15:20 - 주제 관련 토론 토론사회 : 이계남 센터장

15:20~15:30 Coffee Break

주제 발표(국내 이슈)

15:30~15:40 - 인터넷 거버넌스의 한국형 모델 박재천 교수(인하대)

15:40~15:50
- 인터넷주소정책 강화를 위한 기존 커뮤니티와의 

연계방안
이동만 교수(KAIST)

15:50~16:00 - 인터넷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개선방안 윤복남 변호사(법무법인(유) 한결)

16:00~16:10 - 인터넷주소산업에서의 민관 상생협력방안 이민수 팀장(가비아)

16:10~16:50 - 주제 관련 토론 토론사회 : 이계남 센터장

16:50~17:00 원장님 말씀 및 폐회 원장님/이계남 센터장

  ※ 토론자 : 원장님,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 및 주제발표자

붙임 : 1. 행사장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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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사장 소개자료

○ 행사장명 : 엘타워 5층 데이지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번지 엘타워(양재동 24번지)

○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 신분당선 양재역 - 9번출구

○ 장소사진

행사장 위치 데이지홀

자리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