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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이버보안분과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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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제1차 사이버보안분과 회의

□ 개  요 

 o 일  시 : 2013년 8월 21일(수) 16:00 ~ 18:00

 o 장  소 : KAIST 도곡캠퍼스 102호 (서울 강남구 도곡2동 517-10)

 o 참석대상자 : 분과위원, 사무국(담당자)

  - 위원장 : 미정

  - 위원 : 공희경 교수(충북대), 김양욱 상무(KCC시큐리티), 류찬호 부장(한국시스템보증), 

박정섭 팀장(KISA), 박춘식 교수(서울여대), 심상현 사무국장(CONCERT), 오익균 실장(KAIST), 

최중섭 CISO(네오위즈), 한명묵 교수(가천대), 미래창조과학부

□ 안  건

 o 제13차 KIGA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o KIGA‘사이버보안분과’신규 결성에 대한 경과 [붙임1]

 o KIGA‘사이버보안분과’분과위원장 선출

 o 2013년 하반기 KIGA‘사이버보안분과’ 활동 협의

 o‘2013 APrIGF 서울회의’홍보 브로셔 및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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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무국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13층 KISA 도메인팀

                                  전화 02) 405-6574  메일 admin@kiga.or.kr

수신: KIGA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3. 7.24.

발신: KIGA 보안분과준비위원                                          KIGA-sec-T02r1

제목: KIGA 운영위원회 논의 안건 - 『보안분과 신설(안)』

    1. 관련근거

       ① 제12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2013. 6.18) 논의안건 (가)호 “KIGA 

신규 ‘보안분과(가칭)’ 구성(안) 보고

       ② "KIGA 보안분과 신규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외 협조 요청" (2013, 7,8. 

KIGA-sec-T01r)

    2. 1.항과 관련하여 제13차 KIGA 운영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아래와 같이 KIGA의 『보안분

과 신설(안)』에 관한 논의와 의결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과 명칭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사이버보안분과” (이하 ‘보안분과’)

    

  o 국내에서는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KIGA 명칭에 따른 인터넷보안 (Internet security)를 고려할 수 있으나,

  o 해외의 경우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범주에서 정보보호, 인터넷보안, 스팸 이슈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짐으로 보안분과 명칭은 “사이버보안 분과”로 제안함

    나. 분과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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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Policy"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o 국내에도 사이버보안/정보보호 포럼, 협의체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분

산 운영되어 국제사회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현안 이슈들에 대해 

거버넌스 활동 주체와 진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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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 및 활동 목적

     o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핵심 이슈의 하나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성, 신뢰성 보장

을 위한 보안’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의하는 KIGA의 전문화된 분과(Working Group)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3) 진행 경과

     o 제12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KIGA 신규 ‘보안분과’(가칭) 배경/필

요성 및 준비위원 구성에 관한 보고, 논의 (2013. 6.18) ※ 안건 의결

     o 준비위원, "KIGA 보안분과 신규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외 협조 요청" (2013, 7. 8) ※ 

수신인: KIGA 운영위원, 주소분과위원, 사무국, 인터넷/보안 전문가

     o 운영위원장/사무국장/준비위원 외, 추천된 전문가들에 대한 "KIGA 보안분과 분과위원" 

후보자 검토 및 의견 수렴 ※ 고려사항: KIGA 취지 및 거버넌스 활동의 이해, 분과 참

여 동의, 소속(영역)별 배정, 보안분야 전문성/기여도 등

    다. 분과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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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기술)

가천대학교 교수
컴퓨터공학부

인터넷정보학회  
부회장

한명묵 010-7343-5120 mmhan@gachon.ac.kr

연구 
(보안경제)

충북대학교 연구교수
전자정보대학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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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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3년 하반기 운영계획(안)

     1) 주요 활동 계획

주요 회의일정 및 이슈(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3차 KIGA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신설(안)’에 관한 의결
2일(금)

"KIGA 사이버보안분과 출범“

o KIGA 소개 (운영위원장)

o 분과위원 상견례 및 분과위원장 선출

o 보안분과 향후 운영 협의

21일(수)

주요 보안거버넌스 이슈(예)

o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공동인식

o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협.단체 필요성

o ‘정보보안표준/기술기준’ 매트릭스 방안

o 국내외 보안거버넌스포럼 연계 가능성

11일(수)

16일(수)

13일(수)

11일(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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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IGA 사무국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

       o KIGA 홈페이지에 ‘사이버보안 분과’ 관련 콘텐츠 유지

       o 분과회의 지원 및 결과 알림, 분과위원 관리, 활동경비 확보 등

    마. 제13차 KIGA 운영위원회 논의 및 의결사항

     1) KIGA의 신규 “사이버보안분과 (약칭 ‘보안분과’)” 결성을 의결함

     2) KIGA의 신규 ‘보안분과’ 위원 9명을 의결함

    

 ※ KIGA 규정 ① 분과는 20인 내외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임면함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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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사무국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13층 KISA 도메인팀

                                  전화 02) 405-6574  메일 admin@kiga.or.kr

수신: KIGA 운영/분과위원, 인터넷/보안 전문가                          2013. 7. 8.

발신: KIGA 보안분과 준비위원                                       KIGA-SEC-T01r

제목: KIGA 보안분과 신규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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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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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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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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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IGA 보안분과 운영계획(안)

  가. 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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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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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