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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32차 KIGA 운영위원회 회의
일  시 2020.11.20(금) 16:30~18:00 장소 한국능률협회 연수센터

참석자

(총 7인)

- 위원 : 6인

- : 1인

- 위원 : 이동만(KAIST), 김태은(KISDI)* 박지환(오픈넷), 박창민
(KISA),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참여)*

- 옵저버 : 류승균(넷플릭스)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회의 주요내용

< 주소자원분과 현황 보고 >

o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 (현황)

‣ 지난 회의 때 공유한 국가별 인터넷거버넌스 체계 사례를 업데이트 함

‣ 일본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유할 예정

‣ 조승래 의원실에 재방문하여 법안 설명 및 21대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다시 발의를 진행해 보는 것을 제안하였음

- (향후일정)

‣ 의원실에서 검토 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차후 공유 예정

‣ 의원실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전달할 예정

o (KGP 워킹그룹 보고)

- (현황) ’20.9.1 K-LGR v2.1을 IP에 보낸 후 ‘20.10.30 답변을 받음

- (향후 일정) IP의 제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K-LGR

v2.2를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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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정책 관련 논의(WHOIS이슈))

- (현황)

‣ 등록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대다수 동의하지 않음

‣ 앞으로도 비영리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가 찬성

‣ 큰 틀에서는 현행 유지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

‣ 지난 회의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KISA에서 

안건으로 정리된 것은 없는 상황으로 추후에 리뷰를 하고자 함

- (정리)

‣ 올해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KISA에서 안이 정리되는

대로 리뷰 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 현황 보고 >

o 2020 KrIGF 최종보고서 검토

- (국문 최종보고서 주요결과)

‣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 연결, Youth 세 가지 주제의 9개 워크샵, 주소자원분과 공개

회의, DNS 튜토리얼, A.I.(인공지능) 관련 강좌 진행

‣ 특히 COVID 19, 망 중립성 등 언택트 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워크샵이 진행되었음

‣ Youth 주도로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언택트 문화속의 사회적 

소외계층, 개인정보 가명정보 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제안되고 진행됨

‣ 올해 KrIGF는 온라인 포럼 진행을 통해 영상 품질이 개선되었고

문자 통역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KrIGF 접근을 

위해 노력함

‣ 행사 전후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유튜브 채널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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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krigf-channel.kr), 유튜브 채널을 통한 행사 동영상의 

아카이브 등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영상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영문 최종보고서)

‣ 최은창 위원이 작업 중으로, 12.5까지 사무국에 제출 예정

o 2020 IGF 및 NRI 세션 내용 공유

- IGF 2020 Main Session NRIs: Role of the Internet in

Emergency Situations

‣ COVID 19의 상황에서의 인터넷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다룸

o 2020 KrIGF 역할 분담 논의 및 차기 위원회 구성 논의

- (현황)

‣ 올해 자체평가 및 개선책을 논의하던 중,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논의를 하기 위한 컨셉 페이퍼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 참여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정리)

‣ 토론을 위한 페이퍼를 만들어서 미리 공유하고 차기 회의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함

< 글로벌 IGF 참여 강화를 위한 한국 NRI 참여 방안 논의 >

o 최은창 위원에게 1월 KIGA 운영위원회 회의 때 NRI 이슈 발굴한 

내용 및 국제 IGF 참여에 관한 방안을 제안 해주기를 요청함

< KIGA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논의 >

o (현황)

- 코로나로 인해 멤버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6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대다수가 동의

하면 현재 구성원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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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일정)

- 사무국에서 현재 위원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7기 운영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예정

- 새로운 위원에 대한 추천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

< 2021년도 거버넌스 이슈 발굴 및 토의 >

o (거버넌스 이슈)

- NRI, KrIGF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이슈 발굴

o (주소자원법)

- 주소자원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의결 기구와 KIGA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논의 필요

o (KIGA의 인터넷거버넌스와 다른 분야의 외연 확대)

- 데이터 거버넌스, A.I 거버넌스 등 외연 확대 방안 필요

□ 차기회의 일정

o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16:30 ~ 18:00, 장소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