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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3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회

일시 2015.8.28(금) 16:00~18:00 장소 SG스터디룸(강남)

참석자

(총17인)

- 위원 : 12인

- 비위원 : 5인 

- 위원: 강혜영(KISA), 김인숙(한국소비자원)*, 김태은(KISDI), 류민호

(네이버), 박기식(ETRI), 오병일(진보넷),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이영음(방통대), 이창범(김앤장),

전응준(유미특허법인), (존칭생략, 가나다순)

- 비위원: 송강수(ICANN 서울사무소),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이민애

(네이버), 최은창(예일대), 박신영(KISA)(*온라인참여)

□ 위원활동 지속여부
 

o 운영위원회 회의 2회 이상 불참한 위원 7인의 위원활동 지속여부를 

확인함. 5인은 참여 불가능하며, 2인*은 위원 활동 가능. 이미 오익균 

위원(KAIST), 최성진 위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2회 이상 회의를 불참

하여 차기 회의 불참 시, 위원활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합의함(존칭생략)

    ※ 7인 :　박재천(인하대), 박춘식(서울여대), 박종봉(TTA), 김상춘(강원대), 조원진(KAIT), 

오익균(KAIST)*, 최성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존칭생략, 가나다무순)(* 위원 활동 가능)
　

- 학계 2인 , 기술계 1인, 시민사회 1인이 공석이므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으며,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을 추천하여 사무국에 전달 바람

□ 정족수 및 위임
 
o 의결사항 발생 시, 정관에서 규정한 회의개시에 필요한 정족수를 지키기 

위해서 향후에는 불참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분과 및 워킹그룹 현황 리포트
 

o (주소자원분과)

- 신규 일반도메인(gTLD) 2단계에서 국가코드 허용 여부를 논의함.

관련 워킹그룹에서 9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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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 기능 이양 관련 공개의견 수렴 기간 중이며,

IANA 워킹그룹 회의 2차례 진행. 관련 국내 의견서를 ICANN에 

제출할 예정이며, 초안 구성 중

- 후이즈 프라이버시/프록시 서비스 이슈 현황 공유 및 국내 정책 논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

o (KIGF 프로그램위원회)

-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에서 한국인터넷

거버넌스포럼(KIGF) 개최 예정.

-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 인원은 20인이며, 공동 주관단체를 섭외중임.

최종 포럼 주제는 포럼 개최 공지 후, 접수되는 현황 등 검토 후 포럼 

행사 일정(종일 또는 반일) 및 프로그램을 결정 예정

o (이용자 권리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워킹그룹)

- 워킹그룹명을 ‘이용자권리 워킹그룹’으로 변경하고, 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대중이 관심 가질만한 구체적인 

주제를 발굴할 예정임

- KISA 내 프라이버시 관련 팀 협조 및 관련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함.

구체적인 이슈 발굴 시, KISA 내 관련 팀에 협조 요청할 예정

□ 국내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o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IGF), 인터넷거버넌스 내 주소자원 이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논의가 필요하며, 인터넷거버넌스 관심 및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발굴을 추진해야 함

o 현실적으로 다양한 워킹그룹 생성이 필요하나 대중이 관심 갖을 만한  

이슈를 세미나식으로 심층 토론하는 것을 제안함



- 3 -

□ 워킹그룹 활성화

o (망중립성) 망중립성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차기회의에서 최은창 박사(예일대) 망중립성 관련 현황 발표 예정

o (인터넷 제도 워킹그룹)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법을 논의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구성함. 이창범 위원(김앤장)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활성화 할 예정임 

- 인터넷 관련 이슈를 제도로 만들어서 정책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필요

한데 국내에서는 이 점이 부족함

□ 차기회의 일정

o 10월 30일(금),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IGF)에서 4시에 오픈회의로 

진행 예정

※붙임 1. 주소자원분과 회의록(4차, 5차)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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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APrIGF 개요 >
 - 장소 : 마카오, 마카오 대학
 - 일자 : ‘15. 6. 30(화) ~ 7. 3(금)
 - 주제 :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화 : 지속성장가능한 발전’ 주제 아래 ①인터넷경제, 

②정보보호, ③다자간협력, ④인권, ⑤다양성, ⑥주소자원, ⑦개방성 및 
⑧신규이슈 등 약 30여개의 워크숍으로 구성

 - 참석 : APNIC, APTLD, .asia 등 아⋅태지역 인터넷관련 기관 및 민간전문가 약300명

[붙임 1] 주소자원분과 회의록(4차, 5차) 

제4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 신규 일반도메인(gTLD) 2단계에서의 국가코드 허용검토 이슈(비공개) 

제5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 회의록 공개 여부 
 

o KIGA 회의록은 KIGA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공개하기 힘든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사후 승인 포함) 회의제목만 기록

하여 KIGA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의견에 합의함

□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회의 결과 공유
    ※ APrIGF(Asia Pacific Regional Internet Governance Forum) : 아·태지역에 적합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발굴 및 국제 거버넌스 논의대응을 위해 ‘09년 설립된 지역 포럼, 연1회 개최

o KISA 주관 ‘IoT 시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이슈’ 워크숍 개최

-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KISA 주요사업

소개 및 관련이슈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점 및 법률 적용 사례 

등을 논의함

o 각 국가의 IPv6 보급현황, 인터넷거버넌스 동향, 다국어이메일 

이용 환경, 망중립성 현황을 공유함

    ※ APrIGF 회의에 민간전문가 박기식 박사, 이동만 교수, 정찬모 교수, KISA 박순태 

선임연구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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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차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정례회의 결과 공유 

o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양 제안서(최종본)’에 대한 커뮤니티 승인 및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초안)에 대한 전반적(정부, 국가도메인,

일반도메인(gTLD), 이용자 커뮤니티) 지지 확보

 - IANA 이양에 관한 美정부 및 의회 승인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IANA 관리권 이양 완료 시점은 ‘16.6월로 전망

o 정부자문위원회(GAC)

- 지역적 균형 및 부의장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자문위원회(GAC)

부의장 수 확대(3인 → 5인)

     ※ 선거에 필요한 부의장 수(5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으나, 지역별 1인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여 최대 5인으로만 개정 

- 정부는 신규 gTLD 2단계에서 국가명 2자리 국가코드(kr,cn,jp 등) 및 

국가명 풀네임(Korea, kor)에 대한 정책 결정 필요

□ IANA 워킹그룹 활동 계획

o IANA기능 이양 관련 1)ICANN 책임성 강화(CCWG) 보고서

(‘15.7.20) 및 2)IANA기능 관리권 이양 논의를 위한 조정그룹(ICG)

보고서(’15.8.15) 발행 예정. 보고서 관련하여 공개의견수렴 시, 국내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IANA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예정(‘15.8.13)

□ 후이즈(도메인등록정보) 프라이버시·프록시(P/P) 서비스 인가 이슈 현황

o ‘13년 6월, ICANN 이사회가 2013 레지스트라인가계약(RAA)을  

승인하였으나, 프라이버시1)·프록시2)(P/P) 서비스 인가 이슈는 

미결되어 이를 논의하고자 워킹그룹(PPSAI)을 구성

※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의 등록 인가 및 공개, 프라이버시 

프록시 제공자와의 연락 용이성(전달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프라이버시 서비스 : 도메인 등록인의 연락처가 아닌 대체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후이즈 상에서 개인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주는 서비스. 도메인 등록인의 신원은 공개되나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함

2) 프록시 서비스 : 도메인 등록대행자가 대행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도메인의 등록한 뒤 제3자(실제 도메인이용자)에게 
사용권을 주는 서비스. 따라서 후이즈에서 도메인 검색 시 실제 이용자의 정보가 아닌 대행자의 정보가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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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에 시행한 등록대행자인가계약(RAA)에 P/P 서비스 제공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임시방편이 있었으나, ’17년 1월 1일,

임시 규칙이 만기할 예정이므로, ICANN의 조속한 P/P 서비스 

승인 프로그램 시행이 요구됨

o (보고서 초안 주요이슈) 온라인 금전적 거래 또는 상업적 활동과 

연관된 도메인 등록인의 P/P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기타 

 o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거버넌스 이슈를 파악하는 정도인데 인터넷

주소 정책수립 노하우 및 정의 등을 가지고, 국내거버넌스 모델에 

도움되는 의제를 발굴 및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1)도메인 2단계에서의 한자도메인 허용 여부(ex) www.學校.com)

2)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 3)다국어도메인(IDN)

이용 환경(Universal Acceptance) 개선(다국어 이메일 사용 환경 구현) 등 

이 3가지 이슈 논의 및 정책개발을 통해 국내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구성 필요

※ 붙임 1. APrIGF 정례회의 결과(KISA)

        2. ICANN53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례회의 결과(이영음 위원)

        3. ICANN53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례회의 결과(KISA)

        4.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 현황(오병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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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APrIGF 정례회의 결과 

       

제6차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출장결과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거버넌스협력팀

 □ 목   적

o 제6차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APrIGF) 관련 세션분석 및
KISA 주관 ‘IoT 시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이슈’ 워크숍 개최

< 제6차 APrIGF 개요 >

 - 장소 : 마카오, 마카오 대학
 - 일자 : ‘15. 6. 30(화) ~ 7. 3(금)
 - 주제 :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화 : 지속성장가능한 발전’ 주제 아래 ①인터넷경제, 

②정보보호, ③다자간협력, ④인권, ⑤다양성, ⑥주소자원, ⑦개방성 및 
⑧신규이슈 등 약 30여개의 워크숍으로 구성

 - 참석 : APNIC, APTLD, .asia 등 아⋅태지역 인터넷관련 기관 및 민간전문가 약300명

 ※ APrIGF(Asia Pacific Regional Internet Governance Forum) : 아·태지역에 적합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발굴 및 국제 거버넌스 논의대응을 위해 ‘09년 설립된 지역 포럼, 연1회 개최

 □ 주요결과

  o KISA 워크숍 “IoT 시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

      ※ 워크숍 개최를 위한 제안서 제출(4/11) 및 채택(6/2) 

- KISA 정보보호 관련 사업과 개인정보 보호(Privacy)에 대한 정의,

아․태지역 국가의 관점 및 법률 적용 사례 등에 대한 논의

      ※ 50명 이상 참석, 타 세션은 평균 20~30명 참석

< 주제별 발표자 및 주요내용 >

주제 발표자 주요내용

정보보호

호주 
Mr. Adli Wahid 

․ 제목 : Securing the Internet of Things․ 내용 : IoT 개념, 미래의 보안 및 대응방안

홍콩
Prof. Jeong Sun Phil

․ 제목 : IoT Information Security in issues China․ 내용 : IoT, 정보보호 관련 중국 사례 및 정책

개인정보 보호 싱가폴
Prof. Peng Wha Ang

․ 제목 : Privacy and The Internet of Things․ 내용 : IoT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대응방안

KISA
한국(KISA)
박순태 선임

․ 제목 : Human-Centric Internet for the Future․ 내용 : KISA 활동 및 인본주의 인터넷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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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의견 주요내용 >

주제 발의국가 주요내용

KISA 사업
(방글라데시) ․ KISA/한국의 ICT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태국) ․ KISA와 한국정부와의 관계

정보보호
(아랍) ․ 정보보호 관련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뉴질랜드) ․ 민간 중심의 정보보호 교육과정 설립

개인정보 보호

(한국) ․ Big data와 개인정보 보호
(인도네시아) ․ 국가별 문화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싱가포르) ․ 아․태지역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법
(홍콩) ․ 개인식별정보(PII) 개념 및 개인정보 수집
(대만) ․ 아․태지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수립

    ※ 워크숍 발표내용 및 Q&A는 세부내용 참조(p6~8)

 o 주요 인터넷 주소자원 및 신규 이슈 관련 워크숍

- IANA 이양 관련 ICG 제안서와 ICANN 책임성 관련 CCWG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2가지 제안은 같은 맥락에서 별도로 진행

- IANA 이양은 글로벌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균열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터넷 균열을 방지를 위한 몬테비데오 원칙이 언급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ccTLD 운영 관련  

인프라 안정성, 펀딩, 분쟁조정 및 정책 등 문제점이 논의 되었고, 

KISA는 인터넷 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을 고려

  o 정보보호, 신뢰성 및 개방성 관련 워크숍

   - (인본주의 관련) KISA의 ‘IoT 시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워크숍’ 

外 ‘인터넷 개방성과 투명성’, ‘차세대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및 ’스마트 시티와 빅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워크숍이 진행

   - (IoT) 스마트 시티, IoT와 같이 초연결의 시대는 인류의 건강과 

삶의 품질을 높여줄 것으로 예측되나, 동시에 정보보호 및 안전성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 및 폭력 등 문제점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개인정보) 비밀정보,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PII)에 대한 저장 및 

보호 등 선별적 익명화(검진용 건강정보) 가능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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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 파키스탄 대규모 감시, 싱가폴 대규모 감시와 빅 데이터 

연구실, 태국 감시 장비 테스트 워킹그룹 및 인도네시아 통신사의 

감시 장치가 탑재된 장비운영에 대한 사례가 소개

   - (정보보호) 아·태 지역의 취약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해결방안, 책임자, 모범사례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진행

되었고 기술 측면 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o 인권 및 인터넷 경제 관련 워크숍

- (인권) 아시안 공동체 인권에 대한 영향이 논의되었고, 인터넷접속은 

경제적 경쟁관점이 아니라는 주장, 인터넷에서 동의 절차의 취약점 

및 아시아 지역별 상이한 소송절차가 소개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시민단체, 인권운동가 및 UN 등 140인이 관여하여 ‘15년 6월에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Jakarta 

recommendations’를 발표하고 IGF 2015에서 논의 예정

- (인터넷 핵심 가치) 기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술적 핵심 가치가 변한다는 관점과 초기 인터넷

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관점으로 논의

- (마닐라 원칙, “Manila Principles”)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소개와 국가별 논의가 있었고, 현재 정보유통자 

책임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없다는 관점이 제기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o 다양성 및 통합성 관련 워크숍

- (Gender 이슈) 모바일 인터넷과 성적 정보격차 관련 워크숍에서 패널은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는 여성의 가치와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

- (인터넷 접근성)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허가와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파수 할당 및 인터넷 보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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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활성화) 국가별/지역별 다양한 공동체에게 IGF를 이해시키고 

참여 유도에 저해요소는 ① 인터넷의 기술적 본질 ② Multi 

stakeholder Model 이해도 ③ 현지 언어화된 콘텐츠 부족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o 아․태지역거버넌스포럼은 시민단체 및 학계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태국 및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지역 일부 국가 대표를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참여가 저조

  o 러시아, 일본 및 인도 등 각 국가별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 보고에 

관련된 세션을 관찰한 후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와 

활동 내용에 대한 정리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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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ICANN53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례회의 결과

53차 ICANN Buenos Aires 회의 보고서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

I. 주요 이슈 목록

A. IANA Transition 관련
  - CWG-Transition 그룹의 최종 제안서 승인
  - CCWG-Accountability 논의 지속
  - ccNSO에서의 CWG-Transition 최종 제안서 승인

B. 기타 이슈
  - 인도의 multistakeholdeer 원칙 지지 선언
  - ctn-crosscom의 2글자 도메인 개방 문제 논의
  - cwg-internet-governance 그룹의 입장정리

II. IANA Transition 관련 이슈

A. CWG-Transition 최종 제안서 승인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IANA의 이양 과정에 관한 논의 중, IANA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한 워킹그룹의 결과물인 CWG-Transition 최종 제안서를 각 SO들이 승인하여 도메인과 관련된 이슈를 
조정하는 ICG에 제출한 것

- 주요 내용은 PTI(Post Transition IANA), IFR(Independent Functions Review), CSC(Customer 
Standing Committee)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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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I는 현재의 IANA를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조직. 현 IANA가 약간 확장되어 5인의  Board를 두는 것

- CSC는 현재 IANA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룹들의 대표로 구성, IANA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 
대변

- 2 gTLD 대표
- 2 ccTLD 대표
- 추가로 TLD 대표 1인
- IANA liaison
- SO&AC liaison 각 1인(총 5인)

- IFR은 독립기관으로 최초 이양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리고 향후 5년마다 IANA 기능에 대한 전반적
인 검토를 하게 됨

- 2 ccNSO
- 1 ccTLD (non-ccNSO)
- 2 Registry Stakeholder Group
- 2 Registrar Stakeholder Group
- 2 Non-Commercial Stakeholder Group
- 1 GAC
- 1 SSAC
- 1 RSSAC
- 1 ALAC
- 1 CSC liaison

** 의견: 굳이 non-ccNSO 멤버의 대표를 하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 제기함. 멤버 하나는 
non-ccNSO일 수 있다는 정도로 수정할 것 제안함.

- ccNSO, GNSO, ALAC, GAC에서 모두 승인

B. CCWG-Accountability

- IANA 이양 후의 ICANN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CCWG-Accountability 그룹에서는 지난 5월에 
제안된 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왔고 7월 20일 보고서의 수정본을 발표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할 것임.

- 주요 내용은 ICANN 이사회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는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SO/AC 
Empowerment 제도를 마련하는 것, 독립된 검증절차 (Independent Review Process)와 IANA를 
ICANN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임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Special IANA 
Functions Review, Separation Committee Working Group)을 마련한 것.

- SO/AC Empowerment Committee는 일종의 커뮤니티 위원회의 역할. ICANN의 예산, 전략 및 실행
계획, 정관 수정(fundamental bylaws) 등과 관련해서 appeal이 있으면 ICANN board의 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 이사회에 대한 개별적 또는 전체적 탄핵 권한 등이 있는 조직.

- SO/AC Empowerment Committee - 29인의 멤버 (SSAC과 RSSAC은 참여 안하기로), 각 조직의 
대표가 참여

- 5 cc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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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NSO
- 5 ASO
- 5 GAC
- 2 SSAC
- 2 RSSAC
- 5 ALAC

- Separation Community Working Group: IANA Function에 대한 특별 검토제도 (Special IANA 
Functions Review)는 수시로 ccNSO와 GNSO의 절대다수(supermajority)에 의해 시작될 수 있고 IFR과 
같은 비율로 구성됨. Special IFR에서 IANA의 분리를 추천하면 ccNSO와 GNSO의 council 
supermajority, ICANN Board, Community Empowerment 조직에 의해 승인된 후 가동되는 그룹

- Separation Community Working Group의 구성
- 2 ccNSO
- 1 ccTLD (non-ccNSO)
- 3 Registry Stakeholder Group
- 1 Registrar Stakeholder Group
- 1 Commercial Stakeholder Group
- 1 Non-Commercial Stakeholder Group
- 1 GAC
- 1 SSAC
- 1 RSSAC
- 1 ALAC
- 1 CSC liaison
- 1 Special IFR Team Liaison
- 1 Liaison from Protocol (TBD)
- 1 Liaison from Numbers (TBD)
- 1 Numbers (TBD)

** 의견: 굳이 non-ccNSO 멤버의 대표를 하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 제기함. 멤버 하나는 
non-ccNSO일 수 있다는 정도로 수정할 것 제안함.

C. ICG

- ICG 에서는 CWG-Transition 그룹의 제안서와 CCWG-Accountability 그룹의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 후 
타당성 등에 대한 최종 고려를 하여 이사회 및 미국 정부에 제출 예정

- 최종 이양 일정표와 관련, 3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는 언급 (ICANN 56, 2016년 중순경 IANA 계약 최종 
종료 예상에 대한 언급.)

- 1 단계: 미국 정부가 제시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후 제출 (10월 Dublin 회의 가능)
- 2 단계: 미국 의회에서 승인 절차 4-5 개월 
- 3 단계: 최종 이양의 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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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cNSO 회의

- 이번 회의의 중요 이슈는 CWG-Transition의 최종 제안서를 승인하는 것. 이를 위해 본 회의 전에 개최되는 
ccNSO council 준비회의에서 본 회의 중에 논의하게 될 5 가지 큰 이슈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 ccNSO의 IANA Transition 관련 세션 목록 
- Block 1 (6. 23. 14.00- 14.30)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CWG / CCWG Processes
Timelines and Interdependencies 

- Block 2 (6. 23. 14.30- 15.45)
Aspect CWG-Proposal

- Block 3 (6. 24. 9.30 – 10.45)
CCWG proposals and ccTLD views

- Block 4 first part (6. 24. 12.30 – 13.30)
Post Transition IANA (PTI) , its role,  and Board composition

- Block 4 second part (6. 24. 14.15-15.15)
Periodic Review and Special Periodic review

- Block 5 (6. 24. 15.30-16.30)
Wrap-up, sensing support of the community

- ccNSO의 대표들이 선정되어 이미 CWG-Transition, CCWG-Accountability, ICG를 비롯하여 
cwg-internet governance, ctn-crosscom 등의 그룹에 참여하고 있음

- ccNSO 본회 진행 도중 CWG-Transition 최종 제안서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최종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

IV. 기타

A. 인도의 multistakeholder 모델 지지 선언

-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 크게 multilateral과 multistakeholder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간에 
이견이 있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제까지 multilateral 입장을 강조했던 인도 (특히 2014 
Netmundial 회의에서 multistakeholder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의 IT 부터 장관인 Ravi Shankar 
Prasad가 ICANN 개막식에서 multistakeholder 지지를 선언함

- 인도의 이런 입장 변화는 이후에 Sao Paulo에서 개최된 Netmundial Initiative(2015. 6. 30)회의와 러시
아의 Ufa에서 개최된 BRIC 회의 (2015. 7. 8-9)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침

B. cnt-crosscom

- 또 하나 주목할만한 이슈로 국가명과 지역명에 대한 커뮤니티 연합회의인 ctn-crosscom (country 
and territory names cross community)에서 2 letter code를 gTLD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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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논의는 2 letter code를 개방하는 것이 다음의 이유에서 부적절하다는 것.
- 2 letter code는 국가 도메인의 고유 영역 다른 도메인이 가능해지면 국가 도메인으로서의 

위상이 위협을 받게됨
- gTLD는 3, 4, 5 이상의 letter를 포함하는 TLD를 생성할 수 있음. 2 letter code까지 할 필요 없음
- 국가 코드는 ISO-3166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깨뜨릴 필요 없음
- 현재 ISO-3166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신생 국가의 탄생 가능성도 있음

C. cwg-internet-governance

-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그룹은 2013년 싱가폴에서 몇 몇 커뮤니티 
소속의 개인들이 모여 만든 그룹. 이후 각 SO 및 AC로부터 대표로 승인 받은 멤버들

-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이슈 논의 중

- 현재까지의 활동은 ICANN에서 진행되고 있는 multistakeholder prodess를 UN, WSIS +10, IGF 등의 다
른 회의에 소개하는 것 (ICANN staff의 도움)

- 향후 유사한 활동 전개할 예정

V. Public Session에서의 comment

YOUNG EUM LEE: 

My name is Young Eum Lee, ccNSO Council from .KR but speaking on my own behalf. 

Like most of the people her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eat appreciation to everyone 
that worked so hard to lead the first solid stepping stone towards a true globalization of the 
Domain Name System based on the multistakeholder model. And I'm truly grateful that Fadi 
was here with us to provide full support during this process.

My statement actually is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IANA functions review team of the CWG 
proposal,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CC representatives. I fully support the principle of 
designating one member to represent the ccTLDs that are not a member of the ccNSO 
because I know that such a mechanism is important to build up a welcome atmosphere an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ccTLDs that are currently not members. And I'm hopeful that 
such a mechanism will maybe even encourage them to join the ccNSO because I think that 
the interoperability and consensus-building spirit of ICANN will be enhanced by encouraging 
those CCs to become a member of ICANN. 

However, I'm worried that it could also work to discourage them to participate because since 
there are so many more ccNSO members able to serve compared to the non-ccNSO 
members. And during the ccNSO meeting here, we did discuss the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composition of the IFR, possibly because it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ratio. But I would  
especially like to stress that we rethink the two ccNSO member and one -- I mean, 
non-ccNSO member -- ccTLD rule as early as possible.

At least to make the one non-ccNSO -- ccTLD member rule become an option rather than a 
mandate and hope that the ccTLD can build up enough trust in a global ICANN to come 
together as on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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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ICANN53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례회의 결과

ICANN53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례회의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거버넌스협력팀

☐ ICANN53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례회의(‘15.6.20~25) 개요

o 인터넷주소(도메인 및 IP주소) 관련 글로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

기업․이용자 등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2,000여 명 참석

    ※ 한국에서는 미래부(1인), KISA(4인), 민간전문가(5인) 등 10인 참석

☐ 주요 논의내용

< ICANN GAC(정부자문위원회) 대표단 논의 > ※ 69개국에서 200여명 참석

o GAC 부의장 수 확대 (3인 → 5인으로 확대)

- 최대 5인까지 확대에 대한 개정이 결정되었으며, 기타 전반적인 

운영원칙 개정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 예정

     ※ 당초 차기 부의장 선거(‘15.10월)가 예정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부의장 수 및 
선거 절차에 대해 우선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GAC 멤버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현 멤버와 기준이 상이)로 선거 절차에 대한 원칙은 합의를 이루지 못함

     ※ 부의장 선거 일정 : ~8.17 후보 접수(본인추천 및 제3자 추천), 8.31 후보명단 공개, 
9.29~10.19 투표시행(후보 5인 이하인 경우 투표없이 확정)

F (검토의견) 향후 부의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o GAC 차기 고위급 회의 (‘16.3월, ICANN55 모로코 정례회의에서 개최)

- ICANN 55(’16.3.5~10, 모로코) 기간 중 ‘16.3.7(월) 개최 예정

- 개최국인 모로코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차기 회의(’15.10

월, 더블린) 전까지 아젠다 개발 예정

- GAC은 더블린 회의에서 고위급회의 주제 및 프로그램 결정 예정

F (검토의견) 고위급회의 WG 참여(온라인 참여 신청), 초청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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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장관 연락처 제공 필요(~7.15)

o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국가코드 및 국가명 허용 이슈

-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국가코드에 대한 GAC 권고*는 모두

이행되어 GAC 차원 논의는 종료되었고, 국가별 정책 결정 필요

     * 답변 제공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것 등

-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국가명 사용 신청 알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별 목록 접수 중(~7월 말)

     ※ 국가명은 UN GEGN 목록에 따름(우리나라 : 한국, 대한민국 및 Republic of Korea 

등 UN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F (검토의견) 2단계에서의 국가명 사용을 위한 국내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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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 현황

후이즈(도메인등록정보)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1. 경과 

- 2013.6.27 ICANN 이사회가 신규 2013 레지스트라 인가 협약(new 2013 Registrar 
Accreditation Agreement, “2013 RAA”)을 승인함. 그러나 UDRP 절차 관련 레지스
트라 책임의 명확화 문제와 (인가, 공개, 전달 절차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및 프록시 
서비스 이슈는 미결 이슈로 남음. 

- 2013.10.31 GNSO Council 은 PDP를 시작하고, 프라이버시 및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Privacy & Proxy Services Accreditation Issues, “PPSAI”) 워킹그룹을 만듬. 

- 2013.12.3 PPSAI WG 시작

- 2015.5.5 Initial Report on the Privacy & Proxy Services Accreditation Issues 공개됨. 

- 2015.7.7 까지 public comment 기간. 이후 WG에서 이를 수렴해서 final report를 
제출할 예정임. 

- 11,000 개가 넘는 public comment가 접수되었으며, 1만명이 넘는 사람이 
savedomainprivacy 청원에 서명함. 

2. 보고서 주요 내용 

1) WG 내에서 합의 예비 결론들

정의 규정

- 대우(treatment)에 있어서 비구별, 후이즈 라벨링 요구조건, 고객 데이터의 확인 및 검증

- 등록자의 지위(영리적, 비영리적, 혹은 개인 등)는 P/P 서비스 이용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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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서비스는 후이즈에 그렇게 표시되어야 함. 

- P/P 고객의 데이터는 2013 RAA의 ‘WHOIS 정확성 프로그램 사양’의 요구조건에 따라 
검증되어야 함. 

- 이용약관에 포함될 의무 조항 및 고객에 전달될 최소한의 요구사항

- P/P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가능성 및 반응성

- ICANN인 인가받은 모든 P/P 서비스 제공자를 공개해야 함. P/P 서비스 제공자는 인가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으로서,  레지스트라와의 제휴관계를 선언해야 함. (레지스트라에게 
P/P 서비스 제공자와의 제휴관계를 선언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오용 보고(abuse reporting) 및 정보 요청을 위한 표준 양식과 요구사항

- 지재권자로부터의 공개 요구의 특별한 예외와 관련하여, WG은 양식에 들어갈 최소한의 
요소에 대해 결론내지 못함. 

- 제3자 요청의 전달(relaying) 

- RAA 및 ICANN 합의 정책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은 전달되어야 함. 다른 내용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자가 향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함. 

- P/P 서비스 고객의 오용을 주장하는 모든 제3자의 전자적 요청은 고객에게 즉시 전달
되어야 함. 요청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인지하는 지속적인 전달실패에 대해 고지받아야 함. 

- 지속적인 전달 실패가 그 자체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서비스제공자가 지속적인 전달실패를 인지했을 때,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이메일의 (재)
검증을 수행할 의무가 있게됨. 

- 소비자 신원 혹은 연락처 정보의 제공 혹은 공개 

- 제공 및 공개(disclosure and publication)와 관련하여, WG의 권고가 P/P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을 검토하고, 요청자와 고객 사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관행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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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은 지적재산권(상표 및 저작권)자가 P/P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제공 프레임워크 초안을 개발하였음. 이는 요청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성격이나 
유형, 요청을 거부할 근거, 중립적인 분쟁해결절차의 가능성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함함. 

2) WG이 아직 결론내지 못한 주제들 

인가취소 및 그 결과 

- 요청 전달의 단계적 확대(escalation) 

지속적인 전달 실패의 경우, 요청자에 의한 후속 절차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문장은 아래와 같음. 

“As part of an escalation process, and when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concerning a persistent delivery failur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have been met, the provider [should] [must] upon request 
forward a further form of notice to its customer. A provider should have the
discretion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forwarding such a request 
[and to charge a reasonable fee on a cost-recovery basis]. [Any such 
reasonable fee is to be borne by the customer and not the Requester]. A 
provider shall have the right to impose reasonable limits on the number of 
such requests made by the same Requester.”

지적재산권자 외 LEA와 다른 제3자의 요청과 관련된 제공 및 공개 

3) WG내에 아직 합의가 없는 주제들

상업적 거래 목적으로 활발히 이용되는 도메인 네임에 P/P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domains used for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for commercial purpose 
should be ineligible for privacy and proxy registrations.”이라는 입장이 제안됨. 

온라인 금전적 거래에 이용되는 혹은 상업적 활동과 연관된 도메인 등록자는 P/P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는가, “상업적” “거래”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WHOIS 데이터 
필드에서 이것이 구분되어 표시될 필요가 있는가 등에 대한 public comment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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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

1) SaveDomainPrivacy

- https://www.savedomainprivacy.org/whats-changing/

- P/P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의 도메인과 웹사이트 이용을 감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음. 

- P/P 서비스 제공자가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종료하고, WHOIS의 당신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당신의 웹사이트가 상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에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공정한 절차가 존중되지 않음. 

<가상 사례> 

- 오래된 장난감 커뮤니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음. 

- 아직 시작하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해 경쟁업체가 상표권 등을 이유로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음. 

- 피해 여성을 위한 피난처 단체가 물품 등을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취소되어, 피난처의 주소가 드러날 수 있음. 

- 정치적 활동가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책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취소되어, 자신과 가족들의 정보가 독재 정부에 노출될 수 있음. 

2) EFF 

- https://www.eff.org/deeplinks/2015/06/changes-domain-name-rules-place-user-privacy-jeopardy

-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의 도메인은 P/P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음. 그러나 
‘상업적 목적’의 범위는 모호함. 예를 들어,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배너를 달고 있는 
것도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도메인 분쟁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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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및 저작권 권리자가 도메인 소유자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 한다고 비판. 

- 익명 표현의 권리는 소수자, 내부고발자, 정치적 활동가들에게 매우 중요함.  

3) NCSG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 사인의 요청이든, 법집행기관의 요청이든 관계없이, 개인정보는 법원의 명령없이 제공
되어서는 안됨. 

4) James Gannon, Kathy Kleiman, Stephanie Perrin 

- WHOIS TF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위해, P/P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가 필요함을 
권고하였고, 이 WG에서 이를 위한 정책 권고를 마련하였음. 

- P/P 서비스가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P/P 서비스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검증을 요구한다면, 범죄 조직에 의한 명의 도용을 증가시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지 
불투명한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P/P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음. 따
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
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됨. 

- 요청 전달 절차 : 서비스 제공자는 수많은 요청을 받으며, 스팸인 경우도 많음. 일정 
기준 이상의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을 도메인 등록자에게 전달할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재량에 맡겨야 함. 메일 전송이 안되는 경우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나, 그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해야 함. 

- 개인 정보의 공개 : 보고서는 지재권 침해 주장 및 등록자의 무응답에 기반한 개인 
등록정보 공개 (예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법집행기관의 요에 대한 예시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또한 매우 중요함. 

- 서비스 제공 비용의 증가 : WG은 문서 전달, 등록자에 대한 접근,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음. 이 비용은 등록자가 부담해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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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적 요청의 구분 : 법집행기관의 요청과 사인의 요청은 구분되어야 함. 이 정책이 
국경간 요청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표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 LEA의 요청을 
서비스 제공자가 비밀로 해야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며,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경간 요청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객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의 고지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설립지의 관할 법률, 혹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관할법률을 따르도록 할 것을 권고함. 

- ICANN의 권한 제한 : 모든 인터넷 관련 문제의 해결을 ICANN에 요구해서는 안됨. 

- 도메인의 상업적 이용 : 지재권자들은 P/P 서비스를 개인에게만 허용이 제한되고 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WG은 그러한 정의를 따르지 않음. 무엇을 상업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WG내 공감대 부족. 많은 비영리 등록자들이 비상업적 거래를 위해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예컨데 Paypal을 통한 기부 등. 또한 이는 ICANN의 규제 권한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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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o 한국 IGF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 일시 : 2015.8.28(금) 1:00-2:00

- 장소 : SG스터디룸 (강남역 부근)

o 안건 

1) 지난 회의록 검토 

2) 장소 및 일정 확정 

3) 프로그램위원회, 공동 주최단체, 조직위원회 구성현황 검토 

4) 워크샵 제안 공지문 검토 

5) 향후 일정 논의 

[별첨1]  한국 IGF 프로그램 위원회 2차 회의록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후 3시 

- 장소 : KISA 서초청사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오병일, 윤복남, 박기식, 강혜영, 송강수, 이민수, 이동만 

<논의 내용>

(1) 1차 회의 내용 공유

(2) 한국 IGF 프로그램 위원회 구성 

- 1, 2차 준비모임에 참석한 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위원회 구성

- 기존 참석자들 및 추가 참석자들 의사 타진

- 프로그램 위원회와 별개로 조직 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 프로그램 위원회는 

한국 IGF 내용 기획에 집중하고, 조직 위원회는 참가자 확대 노력

- 공동주최 : KIGA 운영위에서 논의한 대로 원하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기로 함.



- 19 -

최대한 많은 단체, 기관, 업체가 참여하도록 독려.

(3) 행사 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예정)

- 장소 : 과학기술회관 혹은 D.CAMP 등을 알아보기로 함.

(4) 타이틀 

- 한국은 ‘Evolution of Internet Governance’ 단계가 아닌 듯 함. 한국 상황에 맞는 

타이틀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5) 추진 일정 및 역할 분담 확인 

-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하되, 적극적인 섭외 필요.

- 차기 회의 : 8월 28일 오후 1시 

** 2차 회의 후, 행사 일시 및 장소가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으로 결정됨.

[별첨2] 한국 IGF 조직 현황 

* 8.28 회의에서 검토 예정임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위원회>

<공동주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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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한국 IGF 공동 주관 참여 요청 

1.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10-13일,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10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IGF와 병행하여, 각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도 IGF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3일, 마카오에서 6차 아태지역 IGF가 개최되었습니다.

2. 한국 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

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 http://igf.or.kr)

지난 2014년 7월 4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에서 2014 한국 IGF가 개최

된 바 있습니다. 이를 이어, 2015년에도 한국 IGF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30일(금) (시간은 미정)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3. 한국 IGF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가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IGF를 공동으로 주관할 단체(기관 및 기업 

포함)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 주관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참여 의사를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넷,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사무국장, antiropy@gmail.com, 010-2213-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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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한국 IGF 워크샵 제안 공지문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워크샵 제안 요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

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개최된 한국 IGF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gf.or.kr/

2015년에도 한국 IGF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 10월 30일(금)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 주최 : 한국 IGF 조직위원회 

- 주관 : 공동주관 단체  (현재 공동주관 단체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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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 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안된 워크샵은 한국 IGF

프로그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웹 폼을 이용하여 제출)

* 제안자(단체) 관련정보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 소속(단체,기관,기업명)

* 워크샵 관련 정보

- 워크샵 제목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워크샵 포맷

- 워크샵 소요 시간 : 60분 / 90분

- 패널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등의 이름, 직위 및 소속, 이해관계자 그룹, 확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