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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4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회
일시 2015.10.30(금) 17:00~18: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참석자

(총23인)

- 위원 : 13인

- 비위원 : 10인 

- 위원: 이동만(위원장, KAIST), 강혜영(KISA), 김태은(KISDI), 박기식

(ETRI),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서재철(KISA), 오병일(진보넷),

오익균(KAIST),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윤종수(법무법인세종),

이영음(방통대), 전응준(유미특허법인), 최정혜(카카오)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참여)

- 비위원: 권현오(ICANN 서울사무소), 박민정, 박신영(KISA),

송강수(ICANN), 안정배(인터넷역사프로젝트), 최은창

(예일대) 외 4인 

□ KIGA 위원 임기 

o 정기회의 2회 연속 불참 및 업무변경 등으로 불참한 위원(6인) 대상으로 

위원활동 지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6인은 참여 불가능함. 각 커뮤니티

에서 전문성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을 추천바람

    ※ 2회연속 불참(4인) :　박재천(인하대), 박춘식(서울여대), 김상춘(강원대), 조원진(KAIT)

      업무변경(2인) : 박종봉(TTA), 이현재(카카오)

- 3회 연속 회의 불참 시, 위원활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합의함. 업무 

변경 시, 해당 커뮤니티(해당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함

- 신규위원은 ①시민사회 : 윤종수 대표(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②산업계: 최정혜 부장(카카오) 위원으로 선출

- 학계: 최은창님의 자천 후,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 예정 

o KIGA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소자원분과 임기 시작 시점 및 임기를 

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 주소자원분과에서 논의 필요

    ※ 제14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의 임기, 회의록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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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위원선출 방식은 제한된 커뮤니티의 추천이므로 상향식 방식

(bottom-up)에 대한 선출방식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확대 발전 

할 것인지 논의 필요

□ KIGA 운영 규정

o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제8조 운영위원의 임기‘ 및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규정을 수정하기로 합의함.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

  ※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씩 격월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분과 및 워킹그룹 현황 리포트

<주소자원분과>

o ICANN 정부자문위원회(GAC)에서 2자리 국가코드 허용에 대한 정부 

의견 제출(~‘15.12.5)을 요청함 

-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이용자 혼란이나 공공성을 심하게 우려할 것 

제외하고 허용 불가능한 문자열을 우선적으로 선별 예정.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임

- ICANN 정부자문위원회(GAC)에 정부 의견 제출(~‘15.12.5)을 위해 차기 

11월 19일(목)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 예정

<주소자원분과 산하 후이즈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o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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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5.5월, PPSAI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 발표

-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온라인 금전 거래(상업적 거래)에 

관련 도메인의 P/P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보고서 

초안에는 이 관련 합의는 없으며, 최종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은 

권고되지 않을 예정

· ‘온라인 금전 활동(Online financial activity)’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규율하기 어려움

· 다만, 일부 워킹그룹 멤버가 상업적 거래 도메인에 대한 P/P서비스 

제한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 (On Escalation of Relay Requests) 서비스 제공자는 만약 끊임없는 요청 

전달 실패 시, 추가적인 요청을 해야 하나 요청자의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정보보요청의 횟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함. 관련 

비용부분 처리는 논의중임

o (향후 일정) 최종 보고서 발행 전, GNSO 내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GNSO 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여부를 투표 예정. 채택 후,

최종보고서 관련 공개의견수렴을 가질 예정 

□ KIGA 활성화 방안 관련

o KIGA 활성화 주제 및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해야함

- (IANA워킹그룹) 국제적인 이슈를 국내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와 

이에 대한 장기적인 토론 및 공유 방안이 필요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기획세션에서 제안된 다양한 

KIGA 활성화방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고민해야함

- 스터디그룹을 통한 위원선출 방식인 상향식방식(bottom-up)에 대한 

적용 방법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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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활성화 등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o 심화연구 및 대외 활동 제안 

- ①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수이해관계자 한국적 모델 논의 ②차세대 

그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터넷거버넌스스쿨(SIG) 워킹그룹 구성

(의장: 안정배) ③일반대중이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이슈들을 쉽게 이

해할 수 방안 모색

□ 기타의견

o 멀티스테이크홀더 워킹그룹(학계부분)을 구성해 망중립성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차기회의 일정

o 12월 10일(목) 17시, 363바이아이디어그룹

붙임 1. 제7차 주소자원분과 회의록 

     2.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이슈 워킹그룹 보고

     3.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규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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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7차 주소자원분과 회의록   

□ 국가도메인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및 추진경과 리포트

o KISA에서 진행중인 국가도메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OECD 국가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 국가도메인 국내외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 12월까지,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결과 도출 예정 

- 선진 외국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 국내 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 수립 필요 

- 도메인 이용 활성화 기준이 도메인 등록자 수 증가 및 도메인 사업 

성장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도메인 등록비 등 실제 국가도메인 

사용 시, 이용자의 사용 제약 여부 및 편의성 파악이 더 중요함

□ 워킹그룹 리포트 

<한자도메인 생성 규칙 논의 현황 리포트>

o (논의배경) ICANN은 비영어권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 도입을 결정함.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 

논의를 통해 최상위도메인 생성을 위한 국제 생성규칙 제정을 

진행 중임

o (주요이슈) 한자는 알파벳 또는 한글과 달리, 모양은 달라도 뜻이 

같은 이체자* 이슈가 존재(예: 東(동녘 동 번체자), 东(동녘 동 간화자))

     * 이체자(variant) : 모양은 다르나 뜻이 같은 글자를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간화자와 번체자가 있음 (예. 동녘 동 번체자 東 U+6771; 간화자 东 
U+4E1C).  한국의 이체자 보기: 봉우리 봉 峰 U+5CF0; 峯 5CEF)

- 한 중 일의 이체자 범위가 서로 달라, 한중일 한자 범위 內에서의 

이체자 목록 및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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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gTLD의 2단계에서 국가
코드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각 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만 신청 가능한 브랜드 문자열은 허용한다. 
3. 다음의 문자열은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 

o 현재까지 논의된 한자최상위도메인 관련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설명회 개최 예정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현황 리포트>

o (현황) 해당 주제 관련 몇가지 테마를 정리해 놓은 상태이며, IP

분야와 프라이버시 분야간 의견 대립 가능성이 있어 WG 내에서 의견 

조정 및 논의 필요 

-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정책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 필요. ‘15.12월까지, 관련 1차 리포트 

제출하기로 함

<신규 gTLD 2단계 국가코드 허용검토 이슈 현황 리포트>

o (논의경과) 신규 gTLD 2단계에서 국가코드(kr) 허용 관련 ‘대부분 허용’을 

하되, 기준 또는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함

- 정부입장에서 신규 gTLD 2단계에서 국가코드(kr) 사용제한 목록을 

결정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결정이후 변경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함

- 신규 gTLD 제한 목록 전체를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토론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미래부에 전달 하는 것을 

제안함(15.8.25 기준, 전체문자열 1,260개 중 기 신청된 549개 검토)

o (현재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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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용자의 혼란이나 혼동을 야기하여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자열 

   3-2) 국내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자열 
   3-3) 차별 조장, 인권 침해, 문화적 거부감 등의 우려가 있는 문자열 
4. 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때, 해당 신규 gTLD가 한국의 국가코드 2단계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문자열과 같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 위 기준 4항 여부 및 3항에 따른 구체적 불허 대상 목록에 대한 

의견제출이 필요함. 정부는 향후 기준과 목록 전체를 주고 공개

적 의견수렴 할 예정임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IGF) 인터넷 주소 관련 워크샵 기획 및 논의  

o (제안된 주제)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 기능 이양 2)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 3) KIGA 차원에서의 국내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모델 제도화 방안 논의 

- 2)번 이슈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서 간단한 형태의 워크샵 기획 

예정임. 1)번 이슈에 대해서는 ICANN(서울 사무소)에서 단순한 

기존 논의 소개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참여 등 다양한 검토 중임

{2)번 이슈에 대해서는 워킹그룹과 조인트 검토예정}

- 3)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었으며, ‘제도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토론하고, 실질적인 이해관

계자의 이해관계 구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양한 

참여자가 토론해 보자는 제안이 논의됨.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오

병일 IGF프로그램위원장이 기획세션 수정안을 준비하여 9/22 프

로그램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함

□ 차기회의 일정

o 10월 29일(목) 16시, 363바이아이디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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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Privacy and Proxy Services Accreditation Issues
(ICANN 54차 정례회의 PPSAI 워킹그룹 논의 내용)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O (워킹그룹 현황)

- 최초 보고서에 대한 public comments가 7.8.에 마감됨

- 150건의 온라인 조사 회신, 10,000여건의 온라인 청원, 250건의 개인의견, 11,000건의 

form-based 의견이 제출됨

- 워킹그룹은 더블린에서 사전 미팅을 가짐

- 2015년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

O 예비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public comments를 

반영하여 몇가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

O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온라인 금전 거래(상업적 거래)에 관련한 도메인에 

대하여 P/P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서에서 

어떠한 consensus도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제한이 권고되지 않을 예정.

- ‘Online financial activity’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규율하

기도 어려움

- 다만, 일부 WG 멤버가 상업적 거래 도메인에 대한 P/P서비스 제한을 계속 주장하

는 것으로 보임

O (On Escalation of Relay Requests) 서비스제공자는 요청전달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요청자의 같은 도메인에 대한 정보요청의 횟수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는 제안된 바 없음

 - 최초 보고서에서 제안된 문구는 아래와 같음. 괄호부분은 최종 보고서에서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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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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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shall have the right to impose reasonable limits on the number of 

such requests made by the same Requester.”

O LEA(Law Enforcement Agency)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은 제안되지 않음

- 후이즈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는 상표권자 및 저작권자의 요청에 대한 프레임워크임

- 법집행기관 등 다른 요청자에 대한 유사한 프레임워크는 제안되지 아니함

O 이번 더블린 사전 회의에서 P/P서비스의 정의, IP 권리자에 대한 공개 프레임워크, 

인가 취소 원칙을 확정함

O (향후 일정)

- 최종 보고서 발행전에 공식적인 consensus 요청이 수행될 것임

- GNSO Council이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투표

- 만약 채택되면 공개 의견수렴 기간(public comment period)이 진행되고 최종 보고서가 

ICANN 이사회에 제출됨

- WG 사이트의 기재를 보면, 최종 보고서(안)이 제안될 때,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때에도 public comment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함

O 미국정부가 최근 OECD회의, TPP협상에서 후이즈 정보의 공개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ICANN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EFF 활동가가 지적하였으나, WG는 정부의 

주권 내지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ICANN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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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14.12.18.)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2015.10.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약칭 KIG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인터넷 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산

업계, 시민사회, 학계 및 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인 

토론 및 합의를 통하여 인터넷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활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터넷 관련 국내외 동향 정보 공유

 2.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3. 인터넷 관련 국제 협력 및 대응

 4. 홍보 등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확대

 5. 기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사항

제4조(운영원칙)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운영된다. 

 1. 협의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있게 운영한다.

 2.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한 토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약칭 KIG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인터넷 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및 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인 

토론 및 합의를 통하여 인터넷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활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터넷 관련 국내외 동향 정보 공유

 2.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3. 인터넷 관련 국제 협력 및 대응

 4. 홍보 등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확대

 5. 기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사항

제4조(운영원칙)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운영된다. 

 1. 협의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있게 운영한다.

 2.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한 토론

[붙임 3]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규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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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14.12.18.)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2015.10.30.)

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

성한다. 단,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정규 운영조직과 별도로 기

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

으로 구성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

를 총괄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추천받은 위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

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이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

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동향 정보 공유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운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운영규정 제·개정, 협의회 위원장 선출

 2.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범위 관련 사항

 3. 제4조에서 규정한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 관련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단,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정규 운영조직과 별도로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 등 5개 이해관계자 그

룹으로 구성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

를 총괄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추천받은 위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이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동향 정보 공유 및 주

요 현안 논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운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운영규정 제·개정, 협의회 위원장 선출

 2.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범위 관련 사항

 3. 제4조에서 규정한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 관련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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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되, 각 그룹에서 3명

에서 5명으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논의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성 있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은 자발적인 지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선출

하되, 운영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

결을 거쳐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된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소속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잔여임기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도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기존 운영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운영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

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해 

간사를 둔다.

④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리에종으로 참여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

은 협의회 위원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되, 각 그룹에서 3

명에서 5명으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논의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성 있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은 자발적인 지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선출

하되, 운영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

결을 거쳐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된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소속 이해

관계자 그룹에서 잔여임기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도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기존 운영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운영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

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운영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해 

간사를 둔다.

④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리에종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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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운

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

며, 내부 운영 등 실무적 쟁점은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회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위원 명단

 4. 회의내용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차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시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야별 해당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씩 격월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

하며, 내부 운영 등 실무적 쟁점은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회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위원 명단

 4. 회의내용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차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시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야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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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 논의 및 정책 연구

 2. 연구보고서, 제안서 등 작성 및 운영위원회 상정

 3. 기타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은 자발적인 지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임면하되, 

분과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 사무국 또는 간사는 회의개최계획, 안건, 회의결과 등을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분과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위원회에서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의 임기, 회의록 등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 논의 및 정책 연구

 2. 연구보고서, 제안서 등 작성 및 운영위원회 상정

 3. 기타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으

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은 자발적인 지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임면하되, 

분과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 사무국 또는 간사는 회의개최계획, 안건, 회의결과 등을 협의

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분과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

영위원회에서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의 임기,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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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무국

제15조(사무국)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아래 제반 지원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의 논의 및 의결사항 등의 취합 및 관리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3. 사무국은 창립시 KISA에서 주요하게 실무를 맡되, 각 이해관계자 그룹

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간사로 협력하여 사무국

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1. (용어정의) “인터넷 거버넌스”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및 기술

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원칙, 규범,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무국

제15조(사무국)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아래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의 논의 및 의결사항 등의 취합 및 관리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3. 사무국은 창립시 KISA에서 주요하게 실무를 맡되, 각 이해관계자 그

룹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간사로 협력하여 사

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1. (용어정의) “인터넷 거버넌스”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및 기

술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

을 위해 구체적인 원칙, 규범,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