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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Item

o 특이사항 없음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워킹그룹 현황보고
 

<주소자원분과 현황보고(윤복남 위원장)>

o PDP & KIGA 향후 방향 워킹그룹

- 현재 특별한 결과물은 없으며, 차기 주소자원분과 회의에서 워킹

그룹 진행사항 관련 보고가 진행될 예정

o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 (6월 2일) 한자도메인 도입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서를 작성

하였으며 결과물을 공문과 함께 미래부에 송부하였음

회 의 록

회의명 제14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17.06.22(목) 16:00~18:00 장소 KISA 동아타워 회의실

참석자

(총 16인)

- 위원 : 13인

- 비위원 : 3인 

- 위원: 이동만(KAIST), 강경란(아주대), 김인숙(한국소비자원),

김태은(KISDI), 김진호(UNCITRAL), 김재훈(아주대),

박지환(오픈넷),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윤종수(법무법인 세종),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참여)

- 옵저버: 박민정(KISDI), 박유리(KISA), 한선영(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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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공문에 대표자 직인이 생략되어 정식 문서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KIGA 위원장 서명 후 재발송한 상태

o 주소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제안

- 내일(6월 23일) 개최되는 주소정책심의위원회 때, 한자도메인 도입 

정책 관련 안건을 제안했으나 운영세칙에 의하여 기각되었음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5조 5항 및 6항의 기준이 모호하여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 주소자원법 개정 관련 제안을 추진하고자 분과 내 논의를 시작하였음

- (1안) 인터넷주소정책 수립 권한을 민간에 이양

- (2안) 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선출절차를 상향식으로 개정하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멀티스테이크홀더의 의견 수렴 진행

- 1~2안 외에도 주소자원법 개정 관련 폭넓은 논의가 필요함

- (워킹그룹 구성)

▸ 의장 : 박지환 위원

▸ 위원 : 강태욱, 신중현(참여 고려 중), 오병일, 윤복남, 이영음 위원

< 위원별 추가 의견 >

 o (이동만)

  -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 관련하여 공문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는지 고민해야 함

  - 주소자원분과에서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으나, 내일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안되었던 안건 내용 및 상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한 경과

보고 순서가 필요함

 o (윤복남)

  - KIGA 구성원에 미래부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KISA를 

통해 보고만 받고 있는 상태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공문 형태가 아니라면, 직접 미래부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신문고를 활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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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프로그램위원회 현황보고(오병일 의장)>

o (KrIGF 개최일자 및 장소)

- 개최일자 : 2017년 9월 15일(금)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본래 예정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대관이 불가능하여, 개최장소를 지난해 KrIGF가 

개최되었던 세종대학교로 변경

o (KrIGF 워크숍 제안 공모)

- KrIGF 워크숍 제안을 받고 있으며, 6.30(금)이었던 마감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여 7.7(금)까지로 변경함

- KrIGF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위원님

들의 워크숍 제안 및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드림

o (2016 KrIGF와의 차이점)

- 2016년 : (오전) 개회식, 튜토리얼 세션 및 기획세션 진행

(오후) 4개 트랙별 토론형 워크숍 진행

- 2017년 : 기존 4개 트랙 중 하나를 토론이 아닌 강좌 형태로 진행

▸ 강좌 트랙은 오전, 오후를 구분하지 않고 전일동안 진행

▸ 튜토리얼을 별도 세션으로 기획하지 않고, 오전 강좌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함

▸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현황과 역사(튜토리얼 대체), ICANN, 비트

코인과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AI 등을 강좌 주제로 삼을 예정

비공식적인 방법 밖에는 없을 것

 o (윤종수)

  - 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기 위한 절차와 운영세칙에 따른 규제의 

기준이 모호함.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필요시 

세칙 개정을 진행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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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논의 중인 워크숍 주제)

- 인터넷 조세(구글세), 통신 요금제, 공공와이파이, 오픈데이터(공공

데이터), 주소자원법관련 이슈, 표현의 자유, 4차 산업혁명과 노동

- 각 워킹그룹 활동 관련 공개적 의견 수렴을 위한 세션

o 공동주관 참여 및 후원 요청을 위하여 공문을 발송할 예정

  

< 위원별 추가 의견 >

 o (이동만)

  - 오픈데이터 관련 워크숍은 김진호 위원의 협조를 요청드림

  -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워크숍을 제안해주길 요청(김인숙 위원, 이금노 위원)드림

 o (윤복남) 랜섬웨어 사태에 대한 기업 입장을 듣고 싶으며, 비즈니스적 고민과 

요구사항에 관한 워크숍 제안을 산업계 위원들께 요청

<한국인터넷거버넌스스쿨(KrSIG) 워킹그룹 현황보고(안정배 의장)>

o (워킹그룹 활동 목표)

- KrSIG 기초 마련을 위하여 국내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교육 자료 

아카이빙으로 목표를 전향하였음

o 현재 KrSIG 홈페이지에 '연표-Draft' 항목을 만들어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주요 사건 및 관련 자료를 게시 중

    ※ 홈페이지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krsigkr/year-table

o 기존 한국인터넷역사프로젝트(InternetHistory.kr)에서 구축한 자료를

중심으로 링크해 두었으며, 향후 누락된 인터넷거버넌스 활동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링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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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추가 의견 >

 o (이동만) 현재 ‘자료실’ 메뉴로 묶여있는 내용을 상위 레벨로 분류했으면 함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해외 SIG' 항목을 추가하여 각 국가별 SIG 링크를 추가

  - 비디오 자료도 별도 메뉴를 만들고, 유투브 영상을 찾아 추가할 것을 요청

 o (윤복남) 인터넷발전협의회(‘09~’11년) 자료가 빠져있으므로 추가 요청드림

<인터넷제도 워킹그룹 현황보고>

o 보고사항 없음

o 금번 회의에서는 주소자원분과 현황보고 및 논의와 겸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음

□ “APIGA 2017” KIGA 세션 패널토의 주제 및 참석자 구성(안) 논의

o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7.(월)~11.(금), 이화여자대학교

-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과 보안, 아·태지역 현황 등 미래 ICT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기본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진행

o (KIGA 세션 관련 논의)

- 각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의장이 참여하여 현재 KIGA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소개 및 질의응답을 받고자 함

- KIGA 세션 시간을 ‘9시 → 11시’로 변경

- 향후 온라인으로 참여자 및 주제에 대하여 추가 논의 진행

□ KIGA 홈페이지 현황 공유 및 개편 내용 논의

o KIGA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편집이 용이한

Google을 활용하여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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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까지 개편된 내용 공유)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근 게시물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메인 

페이지를 수정하였음

- 서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 홈페이지(KrIGF, KrSIG)와 

연결되도록 링크를 추가할 예정

    ※ 홈페이지 링크: https://sites.google.com/a/ajou.ac.kr/kiga

  

< 위원별 의견 >

 o (이동만)

  - 안정배 위원이 제작 중인 KrSIG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하여 연결되도록 요청

  - 현재 ‘자료실’ 메뉴로 묶여있는 내용을 상위 레벨로 분류 요청

  - 홈페이지 상단에 KIGA 로고 및 글씨가 겹치므로 둘 중 하나를 제거 요청

 o (윤복남)

  - 주소자원분과 홈페이지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KIGA 홈페이지 내부에 한 

페이지로 제작 요청

□ 차기 회의 일정
  

 o 2017년 8월 17일(목), 16:00~18:00

붙임 1. 한국인터넷거버넌스스쿨(KrIGF) 현황보고

2.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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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국인터넷거버넌스스쿨(KrIGF) 현황보고

한국인터넷거버넌스스쿨(KrSIG) 워킹그룹 현황보고

□ 아카이빙 활동 보고

o 현재 KrSIG 웹사이트에 "연표 - draft"를 만들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요 사건 기재 및 관련 자료 링크 중

 ※ 구축되고 있는 연표는 다음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krsigkr/year-table

o 기존 한국인터넷역사프로젝트(InternetHistory.kr)에서 구축한 자료를 중심

으로 링크해두었으며, 향후 누락된 인터넷거버넌스 활동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링크할 예정

 ※ 특히 1990년대 말 이후의 활동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추가가 필요한 항목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o (현재 링크된 자료 목록)

- 1985 Pacific Computer Comm. Symposium (PCCS)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pccs

- 1986 SDN Workshop (추후 WCCW, SWCC로 변경)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sdn-workshop-wcc

w-swcc

- 1991 학술전산망협의회 (ANC) 설립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org/anc-knc

ANC 산하 SG-INET 설립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arc/sg-inet

- 1992 제1회 KREONET 심포지움 개최 

https://drive.google.com/file/d/0B7JIf_qYKeQ3aGRGUjlhb2J1aWs/view

제1회 학술전산망워크숍 (KRNET) 개최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krnet-proceed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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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ANC가 한국전산망협의회(KNC)로 개편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arc/knc

- 1995 제1회 WWW-KR 개최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www-kr

- 1997 제1회 인터넷 운영 워크숍(WIO) 개최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WIO

- 1998 Number & Name Committee (NNC) 설립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org/NNC

인터넷 표준 관리기구 RFC-KR 설립 

http://web.archive.org/web/20070927204408/http://rfc-kr.nic.or.kr

- 1999 사단법인 KRNIC 발족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org/krnic

- 200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internet) 발족 

http://www.kinternet.org/kinternet/main/main.php

- 200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설립

http://www.kiso.or.kr

- 201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발족

http://www.kiga.or.kr/history

제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http://www.krigf.kr

- 2014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출범 

http://www.kig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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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안)

붙임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안)

□ 행사개요
o 일정·장소 : 2017. 8. 7(월) ~ 11일(금), 이화여자대학교
o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o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APNIC, ISOC, KIGA, 이화여대 사회과학원,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닷아시아, APTLD, CNNIC 등

□ 프로그램(안)
o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과 보안, 아·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등 미래

ICT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기본 주제를 중심으로 세션 구성

√ 기본 소양 : 인터넷 거버넌스 정의 및 개념, 역사, 생태계 등
√ 인터넷 개론 : 분야별 이슈 및 동향
√ 과정 정리 : 모의 국제회의(토론 및 발표)

시간 1일차 (월) 2일차 (화) 3일차 (수) 4일차 (목) 5일차 (금)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과 보안
아·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의 미래, 

모의회의
폐회 및 
문화탐방

09:00~10:00 등록
[KISA]

IG관련 인터넷 법제
(교수 또는 변호사)

[DotASIA]

소속 국가의 IG 
토론(조별)

[KISA/KIGA]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 
발표 및 패널토의

총정리 세션
(KISA, ICANN)

10:00~10:30
개회식

미래부, KISA, 
ICANN 등

[APNIC]
인터넷주소 체계 

개론

[TBD - KISA] 
아·태 거버넌스 

모델
(KISA, 아태지역 

주소관리기관 등)

[MSIP]
4차 산업혁명

(미래부)

수료식 
(10:00-10:40)
KISA, ICANN

10:30~12:00

기조연설
1) 빈트 서프(구글 부사장)
2) 울프강(거버넌스 전문가)
3) 구오펭(중국정부대표)
4) 비앙카 호(차세대리더)
5) 김상헌(네이버 전 CEO)

[KISA]
국내외 인터넷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

(KISA KrCERT)

점심 및 이동

12:00~13:00 공식오찬(KISA) 점심 점심 점심

13:00~14:00
인터넷거버넌스

개요
(울프강)

[ICANN] 
 글로벌 

인터넷주소 
정책개발절차

[ISOC 
Seminar]

TBD

ICANN 모의회의 
준비

기업방문
(13:00~17:00)

&

문화탐방
(19:00~21:00)

14:00~15:00
[ISOC]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Group   
A

Group   
B

15:00~15: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5:30~16:30 [ICANN] 
ICANN 개요

[APNIC]
인터넷 인프라 

보안

[ICANN] 
(인터넷주소 관련 

현안Ⅰ)

ICANN 모의회의
(조별발표)16:30~17:30 [ICANN/DotAS

IA]
ICANN 모의회의 

오리엔테이션

[APNIC]
도메인네임시스템
(DNS) 및 DNS 보안 

[ICANN] 
(인터넷주소 관련 

현안Ⅱ)

17:30~18:30
[DotASIA]

2일차 정리 & 
조별 모의회의 준비

[DotASIA]
3일차 정리 & 

조별 모의회의 준비

18:30~ 석식 공식만찬
(APNIC/ISOC/DotAsia)

공식만찬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공식만찬(ICA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