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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9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회의
일시 2015.11.19(목) 17:00~18:00 장소 강남363(강남역)

참석자

(총14인)

- 위원 : 8인

- 비위원 : 6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강혜영(KISA), 박기식(ETRI),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영음

(방통대), 이민수(가비아), 정선영(미래부)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참여)

- 비위원: 김보영, 박신영(KISA), 권현오*, 송강수*(ICANN 서울사무소),

사무국 2인 (존칭생략, *온라인참여)

□ 주소자원분과 임기 및 임기 시점 논의

o 현, KIGA 운영위원 임기는 1년→2년으로 변경. 주소자원분과 임기 및 

종료(시작)시점을 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내부 동의 

절차 필요 

    ※ KIGA 운영규정 제14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의 임기, 

회의록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KIGA 확대 개편 후, 초기 주소자원분과위원회의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운영

위원회 규정에 준용하여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향후 적절한 시기에는 

주소자원분과 활성화 및 신규위원 영입을 위해 위원 임기를 1년으로 변경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속적으로 분과가 개설되므로, 운영위원회와 분과 위원임기 시작(‘15.3월)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상이하게 하는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합의함

- 불참한 위원 분들에게 의견수렴 후, 임기 관련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 예정

□ 각 워킹그룹 현황보고

 <신규 gTLD 2단계에서 국가코드 허용여부 검토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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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15.12.5)을 요청함. 관련하여 허용 불가능한 문자열을 우선적

으로 선별하기 위해 11월 19일(목)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함

    ※ [붙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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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워킹그룹>

o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를 논의하고자 워킹그룹

(PPSAI WG)을 구성(‘13.6월). PPSAI WG 최종보고서가 발행될 예정

(’15.12월말). 국내 워킹그룹 가동을 위해 회의 개최 예정(‘15.11월말~12월)

     ※ 서면보고로 대체 

<IANA 워킹그룹>

o ICANN 책임성 강화(CCWG) 워킹그룹 수정보고서 요약본 발행(11.15일),

전체 보고서 발행 예정(11.30일). IANA 워킹그룹 회의에서 관련 논의 

예정(12.10일)

- Sole 멤버십과 Designator 모델의 캘리포니아 법률상의 차이를 명확

하게 이해하기 어려움(언어 및 법률 장벽).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관련 법률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 관련 법률적인 문제(Sole 멤버십과 Designator 모델의 권한의 차이점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해설자료를 ICANN

APAC 웨비나(11.24일)에서 요청 예정

□ IGF 출장결과 보고

<박윤정 위원>

o ‘15.11.9일,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10차 UN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116개국,

2,400명 등록, 1,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터넷거버넌스의 진화’ 주제에 대한 다앙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IGF 개최(Youth IGF)’가 인상적이었음

- 8개 주제(사이버 안보와 신뢰, 인터넷 경제, 포용성과 다양성, 개방성,

다수이해관계자 협력 증진, 인터넷과 인권, 중요한 인터넷 자원, 부상

하는 이슈들) 중점적으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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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사물인터넷(IoT), 법적 관할권, 온라인 무역관련 이슈,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 온라인에서 장애인들의 권리, 빅테이터 등 논의

<오병일 위원>

o WSIS+10은 ‘03년 제네바, ’05 튀니스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10년 평가를 위한 회의로 ‘15년 12월 15-16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 예정

- WSIS+10 output document 초안 발표(‘15.11.4일). 관련 초안은 UN 총회

(UNGA) 정부간 세션에서 논의 예정(11.19일~20일, 11.24~25일). 금번 IGF에서 

의견 수렴이 비정부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짐

- Output document 초안의 주된 변화(전 zero draft와 비교 시)는 zero

draft 에서 인터넷거버넌스 섹션에 포함되어 있던 ‘인권’과 ‘보안’이 

별개의 섹션으로 분리됨

o 국내에서 IGF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을 갖고 인터넷거버넌스에 참여 

가능한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인터넷거버넌스 스쿨 등 구체적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여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함

□ 내년활동 계획

o 분과위 활성화 방안으로 신규 이슈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차기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3차례 진행 예정(‘15.11월~’16.1월)

- ‘16년도 워킹그룹을 두 세 차례의 토론을 바탕으로 만들거나 인터넷주소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운영 필요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기획세션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KIGA 전체에 

공유하여 KIGA 운영 관련 이슈를 발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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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회의 일정

o 12월 10일(목) 바이솔/BYSOL(역삼동)

- 13시 ~ 14시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프로그램(KrIGF) 위원회

- 14시 ~ 15시 제10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 15시 ~ 17시 IANA 워킹그룹 

- 17시 ~ 18시 KIGA 운영위원회 

※붙임 1. 신규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국가코드 허용 워킹그룹 

      2. IGF 출장 결과(박윤정 위원, 오병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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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국가코드 허용 논의

2015. 11. 19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8차 주소자원분과 회의(’15.10.29)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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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의견 제출(~‘15.12.5)을 요청함 

- 관련하여 KISA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준용 시, 허용 불가능한 

문자열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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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차기 11월 19일(목)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 예정

□ 이후 논의 경과

o ’15.11.9, KISA는 현재까지 수렴된 가이드라인과 논의 필요 문자열 

및 KISA 제안 문자열(논의 필요문자열 603개 중 41개) 공유

< 검토 기준(안) >

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gTLD 2단계
에서의 국가코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② 각 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 문자열은 허용한다.

③ 다음의 문자열은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

③-1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시 : 비방관련 fail, sucks 등)

③-2 이용자의 혼란이나 혼동을 야기하여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자열 (예시 : 금융 등 경제 분야, 국가·공공 역할 등)

③-3 국내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자열 

③-4 차별 조장, 인권 침해, 문화적 거부감 등의 우려가 있는 문자열

(예시 : 혈통․민족․국적, 성(性), 도박, 종교, 모욕, 차별 관련 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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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윤복남 위원님 의견 

- 1차적으로 전부 허용

- 전부 허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라도 불허해야 한다면 2

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아래 불허의 취지는 실효성 있

는 사용상의 제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한국 가이드라

인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에 해당함

‣ 불허 : army, bank, casino

‣ 검토요망 : adult, airforce, bingo, navy, porn

o 오병일 위원님 의견 

- 기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그 하위 기준

만을 갖고 KISA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광범위한 불허목록이 나오

면 기준을 만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

o 김국 위원님 의견

- KISA에서 제안한 불허목록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이드라

인 자체는 나쁘지 않음

- 민감한 단어는 일단 금지하는 것이 나중에 허용 여지를 생각할 

때 안전하다는 취지라면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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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가코드) 반대 목록

모두 

허용

오스트리아(.at) 모두 허용

스위스(.ch) 모두 허용

덴마크(.dk) 모두 허용

네덜란드(.nl) 모두 허용

미국(.us) 모두 허용

<영국 영토>

 포클랜드 제도(.fk), 

사우스조지아 제도(.gs), 

핏케언섬(.pn)

모두 허용

부분 

반대

유럽연합(.eu)

community, credit, creditcard, auction, casino, bingo, law, 

trading, porn, markets, sex, site, gmail, vote, poker, lotto, bet, 

circle, college, bank, news, pharmacy, security, wine, vin

이탈리아(.it) pizza, bingo, casino

스페인(.es)

- 브랜드 TLD의 경우 정부허가 없이 허용

- casino, bingo, abogado. forex, broker, lotto, poker, voto, vote, 

pharmacy, vin, wine, theatre

대만(.tw)

- 모든 도시명(예 : london, berlin) 반대

- ally, archi, audible, auto, aws, bio, bzh, car, cars, clubmed, 

deloitte, family, fans, fire, hyundai, imdb, itv, kia, kindle, 

kpmg, man, orange, prime, progressive, seven, silk, ski, tab, 

xperia, xxx, zappos

프랑스(.fr) 및 

프랑스 영토(.gp, 

.wf, .re, .pm, .mf, 

.pf, .nc, .mq, .yt, 

.tf, .gf, .bl)

archi, army, airforce, bank, bet, bio, casino, cloud, dentist, 

doctor, domains, finance, lawyer, navy, sarl

홍콩(.hk)

- 안전장치 중 고도 제한된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문자열 반대

- ICANN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지역명 

반대

붙임  해외 사례(’15.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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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nz) airfore, army, navy

이스라엘(.il) casino, bingo, law, chat, bible, country, airforce, navy, army

베트남(.vn)
law, legal, country, airforce, navy, army, domains, school, 

university, capital

말레이시아(.my) army, navy, airforce, wtf, adult, porn, sex, lgbt

도미니카공화국(.do) country, space, host, zone, domains

모두 

반대

<영국 영토>

버뮤다(.bm), 

영국령인도양식민지(.io), 

케이맨제도(.ky), 

몬트세랫(.ms), 

세인트헬레나(.sh),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tc) 

구체적 정책 마련시까지 모든 도메인 임시 반대

중국(.cn) 구체적 정책 마련시까지 모든 도메인 임시 반대

이집트(.eg) 구체적 정책 마련시까지 모든 도메인 임시 반대

싱가포르(.sg) 모든 도메인 반대

인도(.in) 모든 도메인 반대

포르투갈(.pt) 모든 도메인 반대

몬테네그로(.me) 모든 도메인 반대

바레인(.bh) 모든 도메인 반대

러시아(.ru) 모든 도메인 반대

모로코(.ma) 모든 도메인 반대

코트디브아르(.ci) 모든 도메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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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 2015. 11. 19(목) 오후 3시~5시

o 장  소 : 강남 363바이아이디어그룹

o 참석자 : 이영음교수, 윤복남변호사, 오병일위원, 박기식위원, 김국교수, 

정선영주무관, 강혜영팀장, 김보영주임, 박신영연구원 

신규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문자열 허용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록

□ 세부 논의내용

o (오병일 위원)

-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움

-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전부 불허하고 신규gTLD가 조금 더 

활성화된 후에(예를 들어 2년 후)에 다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은 옵션임

- 신규gTLD에서의 국가코드 사용에 대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논의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

- 막았을 때의 문제점은 규제국가처럼 보일 것 이라는 것이고, 허용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워킹그룹은 워킹

그룹 자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정부에서 타 부처

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함

- 워킹그룹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구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o (윤복남 위원)

- 국가도메인이 아닌 신규gTLD 2단계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 불허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 또한 한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바꾸거나 전부 막는 것이 좋아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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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익을 해칠만한 유사한 gTLD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일이지, 이미 생성된 gTLD 2단계에서의 국가코드를 막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전부를 불허할 만큼 예민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음. 도메인 하나에 수반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불가능 함

- 공공성을 갖는 일반명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정당성이 약하다고 

생각함.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일반명사를 불허하는 데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 수백개의 신규gTLD가 오픈된 상황에 kr.bank와 

bank.kr이 혼동이 있을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보임.

나아가 bank.kr이 개인 블로그로 연결되고 있는데 kr.bank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박윤정 위원)

- 구체적 정책 마련시까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신규gTLD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며,

gTLD에서 KR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소비자 혼란 등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ccTLD의 국가성은 점점 더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신규gTLD와 

관련한 경쟁, 소비자 신뢰, 소비자 선택, 소비자 혼란 이슈 논의가 

내년에 있을 예정이니 그 이후 결정을 내려도 될 것으로 생각함

o (박기식 위원)

- 좀 늦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

o (이민수 위원)

- 한국에서 신규gTLD는 2만건이 등록되었음. 9천개 가량이 xyz이고,

실제 연결되는 사이트 자체가 거의 없음. 나머지는 기업 방어 목적임

- 전세계적으로 봐도 신규gTLD의 등록률이 미미하며 .com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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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허용 혹은 모두 불허가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공공분야, 성 

관련 문자열로 최소화해서 불허하는 것이 좋겠음

- 추가 정보로, 신규gTLD는 등록비가 비싸 일반 고객이 많이 사용하지

않음. 기존 gTLD의 원가가 10달러 이하인데 비해, 신규gTLD는 최소

20달러에서 백달러가 넘기도 함

o (이영음 위원장)

- 도메인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모두 오픈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최

근 국제정세를 생각했을 때 군 관련 등의 문자열에 대해서는 보호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에도 보류에 다양한 옵션이 있으므로 결정 필요

- 신규gTLD가 활성화 되고 타국의 사례를 충분히 본 후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임 

- 신규gTLD가 전체 도메인시장에서 5%가 안되고,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함

- 상징적으로 불허가 필요하다면 bank, army, airforce, navy, sex,

adult, porn, xxx정도가 좋음. 폭넓은 동의를 얻은 목록화는 쉽지 않음

o (김국 위원)

- 임시방편이 고착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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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o 신규 gTLD가 오픈된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을 근거로 모든 문자열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모든 문자열을

오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o 따라서 워킹그룹에서는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검토 기준(안) >

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gTLD 2단계
에서의 국가코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② 각 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 문자열은 허용한다.

③ 다음의 문자열은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

③-1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시 : 비방관련 fail, sucks 등)

③-2 이용자의 혼란이나 혼동을 야기하여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자열 (예시 : 금융 등 경제 분야, 국가·공공 역할 등)

③-3 국내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자열 

③-4 차별 조장, 인권 침해, 문화적 거부감 등의 우려가 있는 문자열

(예시 : 혈통․민족․국적, 성(性), 도박, 종교, 모욕, 차별 관련 단어 등)

o 불허해야하는 문자열이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워킹그룹에서는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차원

에서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목록을 제시함

- 공공 및 성 관련 문자열 : bank, army, airforce, navy, sex, adult,

porn,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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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 10차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
출장 일정 (11월 6일 ~ 11월 16일)

1. 일시: 11월 9일 ~ 13일 (Day 0 ~ Day 4)

   장소: 조아 페소아, 브라질
※ 조아 페소아가 속한 페라이아주의 재정후원으로 운영됨

   참석자: 116개국의 2400명 등록 (추가 온라인 참석 1000명)
※ 50개의 원격 온라인 회의가 생중계 됨 
※ 멕시코,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란,뉴질랜드 등
※ 제안: 2016년 UN IGF회의 원격회의 중계 검토 필요 

   주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화: 지속가능한 개발

   세션: 150여 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개최됨

   차세대 IGF 개최 (Youth IGF): 70여 명의 참가자들
※ 주로 남미 차세대 참석자들과 소수의 유럽 및 아시아는 넷미션을 

통해 홍콩 및 싱가폴 참석
※ 후원: CGI.br, ISOC, Verizon  

   UN IGF 사무국: 제네바에 소재 
※ UN IGF 사무국에 각 국 정부 지원은 생각보다 미미함. 핀란드, 

미국 순. 미국의 경우 40만 USD (약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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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무국의 정규직 인원은 4 명으로 늘었으며, 인턴 및 Fellow
를 포함 9명 근무. 그 외 다양한 컨설턴트들이 고용되어 포럼의 정
책 작업을 강화하고 있음.

※ DESA는 공석인 사무국장 자리 위치 및 성격 논의 중. 원래 D2에서 
P5레블로 조정할 수 있음.

2. 제 10차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이하 UN IGF)는 (1) 2015년 9월 
UN에서 승인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 새롭게 부
각된 개발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2) 2015년 12월 UN 총회에서 논의될 
WSIS+10 검토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3. 다음 여덟가지의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결과 중심의 논의 유도
   (1) 사이버 안보와 신뢰
   (2) 인터넷 경제
   (3) 포용성과 다양성
   (4) 개방성
   (5) Multi-stakeholder 협력 증진
   (6) 인터넷과 인권
   (7) 중요한 인터넷 자원
   (8) 부상하는 이슈들

4. 다양한 UN 기구들, 국제기구들, 인권 관련 UN 특별보고관들, 인터넷 거
버넌스와 관련된 새로운 이니셔티브 등이 참여하면서 UN IGF 논의
가 한층 격상됨.

   (1) UN 및 국제 기구들의 참여: 

    UN DESA: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신 DESA 사무차장, 레니몬티엘 및 
DESA 직원 들 다수 참여

    ITU: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력관계 강화 및 Connect2020
    UNCTAD CSTD: WSIS+10 검토
    UNESCO: 인터넷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다양한 워크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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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6년 ICT 장관회의 관련 논의
    Council of Europe (CoE): 인권과 관련된 논의
    UN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인권 논의 주도    

   (2) UN 관계자들: 

   UN WSIS+10 검토 공동 의장 참석하여, UN IGF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메인세션으로 넷문디알 형식에 기초하여 진행됨) 

Mr. Janis Mazeiks (라트비아 대사)
      Ms. Lana Zaki (UAE 대사)  

※ 회의 결과는 향후 고위급 UN WSIS+10 검토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

   표현의 자유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패널 참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UN 특별 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다수 패널 참여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 위원회 (GCIG)
2016년 3월 경 세계 경제 포럼의 인터넷 거버넌스 보고서 발간 예정

  넷문디알 이니셔티브 (NMI)
내년 3월 마드리드에서 차기 회의 개최
현 이사회 임기는 2016년 6월에 종료 예정
사무국: 브라질 CGI.br 한 명, 세계 경제 포럼 한 명, ICANN 한 명
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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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해야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을 아우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성장 가능성을 
지켜 보고 있음.  

  이태리 의회의 “인터넷 권리장전 논의” (법적 지위 없음) 브라질 인터넷 
권리장전(법적 지위) 논의와 더불어 브라질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추진
하고 있음

5. 2015년 UN IGF회의는 (1) 사물인터넷 (IoT), (2) 법적 관할권, (3) 온라인 
무역관련 이슈, (4)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 (5) 온라인에서 장애인들의 권리 
(6) 빅데이터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짐  

6. 인터넷 정책 논의 활성화

   "차세대의 천만 인터넷 이용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정책"논의는 향후 다음 
UN 회의들에 제출될 예정.

(1) UN 총회 제 2 위원회 
(2) ITU 이사회 
(3) UNESCO 이사회

   2015 Best Practice 포럼 (BPF)은 메일링 논의를 통해 다음 정책 논의
를 지속적으로 해 옴. 정책 보고서 발간 혹은 예정. 

(1) 스팸 대응 정책 (Regulation and Mitigation of     
Unwanted Communications)

(2) 사이버 안보 긴급 대응팀 (CSIRTs)
(3) 의미있는 Multi-stakeholder 참여 메카니즘 개발

      (4)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온라인 폭력 대응
(5) IPv6 채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6) 성공적인 인터넷 교환기 (IXPs) 설치를 위한 환경 조성
※ 포럼의 보고서는 UN IGF 사무국이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출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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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인 연합 (Dynamic Coalitions, DCs) 보고 세션 마련됨
(1) 장애와 인터넷 접근 (Accessibility and Disability, DCAD) 

         ※ ITU의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음 
(2) 주요 인터넷 가치들 (Core Internet Values, DCCIV
(3) 인터넷 권리와 원칙들 (Internet Rights and Principles, DCIRPC)
(4)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DCNN)
(5) 플랫폼의 책임성 (Platform Responsibility, DCPR)
(6) 도서관에서 인터넷의 공공접근 (Public Access in Libraries, DCPAL)
(7) 여성과 인터넷 거버넌스 (Gender and Internet Governance, DCGIG)
(8)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DCIoT)
※ 대부분의 DC는 프로젝트들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젠더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연합

(DC)을 생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함.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DC가 결성됨
(1)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 (Child Online Safety, DCCOS)
(2) 책임성 (Accountability, DCA)
(3)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DCFoE)

7. 인권 논의와 윤리 논의 강화

인권 및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세션들이 구성됨. 
(1) 온라인 비방 (Hate Speech)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자, 시민기자들 보호
(3) (온라인을 통해) 급진화되는 청소년들 보호
(4) 개인정보 보호 (Privacy)
(5) 여성과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권리 보호
(6)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들의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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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UN IGF 회의는 UN 및 정부 고위급, 기업의 고위급 의사 결정자, 학계, 시
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역동적인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진화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임.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양
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UN IGF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정부의 경우 작
년 이스탄불 회의에 이어 다니엘 스펄바다 ICT 대사를 수석대표로 30여명
이 넘는 대규모 정부대표단을 꾸려, 각 국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짐.  
   
많은 유럽 국가들은 대사 및 고위급 정부 대표들을 보내고, 이번 회의에서
도 IANA 관리권 이양 관련 유럽 정부들간 GAC회의를 개최하기도 함. 
IANA 관리권 이양 그룹인 CCWG도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
함. 논의 진전에 따라 11월 15일 (일)에 30 페이지에 달하는 1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11월 30일에 커뮤니티에 회람될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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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GF 출장 보고서 

- 작성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일시 : 2015.11.9-13 
- 장소 : 브라질 주앙페소아(João Pessoa)  
- 홈페이지 : http://www.igf2015.br/

1. WSIS+10 

(1) 경과 
- WSIS+10은 2003년 제네바, 2005 튀니스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10년 평가를 위한 

회의로 2015년 12월 15-16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 11월 4일  WSIS+10 output document 초안이 발표됨. 이 초안은 11.19-20일과 24-25일, UN 총회

(UNGA) 정부간 세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이번 IGF에서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비정부 당
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음. 

- DAY 0(11.9), APC/IFLA/IDP 공동주최로 “WSIS+10 Review” 세션 개최. 이 행사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현재까지의 WSIS+10 진행 경과를 소개하고, Output document 초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UN 총회 WSIS+10 공동촉진자(Co-facilitators)인 Mr. 
Janis Maieiks와 Mrs. Lana Zaki Nusseibeh 도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음. 

- DAY 1(11.10), 메인 세션으로 “Ten-Year Review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Developing Messages from the IGF Community” 개최. 

(2) Output document 초안의 주된 변화(그 이전 zero draft와 비교할 때) 
- zero draft 에서 internet governance 섹션에 포함되어 있던 인권(Huma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과 보안(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이 별개의 섹션으로 분리됨. 이에 
따라 초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Preamble
1. ICT for Development 
1.1 Bridging the Digital Divide
1.2 Enabling Environment 
1.3 Financial Mechanisms
2. Huma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3.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4. Internet Governance 
4.1 Enhanced Cooperation
5. Follow-up and Review

- ICT for Development 섹션
* APC 등 시민 사회가 요구한 문장이 일부 추가됨.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full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가능하게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 섹션의  infrastructure sharing, community based 

approaches, efficient allocations of spectru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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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섹션 
* 블로거, 저널리스트, 온라인 시민사회공간에 대한 보호 추가됨(38조) (권위주의 국가에서 블로거 및 저널

리스트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나 탄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UN 총회에서의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의 일부 문구가 추가됨. (42조)
* 독립된 섹션으로 된 것은 긍정적이나, 국제인권법에 대한 명시, 인권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시, 익명성 및 암호화에 대한 내용, 스파이웨어 등 인권 침해 기술을 사용한 감시 
및 대량 감시의 문제 등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음. 

- 사이버 보안 
* 사이버 보안 역시 독립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G77 및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enhanced role”에서 “leading role”로 강화됨. (45조)
* 여성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cyber violence)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46조) 이는 필요한 내용이지만, 사

이버 보안이 아니라 인권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임. 
* ICT 보안에서 역량 강화 조치 및 기술적 지원 필요성 추가됨 (49조)
*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국가 보안(national security) 혹은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다뤄지는 것, 이에 

따른 정부의 네트워크 통제 강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존재함. 시민사회는 이용자의 신뢰 및 보안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인터넷 거버넌스 
* 서문에서는 multi-stakeholder 원칙이 언급되고 있지만(7조), 이후 multi-lateral 이 곳곳(12조, 50조)에 등

장함. 
*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살아있음은 긍정적.(53조)
* zero draft에 있었던 ‘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internet governance’에 대한 언급은 삭제됨. 
* IGF 10년 연장 명시.(zero draft에서는 5년이었음.) 다만, UN CSTD에 IGF 개선 워킹그룹의 권고 이행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물, 작업 모델, 개도국 참여 등(outcomes, working 
modalities, and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from developing countries)에 있어 진전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함. (54조)

* Enhanced cooperation 관련하여, zero draft에서는 69, 71항만 언급하였으나, 초안에서는 69-71항이 모
두 명시됨. (69는 enhanced cooperation의 필요성, 71은 UN 사무총장이 이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 
70은 enhanced cooperation이 주소자원에 대한 공공정책 개발을 포함한다는 내용임) 

* UN 사무총장(Secretarty General)에게 UN 총회 71 특별세션 때까지 EC의 이행 정도와 이를 촉진할 방
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함.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with input 
from all stakeholder”을 명시하고 있음. 

- Follow up + Review
* 진전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2025년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개최 요구.  zero draft에서는 

World Summit 개최도 옵션으로 있었으나 High Level meeting이 선택됨. 

(3) 참고 
- WSIS+10 홈페이지 : http://unpan3.un.org/wsis10/
- CCG’s Analysis of the WSIS+10 Draft Outcome Document- Initial Thoughts
- APC의 WSIS+10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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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중립성과 Zero-rating 

- 2015 IGF에서는 망중립성과 zero-rating 이슈가 여러 세션에서 (지겹도록) 많이 다루어졌음. 
WS 156 Zero-rating and neutrality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11.11)
WS 79 Zero Rating, Open Internet and Freedom of Expression (11.13)
main session : A Dialogue on “zero rating” and network neutrality (11.12) 

- 이 외에도 망중립성 Dynamic Coalition 세션 및 망중립성 관련 세션도 개최되었음. 
- 11.10 에는 해외 정보인권단체인 ACCESS가 주관한 zero rating에 대한 “show-and-tell” 세션이 개최되

었으며, 오전에는 zero rating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오후에는 시민사회 내의 토론이 있
었음. 

- Zero rating 이란 통신사업자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무료 접근을 허용하는 사업 모델로서 최
근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특히 페이스북의 internet.org(이는 free basic 으
로 최근 이름이 바뀌었음) 서비스의 경우, 망중립성 침해라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그러나 zero rating 의 형태가 다양하고 (free basic과 같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무료 모바일 접근
을 제공하는 형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특정 SNS의 이용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데이터 
패키지의 제공 형태, wikipedia 와 같은 공공적 웹사이트에 대해서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형태 
등), 국가에 따라 (개도국에서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상황이 
다름) 혹은 경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독점적인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하위 통신사업자가 경
쟁력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이를 분석하는 틀도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에서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zero rating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zero rating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우려는 없는가 등) 여전히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또한, 경제적 측면, 인권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3. 프라이버시 

- IGF에 올해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된 Joe Cannataci 가 패널로 참여한 세션이 많이 있었
음. 

- OPEN FORUM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The Council 
of Europe -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에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서의 Joe Cannataci 
의 향후 3년 임기에 대한 구상을 들을 수 있었음. 이 세션에서 그는 자신의 10가지 계획을 설명하였음. 
(아래는 그의 PPT 자료)

1) a better, more detailed and more universal understanding of what is meant by “the right to 
privacy”

2) Awareness-building amongst citizens
3) a more structured, more open, more comprehensive, more effective and most importantly an 

on-going, permanent dialogue between the different stakeholders 
4) clearer and more effective safeguards which prevent infringement of privacy and real remedies in 

those cases where an infringement actually occurs
5) developing effective technical safeguards including encryption, overlay software and various other 

technical solution 
6) more effective dialogue with the corporate world with current business models where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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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heavily monetised 
7) the value of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s in privacy-protection mechanisms (Eg ICDPPC)

national law +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 
EU Directive 46/95 (and its successors) 

8) harness the energy and influence of civil society 
9) Cyberspace - 

mass surveillance 
Cyberwar 

10)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Which legal instrument?
A new multilateral treaty? 
A number of new multilateral treaties, each dealing with different issues eg surveillance, 

crime, reputation? 
A new recommendation? Several new recommendations
Development of existing agreements? 
All of the above? 

4. 한국 참여자들의 IGF 참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번 IGF에 한국에서는 공공 기관에서 3명, 학계 1명, 시민사회 2명 참여. 
-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한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획 필요.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의 일환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School on Internet Governance)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SIG
가 단지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KrSIG 를 AprIGF (& APSIG) 및 IGF 참여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IGF에의 참여는 단지 행사에의 참여 뿐만 아니라, IGF에서 다뤄지는 이슈 활동/커뮤니티에
의 참여까지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wsis+10에 대한 의견 제출, Dynamic Coalition 이나 Best 
Practice Forum 등) 

- Connecting the Next Billion 이나 Best Practice Forum 의 경우, 각 지역 및 국가 단위의 IGF에서도 의
견을 수렴하였는데, KrIGF의 경우에도 AprIGF 및 IGF의 주제와 연계하여 기획을 하고, KrIGF 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를 AprIGF 및 IGF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