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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Items

o 1차 토론회 개최 

- ’16.5.20(금) 14:00~16:30,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선릉역, 예정)

- 발제자별 10~15분 분량 자료 준비

    ※ 이영음 위원 : 인터넷거버넌스 국가별 모델 비교, 이동만 위원 :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역사(안정배 위원 협조)

o 아태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개최시, KrSIG 협조 및 KIGA 후원

추진과 세션별 발표자로 KIGA 멤버 활용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TF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1차 의견수렴 결과 보고>

o ’16.3.3~4.18, 이메일 및 의견제출 홈페이지를 통한 1차 의견 수렴 

진행결과, 총 4명이 의견 제출(윤복남, 박지환, 안정배, 오병일)

o 의견서에서 도출한 4가지 주요의제

회  의  록(안)
회의명 제14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시 2016.4.28.(목) 14:00~16:30 장소 KISA 서초사무소(강남역)

참석자

(총18인)

- 위원 : 9인

- 비위원 : 9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동만(KAIST), 박기식(ETRI),
송인우(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민수(가비아),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김 국(서경대),
전응준(유미특허법인)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참여)

- 옵저버: 임준형, 박민정, 김보영, 박신영(이상 KISA), 김태은(KISDI),

황인표, 송강수(ICANN 서울사무소),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이호선(Brights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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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거버넌스 및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이해 및 공유

- 과거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및 Best Practice 도출

- 전문가 양성 등 향후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구조 개편 방안

o 주요 의제 선정 후 5월~7월(월 1회) 의제에 대한 심화 토론을 

진행하며, 기조 발제 및 패널 토론, 자유 토론 형태의 토론회를 

제안함(필요시 1박 2일 워크샵 개최)

- (1차) 멀티스테이크홀더 원칙과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평가

    ※ 주요의제 :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원칙 공유, 과거 주소자원 거버넌스 평가, 

Best Practice와 개선점

- (2차)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 주요의제 : PDP 등 개선 방안 제안  

- (3차)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법제도적 개선 방향

    ※ 주요의제 : 주소자원법, 해외 사례 등 법제도적 개선 방향 

< 논의 내용 >

o (1차 토론주제) 멀티스테이크홀더 원칙과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평가

    ※ 주요의제 :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원칙 공유, 과거 주소자원 거버넌스 평가, 

Best Practice와 개선점

- 멀티스테이크홀더 원칙은 국제포럼 및 여러 행사에서 도출된 

‘인터넷거버넌스 원칙’을 reference로 삼되, 국내 거버넌스에서 부족한

부분,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 멀티스테이크홀더의 정의와 구현방법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케이스를 검토해보고(해외 사례 연구자료 참조) 국내 IG/MH

원칙, 프로세스 개선점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Best Practice 검토는 정부/민간/사용자간 논의가 시작된 ’98년 

(NNC) 사례부터 검토되어야 함(예 : 한글도메인, 2단계 도메인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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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3차 토론주제)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 소주제로 개선방향, 법제도적 개선방향, 주소 이상의 인터넷거버넌스 이슈 포함

- 인터넷주소자원법 자체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정부에게 예민한

이슈이므로 거버넌스 제도 개선의 한 방향으로 주소자원법을 

논의하는게 좋을지, 별도 논의하는게 좋을지는 추가 고민이 필요

- KISA 입장에서, 본 보고서가 법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도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주법 틀에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 지향

및 원칙 추가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람  

- 법제도 개선 없이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논의의 장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논의결과를 정책에 제안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번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 도출 희망

    ※ 지속성 차원에서 제도화, KRNIC의 분리 및 민간 관리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한국 주소기반의 인터넷거버넌스가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주소를 넘어 인터넷거버넌스까지 논의되어야 함

-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인터넷

주소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정부의 어려움,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견해 및 개선방향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함

- 3차 토론회는 입법부(국회)와 협의해서 주최하는 방향으로 검토

o (토론회 구성)

- 기본 발제자 및 멀티스테이크홀더로 패널 구성(60분)

- 자유토론(90분)

< 1차 토론회 >

o (일시 및 장소) ’16. 5. 20(금) 14:00~16:30,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선릉)

o (주제) 멀티스테이크홀더 원칙과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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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원칙 공유,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평가를 통한 과거 바람직한 사례 발굴 및 개선점 발굴

o (발표)

- 인터넷거버넌스 국가별 모델 비교(이영음 위원)
     ※ 최종 정책결정 주체 및 영향받는 주체에 대한 ICANN, 국내, 해외모델 비교

- 국내 인터넷거버넌스 역사(이동만 위원)
     ※ ’98년 이전 / ‘98~’09 / ‘09~로 구분

- 이해관계자 별 입장에서의 Best Practice, 문제점, 활성화 필요 부분

(패널별)

□ 아태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준비 현황 공유

o 필요시 KrSIG 협조, KIGA 후원, 세션 발표자로 KIGA 멤버 포함하여 

진행 예정

- 대상이 주로 국내 대학생 대상이므로 학생참여와 홍보요청이 필요

하며,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o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한국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 좋을 듯함

- 참석자 관심유도를 위해, 앞부분에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후반

부는 한국 사례에 대해 발표 필요

□ WHOIS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현황보고

o PPSAI 워킹그룹의 최종보고서가 금년 1월 GNSO 이사회를 통과

했으며, 현재 ICANN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는 중

o 도메인등록인이 도메인 등록정보를 가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비

스를 프라이버시 서비스라고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도메인등록이 불가할 때 도메인 등록대행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프록시 서비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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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F MAG(멀티스테이크홀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o 서면보고 대체

□ 기타

o 신규 참석자 : 이호선(Brights Consulting)

□ 차기 회의

o 1차 토론회 : ’16.5.20(금) 14:00~16:30, 주소자원분과 : 16:30~17:00

o 2차 토론회 : ’16.17(금) 14:00~16:30, 주소자원분과 : 16:30~17:00

o 장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