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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정리

o 토론회 녹취록을 통해 TF에서 보고서 초안 작성 예정이며, 초안을 

바탕으로 Google Docs 등을 통해 주소자원분과 전체가 함께 보고서

작성 예정

-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확인하고 살을 덫 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소자원분과 내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

- 보고서 초안은 KrIGF에서 발표 예정이며, KrIGF에서의 토론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예정

□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세션 준비

o Journey to Korea‘s Internet Governace라는 타이틀로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구성 예정

o 세션 구성 및 역할 분배 (각 7~8분)

- 이동만 : 진행

- 이영음 : (대내적) 과거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히스토리,
(대외적)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했는지 검토

- 윤복남 : 과거의 우수사례 공유

- 오병일 : ’14년도 KIGA 재출범 이후 모습(‘다자간’ 협력 모델 

구축 및 운영)
- 전응준 : 미래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이상향

회  의  록(안)
회의명 제17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6.7.15(금) 17:30~18:30 장소 변호사회관(광화문)

참석자

(총 11인)

- 위원 : 7인

- 비위원 : 4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인숙(한국소비자원), 박기식

(ETRI),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 전응준(특허법인 유미)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비위원: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이정민, 김보영, 박신영(이상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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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차 ICANN 정례회의 결과 보고

o 이영음, 이동만, 전응준, 김보영의 결과 보고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대체

o (KIGA Action Item)

- KIGA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추진하기로 함

‣ KIGA의 At-Large Structure 인정 추진

‣ KrIGF가 IGF 웹사이트의 National IGF로 소개되도록 추진

o (KISA Action Item)

- CCT(Competition, Consumer Trust and Consumer Choice) Review 관련 

Survey 자료 공유 예정

- KISA에서 작성하는 ICANN GAC 커뮤니케 한글버전 공유 예정

o (차기 ICANN 논의 주제)

- ’16.9월 말 IANA 이양 제안서가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기 ICANN 정례회의에서는 IANA 이양 이후 필요한 

신규 위원회 구성 및 이행, IANA 이양 이후의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o (신규 gTLD 2단계에서 2자리 국가코드 허용 관련)

- 한국 정부는 ’15.12월에 ‘구체적 정책 마련시까지 모든 신규gTLD

2단계에서 2자리 국가코드 허용 불허’라는 답변을 ICANN에 제출

- 미래부 내 담당 부서 변동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나,

새로운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논의 예정

□ 차기 회의 일정

o 2016년 8월 19일(금) 14시~16시

o 회의장소: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2층(서초청사 뒤편), 중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