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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Items

o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관련 일정

- 8월 26일: 보고서 1차 수정안 공유

- ~ 9월 9일: KIGA 내 의견수렴(comment)

- 9월 19일: 보고서 2차 수정안 공유

- 9월 23일 : KrIGF 기획세션에서 보고서 초안 발표

회  의  록(안)
회의명 제18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6.8.19(금) 14:00~16:00 장소 서초 동아타워 2층 중회의실

참석자

(총 15인)

- 위원: 9인

- 비위원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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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철(KISA),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전응준

(특허법인 유미)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비위원: 김태은(KISDI),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이호석

(Brights Consulting), 천무호, 김보영, 박신영(이상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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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작성 논의

<보고서 초안(8.19 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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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

o (윤복남)

- 참여부족에 대한 현황분석과 제도화에 대한 개선방안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지 보고서 방향이 필요

- 개선방안에 인터넷거버넌스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적 원칙 중 한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remind 하거나, 원칙에 

대한 일반적 공유의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음

- 국내이슈와 국제이슈 간의 연관성이 부족. 둘 간의 연관성이 나타

나야 함

o (오병일)

- 본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떻게 ‘합의’를 확인할 것인지, KIGA를 

대표하는 의견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이 중요함

- 전체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를 이룬 부분은 합의된 내용으로 정리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개별 의견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음

o (이동만)

- ‘보고서’라는 제목보다는 그동안의 평가와 발제문, 녹취록을 포함한

‘리포트’정도로 발표하는 것이 좋겠음

- 인터넷거버넌스 논의가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폭넓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함임

- 본 보고서 작업을 통해 현황과 분석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고 

개선방향은 제안사항으로서 별첨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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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태은)

- 국제기구에서 결과물 도출을 위해 회원국 내 컨센서스를 요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수 의견에 대해 record를 남김. 국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합의 

확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함

o (전응준)

- 정부쪽의 참여와 기업의 참여 두 가지에 대해 가장 고민 되어야

하고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음

‣ 인터넷거버넌스는 1개의 부처에서 모두 커버할 수 없는 이슈이

지만, 정부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ICANN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음. 국내 기업

들이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슈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함.

o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 부분에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o 기획세션을 통해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여 KIGA 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할 예정임

- 8.26까지 1차 수정 → 9.9까지 KIGA 내 의견 수렴 → 9.19까지 2차 

수정 → KrIGF 기획세션에서 발표

- 기획세션 패널은 정부, 기술계, 기업, 학계로 구성할 예정이며,

국회 입법처 심우민박사 섭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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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APrIGF 결과 보고 (세부내용은 결과 보고서 참고)

o (안정배)

- (APILP 프로그램)

‣ ’14년 이례 APrIGF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옴

‣ 학부생들과 대학원생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Asia Pacific지역 

전반을 통해서 fellowship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20대 분들이 40여명정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 보여 인상 깊었음;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리더 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멤버들이 강연자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모습을 보임

- (워크숍 10: Security and Management of Internet Content from Overseas)

‣ 각국의 인터넷 내용 정책을 관전하는 국가의 기구들이 규제 

방식을 소개함

‣ 페이스북의 모든 포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Report post” 기능을

소개하며, bottom-up 방식의 규제 기준을 소개하였는데,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Consensus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 규제(안)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고, 페이스북이 하는 

bottom-up 방식의 Report post을 통해서 내용 규정 변경 방식에 

대해서 많은 참여도가 있었음

‣ 정부 규제의 원칙을 변경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느껴졌고,

페이스북 경우, 유저가 직접 보고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며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o (오병일)

- 제안했던 워크숍: 67번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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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ive Surveillance와 비교해서 Targeted Surveillance를 구별하는 

초점 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있어서 RCS 같은 해킹을 

도입하는 것이 절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던 취지였음

‣ RCS 같은 해킹 틀은 기존의 기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모르게 

보안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기법임; 이것이 실제로 테러방지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음

‣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으로는 RCS가 도입이 되더라도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 절차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음

-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ICT관련이나 통신에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실제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수사기법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음; 법안 자체가 무모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안이 있음

‣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고, 법에 절차나 승인요건이 규정되어야 함

‣ 실제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감독이나 인권

침해가 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야 함

‣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및 

기술적인 수단 마련될 필요가 있음

- (Freedom Online Coalition)

‣ 정부와 몇몇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인데 인터넷에 관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작업을 하는 기관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하고 있지 않음

- (하버드 법안 센터)

‣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효과를 높이는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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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에서 각 단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음; 결정사항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하며 

Brainstorming 성격의 회의였음

o (KISA)

- 주소자원, 정보보호, 거버넌스 세션에 참석 하였음

‣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참석률이 증가 하였는데 이만큼 거버

넌스 논의가 중요해 지고 있다는 의미인것 같음

‣ 주로 주소자원과 정보보호, 인권 논의가 되었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한 반면에 정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주소자원 세션:

‣ IPv6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었고,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시장 환경의 변화가 주소사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팝업효과에 대해 논의가 되었음

- 정보보호 세션:

‣ 동남아와 서남아 국가들의 사례와 방안 공유를 통해 사이버보안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대다수 국가가 사이버보안 관련 기구와 협력을 맺고 있었고,

주로 FIRST나 APCERT와 협력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었음 

- 거버넌스 세션:

‣ 최근 화두인 IANA 이양 이슈가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적 균형을 위해 아태지역의 적극적 참요가 중요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발언이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 기타 주제:

‣ APrIGF와 UNIGF를 연계해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음



- 11 -

o (전응준)

- 개인적으로는, IGF는 인터넷거버넌스를 논의하는 포럼의 장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다른 상황과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공감을 이루는 토론을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느꼈음

□ IGF 다자간전문가자문그룹(MAG) 현황 공유(KISA 천무호 책임)

 o ’16.12월,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포럼(2016 IGF : 멕시코 과달라하라,

12.6~9)이 개최 될 예정임

- IGF는 ‘통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인권, 다양성, 통합성,

인터넷경제, 정보보호 및 주소자원 등에 대한 약120여개 소규모 

세션으로 구성 예정

- ‘16년 멕시코 IGF 관련 270여개의 공개 워크숍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하여 88개의 제안서를 선정하였고, 제3차 MAG 회의까지 

20개 정도의 제안서를 추가 선정 예정

     ※ 개도국, 주제, 지역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MAG 위원 논의를 통하여 선정

 o 국가/지역별 IGF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외 거버넌스 전문가들과 의제 발굴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주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KrIGF→APrIGF→UNIGF)이 필요

o ‘16년에는 IGF 워크숍 신청 기간 4월~6월이였음. KrIGF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2016 KrIGF세션 중 2~3개 선정하여 IGF 워크숍 신청 

기간에 제안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 결과 공유 

o 지난 8월 8일~12일 연세대에서 KISA와 ICANN 협력 프로젝트로,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아카데미가 개최되었음

o 프로그램은 아·태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였고, 국내의 경우 학생들뿐 아니라 국내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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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초대하여 거버넌스에 대해 

교육하는 기회가 되었음

o 강의자들은 주로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 임원진들로 구성되었고,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해서도 KIGA 위원님들이 세션을 구성

해 주셔서 잘 진행되었음

‣ 교육 과정은 인터넷거버넌스 개요부터, 역사, 생태계, 인터넷주소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국가별 거버넌스 모델,

Multi-stakeholder Policy Making 과정 등으로 구성됨

o 총 4인의 우수 수료자를 선정하였고, 한국 수료자를 대상으로는 

차기 ICANN 및 IGF 회의 참석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예정

□ 차기 회의 일정

o 2016년 10월 21일(금) 14시~16시

붙임. 2016 APrIGF 결과보고서(KISA, 전문가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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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6 APrIGF 결과보고서

제7차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APrIGF)
국외 출장결과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센터

□ 주요내용

o (회의전반) 주소자원․정보보호와 더불어 인권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한 반면, 정부의 참여(대만, 일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o (주소자원) 연결성 측면에서 IPv6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강조 되었고,
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시장 환경의 변화가 

주소사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논의에 반영되었음

o (정보보호) 동남아와 서남아 국가들의 사례 및 대응방안 공유 등을 

통한 사이버 보안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o (거버넌스) 화두인 IANA 이슈는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적 균형을 위해 아·태 지역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촉구가 있었고,
기타 주제에서 UN IGF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움직임이 관찰됨

□ 시사점

o APrIGF는 특정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인터넷 상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다수이해관계자가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일한 아·태 지역 융합토론장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

o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과 신기술 도입으로 주제는 주소 중심에서 

정보보호, 인권, 양성평등 등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

되며, 기존 주소사업도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

o 국가–지역–글로벌 IGF 간 논의와 협력이 활성화 되는 추세이며,
KISA는 IPv6, DNS 보안 등 주소사업과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아젠다 설정과 글로벌 논의 주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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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 : 2016. 7. 26(화) ~ 7. 30(토)

◆ 개 최 지 : 대만 타이페이

◆ 출 장 자 : 전 응 준(유미 법무법인)

2016. 7.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출장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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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81.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and Implications for the 

Next Billion 

o 개    요

제안기관 ICANN

제 안 자 Mr. Kelvin Wong

참석인원

주요패널

Sopheap Seng(National Institute of Post Telecommunication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itinan 

Kooarmornpatana(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Phonpasit Phissamay(E-Government Center,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armad Hussain(ICANN)
‘

o 주요내용

- ICANN은 한자, 타이문자, 키릴문자, 아랍문자 등의 다국어 도메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함

- 한자를 포함하여 문자를 공용하는 나라에서는 동일 문자의 variant 등

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이 Label Genera

tion Rules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함.

- 본 워크샵은 크메르, 라오스, 타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IDN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도 제공

1. IDN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및 그것이 일반이용자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2. Generation Panel(GP)를 형성하는 경험의 공유

3. 도메인 이름에서 교차 문자 유사성을 다루는 각국 커뮤니티의 협동적 작업 

방법에 대한 공유

4. GP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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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 IDN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 아랍, 크메르 문자에 대한 LGR은 완성되었으나 키릴, 미얀마 문자등은 

LGR 진행이 초기단계로 보임. CJK는 금년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은 이체자 문제를 없는 것으로 보아, CGP와 KGP가 제시한 이체자 

규칙을 그대로 수용할 생각임

- CJK 특히 CK간에 200여개의 이체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일본은 한자도메인 논의에 관하여 상표권자와 협의를 한바 있고 JGP

논의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pubilc comment를 받는다고 함

• 상표권자들은 IDN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며(상표관리가 어려우므로)

이체자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음

- 현재 CJK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 문제는 1) CJK간에 이체자 범위를 

조정하는 것 2) allocatable label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ICANN IP 요청) 임

o 시사점 

- 일본 JGP의 사례를 참조하여, CJK 또는 KGP논의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public comment를 받는 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함

□ WS 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

o 개    요

제안기관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제 안 자 Mr. Ming Syuan Ho

참석인원

주요패널

Jiwon Susanna Sohn(Korea Internet Transpareny Project), 

Benjamin Zhou(Hong Kong Transparency Report), Clement Yongxi 

Chen(Hong Kong University), MingSyuan Vincent Ho(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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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내용

- 2011년 구글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후 세계 각국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투명성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투명성 보고서 

대부분은 자기 내부의 통계자료를 원용할 뿐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이는 해당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현재 시점에서 정부 통계자료를 원용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지역은 홍콩, 한국, 대만에 불과함

- 정부가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임

- 본 워크샵의 패널은 아시아 각국의 어려움과 해결책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임

o 논의내용 

- 홍콩은 2014, 2016 두 번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위 보고서는 정부 관련 자료를 2가지 방법 즉 입법부의 질의에 대한 

정부 회신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민간의 청구에 의해 확보하였음.

• 구글 등 7개의 회사가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

였음(모두 외국회사)

• 정부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 외국의 서비스제공회사가 홍콩정부의 자료제공요청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대략 40%의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 다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자료제공요청은 

급격히 늘고 있음(2014년 Occupy 운동 이후). 2014년 6월 이후 16명 

이상의 사람이 페이스북, HKGolden 등에서 행한 온라인 표현 때문에

체포되었음

• 정부는 법원 영장에 의하여 진행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음.

• 정부부처 마다 자료제공요청과 공개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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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에서 진전된 상황도 있음. 정부는 자료제공요청 내역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예컨대 공개된 정보의 항목이 7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음. 2년마다 국제투명성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발표

하기로 했는데 2016년 처음 발표되었음.

• 시민단체의 정부에 대한 권고 : 정부의 자료제공요청 실무에 대한 검토

절차를 확립할 것.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 대만은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상당수의 통신감시 사건이 있음

• 일부 정부 부처는 인터넷 기업에게 자료 요청이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함

•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 기업이 발표한 통계가 상이하여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음

• 정부는 1234건 요청하여 1229건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

다고 발표하였으나,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비율은 30% 정도임.

• 정부 부처간에 일관된 자료요청 가이드라인이 없음. 자료요청 절차가 

부처마다 상이하고 불투명함

• 통신감시법의 적용이 통신회사에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 전반적인 

권리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

• 통신회사, 인터넷기업이 자체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바 없음

- 질문

• intermediary 책임 면제(마닐라 선언)이 작동하지 않는가(폴 윌슨)

• internal content와 external contents간에 차단방법의 차이가 있는가.

o 시사점 

- 일부 국가의 경우 통계 자체의 불투명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투명성

확보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투명한 공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국경간 조치에서 외국기업의 프랙티스가 정부 요청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 간격을 메울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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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r 8.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o 개    요

제안기관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 - IITCOE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 Point of 

View

제 안 자
Ms. Jyoti Panday (CIS), Mr Winston Roberts (IFLA), Ms Smita 

Vanniyar (Point of View)

주요패널

KS Park(OpenNet Korea), Loreana Jaume-Palasi(Ludwig 

Maximilians Universit), Matthias spielkamp(iRights.info), Joyti Panday

(Centre for Internet and Soicety), Yasuyo Inoue(IFLA), 

Chinmayi Arun(Centre for Communication Governance), Hernán E. 

Vales(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ica 

Dumlao(Philippine Internet Freedom Alliance), Nighat Dad(Digital 

Rights Foundation), Smita Vanniyar(Point of View)
‘

o 주요내용

- 본 워크샵은 EU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이 촉발시킨 정보

접근권에 대한 충격, 기술기업의 정책결정의 변화,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개인의 권리 등을 검토하고, 그것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 ‘잊혀질 권리’ 논의에서 논의될 것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기억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인가. 누가 정보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이는 국가는 어디인가.

- ‘잊혀질 권리’ 판결은 공공성(publicness)의 개념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

대중의 권리를 거의 다루지 않았음. 본 워크샵은 공공성의 개념에 

집중하고 EU 바깥 지역에서 ‘잊혀질 권리’ 판결이 실현될 수 있는 

프레임을 탐구하고자 함.

- 인터넷은 소수자 즉 여성과 퀴어 그룹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본 세션은 젠더 차원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가시성과

익명성에 관한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자 함. 그리고 인터넷을 주요 

매체로 삼고 있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법안을 검토하면서 

익명성과 가시성 전략을 통해서 웹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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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 RTBF가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예를 들어 설교 중에 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을 삭제하는 경우

- 과거의 감추고 싶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관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과거사실을 삭제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됨.

- 온라인에서는 기업의 사업적 정책이 정부의 규제 정책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음. 예컨대 ECJ의 구글 스페인 사건도 사기업인 구글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사실상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 것과 같음(모니카)

• 이 경우 기업의 내부적 정책이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함

•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공생하는 부분이 있음. 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에 

일종의 협력관계가 발생하고 있음. 그 가운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음.

- 라이브래리언 입장에서는 RFBF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 라이

브래리언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이노우에)

• RTBF는 누가 정보삭제를 결정하는지, 왜 또는 어떻게 삭제하여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정보를 통제하여야 하는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o 시사점 

- 나라마다 정보화 정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감수성이 달라 RTBF, 익명성

요구 등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외국에서 전개되는 논의를 참고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익명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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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71. Internet Architecture & Human Rights

o 개    요

제안기관 University of Melbourne

제 안 자 Dr. Monika Zalnieriute

참석인원

주요패널

Aarti Bhavana(Research Fellow), Malavika Jayaram(Digital Asia Hub), 

Makoto Yokozawa(Nomura Research Institute), Misako Ito

(UNESCO Bangkok),   Arun Mohan Sukumar(Observer Research 

Foundation), Adam Peake(ICANN)
‘

o 주요내용

- 도메인이름과 IP주소, 프로토콜 등 인터넷 아키텍쳐에서도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ICANN에서도 ICANN의 업무절차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 본 워크샵에서는 ICANN, IETF 등의 인터넷 관련 기관들의 인권 관련적

활동 밑 논의를 APIGF의 전문가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려고 함

1. 인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멀티 스테크홀더 모델 내 각 커뮤니티의 역할은 무엇인가.

2. 누가 ICANN, IETF 등의 인터넷 거버넌스 서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3. 인터넷 아키텍처에서 인권 보호에 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것은 무엇인가.

4. WHOIS를 대체할 국제적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5. WHOIS 개선에 관한 논의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차세대 WHOIS 시스템 

정책개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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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 현재 whois 정책의 문제점

•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 우편번호, 이메일주소, 전화

번호, 팩스번호, 책임자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함

• 위 정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 위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음

- Whois 정책 개선 논의는 도메인에 대하여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때 

대응방법, 지적재산권적 관점, 법집행기관의 현실적 집행가능성의 관점 

등에서 진행되고 있음

- RDS(Registration Directory Service)에 대해서 PDP가 진행되고 있고 

Whois를 대체하는 RDAP(Registration Data Access Protocol,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에 관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핀란드에서는 휴면 센트릭 프라이버시가 진행되고 있음(mydata.fi). EU

전반에서 채택되지는 않음

• Mydata는 기업의 요구를 디지털 인권과 결합한 개인정보 관리 기법임.

핵심 아이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게 두자는 것임.

이 방법은 데이터 흐름을 단순화시켜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기업이 혁신적인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핀란드에서는 대기업과 스타업기업이 위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정부, 연구기관도 위 방법론을 지원하고 있음

o 시사점 

- 국내 Registrar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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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57. Internet Policy Impact on Wildlife Environment and wildlife 

Friendly Practices

o 개    요

제안기관 DotAsia Organisation
제 안 자 Mr. Edmon Chung
참석인원

주요패널

Michael Baltzer(WWF), Yannick Kuehl(TRAFFIC), Christline Loh

(Environmental Bureau), Lento Yip(HKISPA), Christian Dawson

(Internet Infrastructure Coalition), Jeremy Malcolm(EFF), Chester 

Soong(ISOC HK)

o 주요내용

- 본 워크샵은 야생동물 및 환경 보호에 인터넷의 영향력을 논하고 그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프레임을 토론하고자 함 

- 국경을 넘는 온라인 불법 거래는 여러 다수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제

공할 수 있음. ISP, 호스팅 제공자, 이커머스 플랫폼, 콘텐츠 발행자 등을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환경보호단체 및 법집행기관과 어떻게 협력

할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원칙과 메커니즘이 논의되어야 함

- 다만 이러한 환경보호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는 온라인상의 범죄적인 야생동물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부당하게 타협되어서는 아니됨

1. 현재 시점에서, 환경보호단체가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활동을 

경고하거나 정지시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2. 마닐라 원칙이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과 유사한 상황인 아동인신매매, 상표침해, 모조상품 문제 등에서 참고

할 만한 경험이 있는가.

3. 인터넷 기업이 야생동물 보호에 친화적인 산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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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 야생동물(주로 호랑이) 보호단체의 활동 내역이 소개됨

- 인터넷상에서 호랑이의 부속물이 거래되고 있음(주로 중화권). 그에 

따라 야생동물보호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한 상황임

- 텐센트(위챗) 등의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위 보호운동에 

동참하여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를 방지하는 기술적 수단은 종래 

불법 저작물, 아동포르노물 단속과 같이 각종 필터링 기술을 사용함

- 가능한 메커니즘

• 기술적인 측면 : 불법 사이트 차단, 콘텐츠 필터링, 키워드 매칭 등

• 운영적인 측면 : ISP, 정부,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자율규제

□ WS 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

o 논의내용 

- 한국의 RCS(해킹팀) 사건 소개

- 패널의 일반적인 의견은, 수사목적상 감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감시 등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용되는 명확한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임

- massive surveillance와 targeted surveillance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 후자는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호주의회는 2014년 정보기관에게 범죄용의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ntelligence act를 통과시

켰음. 그러고 컴퓨터의 정의도 매우 넓어서 다양한 기기에 대하여 접

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태국의 경우, 컴퓨터 관련 범죄 조항에서 정부관리가 범죄증거를 광범

위한 범위에서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였음.

o 시사점 

- 형사사법적인 문제로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인권문제는 국제화되고 있으므로, 각국의 상황을 참조하여 국내 정책

을 수립하여야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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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28. How will a multi-participation environment be sustained 

after transition?

o 개    요

제안기관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CNNIC)

제 안 자 Ms. Julie Cong ZHU

참석인원

주요패널

Jia-Rong Low(ICANN, Asia Pacific), Izumi Okutani(JPNIC), Paul 

Wilson(APNIC), Xiaodong Lee(CNNIC), Govind(NIXI), Minjung 

Park(KISA)
‘

o 주요내용

- IANA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NTIA가 2014년

3월 그 권한을 민간 multistakeholder community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 시점에서 multistakeholder community의 이양계획안은

미 정부에게 전달된 상황이고 미 의회 등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임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이양계획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IANA 기능 관리권이 민간에게 이전된 후에도 multistakeholderism

등의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문제됨

1. 참여적인 상향식 의사결정 절차 등 인터넷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위 

이양과정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

2. IANA 관리권 이전이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것이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3. AP관점에서, 이양 작업이 완료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떻게 IANA 기능을 

감독할 것인가

4. 이양제안서는 인터넷 식별자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의 실행을 위한 

다자간 참여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5. 이양 후 지역적 균형성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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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19. Cyber Security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Privacy Dead?

o 개    요

제안기관 ISOC UAE

제 안 자 Mr. Mohit Saraswat

주요패널

Satish Babu(ISOC TRV), Jahangir Hossain(ISOC BD), Zakir Syed(

SAMENA Council), Chester Soong(ISOC HK), Shreedeep Rayamajhi(

RayZnews), Peng Hwa Ang(NUS), Adli Wahid(APNIC), Fotjon 

(Kosta Ministry of Energy and Industry)
‘

o 주요내용

- IoT가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이버보안 도전은 무엇인가

- 최종 사용자 기기간의 교차 접속이 가져올 특별한 이익은 무엇인가

- IoT 기기의 보안 문제를 타협하기 위한 동기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 그것은 정보기술(ICT)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쟁(warfare)의 문제인가

- 진정한 프라이버시라고 볼 만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끝내 승리할 것

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는 죽었는가.

- 2030년의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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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59. Democracy 3.0: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Ageographical Constituency and Rough Consensus (i.e. Multistakeholder) 

Model

o 개    요

제안기관 N/A

제 안 자 Mr. Edmon Chung

주요패널 Charles Mok(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o 주요내용

- 본 세션은 RightCon, APrIGF 2015 등에서 논의된 ‘rough consensus’

에 바탕을 둔 대표성과 책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함. 본 세션에

서는 ICANN, IETF 등에서 채택한 사례를 논의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멀티스테이크 모델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논하기로 함

1. 이해관계자 그룹과 그 대표성 : 민주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 선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 그룹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달라질 필요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2. rough consensus : rough consensus는 특히 IETF의 기본원리 또는 크로스 

레퍼런스에서 running code로 채택되는 운영규범임.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합의는 없는 상황임. rough consensus가 투표제도보다 대표자 

선정절차에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분쟁을 해소하는 모델

인가 아니면 불일치를 더 악화시킨다고 보아야 하는가.

3.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 지역적 다양성은 통상 멀티스테이크 모델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지역적 다양성이 반드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지는 않음. 특히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지역적 분파를 넘어선 문화적 

다양성이 멀티스테이크 모델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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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20. Workshop on Regional Electronic Health Data Security Policy

o 개    요

제안기관 Bangladesh Friendship Education Society (BFES)

제 안 자 Mr. Reza Salim

주요패널
Chat Garcia Ramilo(APC), Tahmina Ferdousy(BFES), Byoung-il Oh(

Jinbonet), Shahzad Ahmad(Bytes For All)
‘

o 주요내용

-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웨어

하우스를 만드는 것에 착수했음. 의료인이나 연구자들은 여기에서 

유용한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광범위한 처리는 프라이

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해킹 위협 등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방글라데시는 아직 데이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방글라데시의 주요 관심사는 첫 번째 건강정보에 대하여 무권한자가 

접속한 사례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정당한 접속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건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특히 남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본 워크샵의 제안자는 건강정보 보안에 관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

하면서 그에 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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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 : 2016. 7. 26(화) ~ 7. 30(토)

◆ 개 최 지 : 대만 타이페이

◆ 출 장 자 : 정 찬 모(인하대학교)

2016. 7.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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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58. Safe and Secure Cyberspace for Youth

o 개    요

제안기관 Yahoo Japan Corporation

제 안 자 Mr. Kenta MOCHIZUKI

참석인원 80여명

주요패널
Kenta MOCHIZUKI, Rajnesh SINGH, Makoto YOKOZAWA, Masaaki 

SAKAMAKI, Wei-wei HUANG , Le Mai Huong

‘

o 주요내용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불법 또는 불건전한 

컨텐츠에 접속하는 것의 부작용이 대두됨: 허위정보, 사기, 따돌리기,
인종주의 등.

- 온라인에서 시작된 문제행위가 오프라인으로까지 파급되고 있음

- 역내 각국의 우수대응사례를 공유하며, 공동대응도 모색하고자함

o 논의내용

- (마코토, 교토대학) 온라인 청소년보호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 정부,
네트워크 사업자, 컨텐츠사업자, 학교, 학생 등 여러 참여자간의 복합적

협력이 필요함.
- (마사키, MIC퇴임) 법적·행정·기획·지원적 측면에서 정부역할 필요

- (웨이웨이, 정치대학) 향후 개인적 차원의 능력향상과 국제적 협력이 

더욱 요구됨

- (라즈니쉬, ISOC) 어려서부터 바른 디지털 교육을 시킬 필요

- (켄타, 변호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해콘텐츠에 대한 접속빈도에 

비례하여 고적, 사적 채널을 통한 삭제요청 및 실행도 증가하고 있음

- (르 마이, 베트남) 청소년 성적학대가 온라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빈도

증가추세

o 시사점

- 역내 각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사(公私) 간, 기관 간, 국가 간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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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90. Innovation at the Edges: Promoting alternative access 

models at the last mile

o 개    요

제안기관 Internet Society

제 안 자 Ms. Noelle de Guzman

참석인원 40여명

주요패널 Mahabir Pun, Vu Hoang Lien, Paul Harwood

‘

o 주요내용

- 역내개도국의 농어촌 등 외지에는 아직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남아있음

- 이들 지역을 인터넷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저비용, 저전력, 지역기반 플랫폼

기술에 대해 논의함. 예컨대, 태양광 드론과 풍선을 이용한 서비스제공

- 인터넷망의 낙후지역 보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o 논의내용

- (마하비르, 네팔) 히말라야 산간부락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

- (폴, 구글 아태 접근전도사) 동남아에는 아직 인터넷 미접근 인구가 많으며

구글은 이들에게 모바일인터넷접근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공동투자공동이용의 기반 하에 시설투자(shared infrastructure)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

- (부황, 베트남)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외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확보하고

그 공동이용을 도모함 > Socialization of Infrastructure

o 시사점

- TV 백색스펙트럼 대역을 무선인터넷에 이용하는 것을 고려

- 마을회관, 기차역 같은 공동체 공간에 우선적으로 접근설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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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51. Radicalisation in the digital age: How to counter online 

extremism and build a counter narrative

o 개    요

제안기관 Digital Rights Foundation

제 안 자 Ms. Nighat Dad

참석인원 60여명

주요패널
Luavut Zahid, Nica Dumlao, Jac Kee, Lih Shiun Goh, Arthit, Irene 

Poetranto, Ankhi Das, Jelen Paclarin

‘

o 주요내용

- 디지털기술이 급진주의의 전파수단이 되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됨

- 이슬람무장단체나 친북단체가 세계적으로 운동원을 모집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급진주의에 대항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대책강구 

o 논의내용 

- (아이렌) 온라인상 급진적 견해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이트 차단,

오프라인 보복 등 대응과정의 부적절성도 문제임.

- (잭) Radicalism=Fundamentalism=획일주의. 인터넷은 다양성을 지향한

다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

- (아팃) 태국의 Yellow Shirts 운동(반부패) 과정에서 보여준 이미지 

단순화 경향.

- (제렌) 근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희생이 심하며 이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회에도 해당함. 우리사회의 요소요소에 존재함.

- (니갓) 급진주의는 다분히 주관적, 상대적인 개념이며 소수그룹에 대한 

극단적 단죄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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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급진주의에 대응하는 소수자들이 대항논리(counter-narrative)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전달함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음.

- (앤키) 페이스북에 성공적인 소수자공동체 구성사례가 다수 있음 

o 시사점

- 구글 검색엔진,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다만, 이들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되었던

책임면제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짐

□ 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

o 개    요

제안기관 Sinar Project

제 안 자 Ms. Tan Sze Ming

참석인원 60여명

주요패널
Trans Hoang, Shawn Tan, Anahita Mathai, Kelly Kim, Jon Lawrence

Cheekay Cinco

‘

o 주요내용

- 인터넷정책이 자유무역협정의 특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증대하는바 

그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협력협정(RCEP)을 비교

- 국내입법에 실패한 지적재산권 강화 진영의 우회입법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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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 (트란, 변호사) TPP 제14장: 제11조는 서비스제공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국경간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제13조는 정보처리설비 현지화 의무를 금지함으로써 국제정보

이동의 자유를 강화함.

- (아나히타, 연구원) 최근의 무역협정이 경제외적 공공정책을 포함하면서

인권과 같은 다른 가치를 경제논리 하부에 둠. 예컨대 개인정보보호가 

정보자유에 비해 하위가치로 취급됨.

- (숀, 말레이시아) 무역협정을 통한 저작권보호가 표현자체가 아닌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은 주변영역으로 확대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음 

- (켈리, 오픈넷) 무역협정의 내용형성에 있어서 한국의 주체적, 독창적 

기여가 희소했음. 미국/EU의 아이디어를 확대재생산 했을 뿐임.

- (존, EFF 호주) 무역협정 체결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

대되고 있음

- (홍, 중국보통대학) 보안입법과 전자상거래입법간의 충돌가능성이 증대

되고 있 바 국내입법과 국제입법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주목됨.

o 시사점

- 무역협정을 통한 수익을 사회 각층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

요하며 이는 투명성 강화를 필수적 요건으로 함.

- 구글이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독점할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다양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그 범위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TPP가 정보

자유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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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 9: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nline

o 개    요

제안기관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제 안 자 Ms. Gayatri Khandhadai

참석인원 50여명

주요패널
Mimie Rahman, Ritu Srivastava, Telmina Zafar, Min Duc, Audrey 

Tang, Ankhi Das

‘

o 주요내용

- 인터넷이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 기대에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 역내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인터넷활동이 검열과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조치는 문제 사이트에의 접속차단, 삭제, 네트워크 차단 

등 다양함

-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민간사업자가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의 개발이 필요함

o 논의내용 

- (리투, 인디아)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이

트, 네트워크 폐쇄 등이 행해지고 있음. 형사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행

정기관의 인가권도 폐쇄명령의 사실상 근거가 되고 있음.

- (텔미나, 파키스탄) 보수적인 사회환경에서 소수집단에게 온라인은 집

회결사의 유효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민, 베트남) 공식적인 폐쇄보다는 기술적 장애를 표면에 내세운 비공

식적, 부분적 장애설정이 많음.

- (오드리, 대만) 정부의 플랫폼 셧다운에 대하여 2014 “국회점

령”(Occupy Parliament)과 같은 시민사회의 행동과 대안 플랫폼/네트

워크 설정을 실행할 수 있음

- (안키, 페이스북) 네트워크 폐쇄가 국내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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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이 문제 > 최근 관련 유엔결의가 있었음

- 네트워크 폐쇄보다는 약한 수준의 국가의 온라인감시체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보, 공서양속, 종교가 핵심적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음

o 시사점

- 선진국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온라인 악용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폐쇄를 

하지 않는 것과 개도국 상황은 대비됨.

- 익명권은 헤이트 스피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다른 가치와 균형을 

맞추어야

□ WS 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

o 개    요

제안기관 진보넷

제 안 자 오병일

참석인원 80여명

주요패널 박경신, 최민오, Chester Soong, Gul Bukhari, Arthit, Prasanth

‘

o 주요내용

- (오) 국정원이 사용하는 영국 Hacking Team이 해킹당하고 보안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도 노출됨.

- (체스터) 점증하는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찰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음

- (아싯, 태국) 전송중인 데이터를 감청하는 데에서 발송 이전, 즉 암호

화 이전의 데이터를 감청하는 기술이 근년 사용되고 있음. 컴퓨터범죄

법이 폭넓은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음에 비하여 Special

Investigation Act 25조는 보다 엄격히 요건을 규정함

- (프라산, 인도) 백도어 접근권을 수사기관에 수여하는 경우 이는 수사

기관에 그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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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파키스탄) 군사정권이 Pin Fisher와 같은 감청소프트웨어를 광범위

하게 사용함

- 국내법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에 내국민 감청을 요청하는 

일이 자행됨

- Draft equipment interference code of practice, proposed by Privacy

International and Open Rights Group

- 개별적인 수사절차에서의 감청과 구별되는 전반적인 감청이 허용될 수 

있는가?

□ WS 18: Domain Name Industry as a New Revenue Stream for 

Service Providers in Asaia Pacific

o 개    요

제안기관 Research Information & Innovation

제 안 자 Zakir Syed

참석인원 40여명

주요패널 Edmond Chung, Jia Rong Low, Leonid Todorov

‘

o 주요내용

- (자키어, 파키스탄) 국가최상위도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아직 인터넷보급율이 60%에 불과한 바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높음 

- (지아롱, ICANN) 자국어도메인(IDN)의 도입에 따른 시장확대 가능성이

열렸으나 아직 기술적, 영업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음. 신규일반

최상위(gTLD) 2단계 등록률이 포기율의 2배 이상이 되는 통계를 보여 줌.

- (에드몬) 최상위도메인은 북미/유럽이 70% 이상을 등록하였으나,

2단계도메인 등록률을 보면 아시아지역의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음.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자연어, 지역명, 자국어와 

자사의 상호, 브랜드가 결합된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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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니드) 비판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도메인 등록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시장에 

창의성을 불어넣기 보다는 시장왜곡의 가능성이 높으며 수년 내에 

도산할 것임.

o 시사점

- IoT 환경에서는 3단계 도메인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지나(에드몬) 그럴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음(레오니드).

□ WS 89.  Fostering MSME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

o 개    요

제안기관 Internet Society

제 안 자 Ms. Noelle de Guzman

‘

o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인터넷 이용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뒤처짐.

중소기업은 규제의 불확실성, 서비스 및 기기구매비용을 온라인 사업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함 

- 중소기업의 인터넷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창의적 온라인서비스를 진작함.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적, 경제적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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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r 3. Fostering Freedom Online: The Role of Internet 

Intermediaries 

o 개    요

제안기관 UNESCO Bangkok

제 안 자 Mrs. Misako Ito

‘

o 주요내용

- UNESCO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개발」 2015 보고서가 지적한 4대 

도전: 온라인 폭언, 언론인과 취재원 보호, 자유의 증진, 인터넷 중개

자의 역할

- 인터넷 중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이후의 동향점검

- 국가적 법집행과 인터넷사업자의 국제적 활동 간의 갈등이 빚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east Asia

o 개    요

제안기관 The Citizen Lab

제 안 자 Irene Poetranto

‘

o 주요내용

- 동남아 몇몇 국가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이 취해짐

- 필리핀의 2012 사이버범죄예방법, 태국의 2007 컴퓨터범죄법, 한국의 

온라인명예훼손의 과다한 형사소추와 방송통신윤리위원회(KCSC)의 

과다한 차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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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r 1. Disrupting the Dissemination of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online

o 개    요

제안기관 DotKids Foundation & ECPAT International

제 안 자 Mr. NG Ki Chun, David & Ms. Marie-Laure Lemineur

‘

o 주요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

에게 정보, 특히 그들의 정신적 윤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정보에 접근

할 권리를 규정함  

- 따라서 아동이 온라인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과 민간의 이 분야에서의 최선의 실행을 수집하고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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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 : 2016. 7. 25(월) ~ 7. 30(토)

◆ 개 최 지 : 대만 타이페이

◆ 출 장 자 : 안 정 배(연세대학교)

2016. 7.

아·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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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LP Program

o 개    요

제안기관 ICANN APAC

제 안 자 Kelvin Wong (ICANN APAC)

참석인원 40-50

주요패널

l Paul Wilson (APrIGF MSG Chair, APNIC GM)

l Ang Peng Hwa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PILP)

l David Ng (yIGF)

l Edmon Chung (CEO, DotAsia)

l Kuo-Wei Wu (CEO, NIIEPA / Board of Directors of ICANN)

l Hong Xue (Director, Institute for the Internet Policy & Law/ 

Professor, Beijing Normal University)

l Chat Garcia Ramilo (Deputy Executive Director,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l Jac SM Ke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o 주요내용

- APILP는 청년 및 인터넷 거버넌스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011년 7월, 2014년 3월 Institute for Internet Policy &

Law (Beijing Normal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ICANN

APAC이 APrIGF 2014 및 APrIGF 2015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개최해

왔음. APrIGF 2016에서는 APILP 프로그램에 하루(Day 0)를 배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음.

- APILP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 및 멀티스테이크 모델 소개

- APrIGF/MSG 및 종합보고서(Synthesis Document) 소개

- IANA 이양, 인터넷 핵심 자원(DNS/IP 주소 등), 사이버 보안 및 네트

워크 보안 소개

- 인터넷 이용자 권리 (프라이버시와 지식접근권) 소개

- 인권과 인터넷 소개

- 기타 최근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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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l (Edmon Chung) 인터넷은 원래 규제가 없는 영역으로 지적재산권 부문이

매우 예외적으로 fair use 라는 명목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 

규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privacy를 위협하는 현재에 이르게 됨.

Edward Snowden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다음세대의 참여가 필요함.

l (Kuowei Wu) 현재, 대만 Uber는 택시조합의 로비로 불법화될 상황에 

처해 있음. Uber나 택시조합은 각각의 stakeholder로 볼 수 있고, 이들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Uber 불법화로 가장 

불편해지는 것은 사용자들임. 사용자 stakeholder 조직 및 참여가 필요함.

l (Hong Xue)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회의가 다루는 아젠다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소자원을 비롯한 기술적 이슈가 대부분임.

이러한 논의 뒤로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에서의 인권 문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l (Paul Wilson)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해는 인터넷을 

다루는 거버넌스 논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조건임. 그러나 대

부분의 새로운 참여자들은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유의미한 참여를

위해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o 시사점 

- APIL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음세대 인터넷 거버넌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양한 분야를 하루 동안 

압축적으로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젊은 세대 

참가자들을 fellow로 초대해 인터넷 거버넌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차세대 리더 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APrIGF는 

APILP 프로그램을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ICANN APAC이 운영을 도맡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이에 협력하고,

이를 벤치마크하여 국내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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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6. Disaster and Disabilities in terms of Crisis & Management

o 개    요

제안기관 RayZnews

제 안 자 Mr. Shreedeep Rayamajhi (Nepal)

참석인원 30

주요패널

l Mr. Shreedeep Rayamajhi (RayZnews/ Moderator)

l Gunela Astbrink (ISOC Australia)

l Jahangir Hossain (ISOC Bangladesh)

l Mubashir Sargana (ISOC Islamabad)

l Hiroshi Kawamura (Japan/Academia)

l Nirupam Karki (Rescue and operation)

l Kuo-Yu slayer Chuang (GoeThings Inc.)
‘

o 주요내용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진, 허리케인, 쓰나미 등 자연 재해가 잦은 반면,

재해 및 위기관리는 취약함. 이에 대한 지역적 해법을 찾고자 함.

- 인프라 및 정책의 필요, 인간관련 문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장애인 문제 등.

o 논의내용 

l (Shreedeep Rayamajhi) 2015년 4월 3만 여 명의 사상자를 낸 네팔 

대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대피 및 구조 활동을 하였음.

l (Gunela Astbrink)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며,

재난 시 장애인들은 안전에 특별히 더욱 취약함.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이러한 취약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해야 함.

l (Kuo-Yu slayer Chuang) GeoThings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재난의 

위치와 상태 사진을 공유하여, 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집단적

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 줌.



- 45 -

o 시사점 

l 인터넷 거버넌스를 통해 전통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네트워크

기술을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에 접목시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

하는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워크샵으로 보임.

l 또한, 협력이 미비한 시민사회 및 기술 커뮤니티와 Private sector 의 

협력이 돋보이는 주제로 비슷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Private sector의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WS 79. Overcoming challenges in APAC outreach and participation 

in the new Internet era 

o 개    요

제안기관 ICANN

제 안 자 Kelvin Wong

참석인원 30

주요패널

l Kelvin Wong (Moderator, ICANN APAC)

l Hong Xue (Institute for Internet Policy and Law at Beijing 

Normal University)

l Rajnesh Singh (ISOC AP Bureau)

l Joyce Chen (ICANN)
‘

o 주요내용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통 촉진을 위한 평가, 장애 인식 및 논의

- 참가자들이 각 barrier 별(capacity, diversity, policy)로 팀을 나누어 

자신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challenge들을 나누고 공유함.

o 논의내용

l Multi-stakeholder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매우 어렵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해와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회의마다 각 stakeholder 들의 

참여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stakeholder들의 참여 방식에 차이가 많음.



- 46 -

l 정부 참여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l 인터넷 관련 jargon과 기술 커뮤니티 특유의 문화는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장벽으로 다가옴.

l digital divide와 gender divide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에 새롭게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l 선진국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정부 규제와 같은 이슈들을 “인터넷 거버

넌스”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인터넷 거번너스” 현장으로 모으는데 장벽이 있음.

l 위와 같은 현실은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데 다시 장벽으로 작용함.

o 시사점 

l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와 외연 확대를 위해 현재의 문제를 반추

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음. 지역적 차원 뿐 아니라, 국내 및 글로벌 차원

에서도 꾸준히 시도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됨.

l 특히 서로다른 국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논의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 돋보였으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손쉬운 참여를 위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WS 18. Domain Name Industry as a New Revenue Stream for 

Service Providers in Asia Pacific

o 개    요

제안기관
Research Information & Innovation (Pvt) Limited/ SAMENA 

Telecommunications Council/ ICANN Fellow
제 안 자 Mr. Zakir Syed
참석인원 40

주요패널

l Mr. Zakir Syed (Moderator: Research Information & Innovation (Pvt) 

Limited/ SAMENA Telecommunications Council/ ICANN Fellow)

l Leonid Todorov (APTLD General Manager)

l Edmon Chung (DoTAsia CEO)

l Jia Rong Low (ICANN Vice President)

l Fahd Batayneh (ICANN Stakeholder Engagement Manager -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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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내용

- AP 지역의 도메인네임 사업자들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비즈니스 성과가

미흡함.

- 최근 IDN과 신규 gTLD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도메인 

네임 사업에 대한 대응 필요.

- 또한, 최근 브로드밴드 시장을 비롯해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에 의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AP 지역 도메인 시장의 

전세계적 변화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함.

o 시사점 

- IDN 및 신규 gTLD 시장에 대한 지역적 전략 논의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느껴짐.

□ WS 10. Security and Management of Internet Content from 

Overseas

o 개    요

제안기관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

제 안 자 Ms. Irene Chang

참석인원 50

주요패널

l Katherine Chen (Moderator;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l Jason Ho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hief of 

Secretary)

l David Caragliano (Facebook, Head of Public Policy America)

l Gabriel LI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Singapore (mda) 

Chief Executive Officer)

l Lee Hyangsun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Senior Research Fel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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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내용

- 2015년 말 발간된 ITU의 “The State of Broadband 2015” 보고서에 의

하면,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자가 전세계 3.5억 명을 돌파하였고 아시아

지역의 이용자는 그 절반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동시에 

유해 컨텐츠(포르노, 폭력물, 혐오발언 등)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 1)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한 수사권은 제한되어

있으며, 2)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으로 증가하는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3) 범죄자 수사에 있어 해외 인터넷 

플랫폼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1. 유아 및 청년들의 온라인상 보호를 위한 전세계적 규제모델과 

사례, 2. 효과적이고 가능한 필터링 기술, 3. ISP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positive/negative 규제의 필요성 제기.

o 논의내용

l (David Caragliano) 페이스북의 모든 포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Report

post” 기능을 소개하며, bottom-up 방식의 규제 기준을 소개함.

l 한국, 싱가포르, 대만 정부의 컨텐츠 규제 기구의 발표자들이 자국의 

규제안을 소개함. 공통적인 규제근거는 청소년 음란물 유포이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규제 기구 마련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대동소이함.

l 대부분의 질의응답이 페이스북 발표자인 David Caragliano를 향해 

쏟아졌으며, 대부분이 자신의 페이스북 사용을 토대로 이루어짐. 예를 

들어 모유수유(Breastfeeding) 게시물이 “Report post”에 의해 보고되어 

삭제되었다는 경험을 들어 모유수유 포스트에 대한 페이스북의 정책을 

묻는 방식의 질문이 많았음.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David Caragliano가 

페이브북의 정책상 모유수유 게시물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질문

자의 삭제 포스트를 추후 확인해주겠다고 답변함.

o 시사점

- 규제자가 공개된 포럼에서 규제 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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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각국의 규제기구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존재근거를 역설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대부분의 참가자들의 활발한 피드백을 얻지 못함.

- 반대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가장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정부 규제기구에 대한 토론은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Merger 5. Cybersecurity Threats Possible Collaboration in South 

and South East Asia 

o 개    요

제안기관 Internet Society Nepal/Forum for Digital Equality
제 안 자 Mr. Babu Ram Aryal
참석인원 40

주요패널

l Babu Ram Aryal (Moderator: Internet Society Nepal/Forum for 

Digital Equality)

l Arun Sukumar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Head, Cyber 

Initiative)

l Jahangir Hussain (Open Communications Limited / Chief 

Technical Officer)

l Zakir Syed (SAMENA Telecommunications Council Head of 

Market Research)

l Said Zazai (Chief Information / Officer Ministry of Finance)

l Suman Lal Pradhan (Presdent / ISPs Association of Nepal)

l Subhash Dhakal (IT Director /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o 주요내용

- 세계 경제가 디지털 세계로 편입되고 있으나, 사이버 기반 위협에 대한

대응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여전히 취약함.

- 남아시아 지역은 정보기술과 인터넷 사용이 두드러지지만, 기술적 

사회경제적 역량 때문에 취약한 보안 상황에 처해있음. 지역 협력 

기구인 SAARC 역시 사이버 보안의 우선순위를 최저로 두고 있음.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협력 방안의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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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논의내용 

l (Said Zazai) 아프가니스탄은 사이버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인식 및 기술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특히 이란으로부터 구입한 Windows OS 패키지는 정부 각 

부처에 배포되었으나, 이 패키지가 크랙되어 있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l 네팔과 파키스탄, 인도는 SANOG 및 AP-CERT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기술계의 협력이 

공고함.

□ WS 27. Multi-stakeholder Approaches within Regional and Local 

IG Context: Diversity and Linkage 

o 개    요

제안기관 Institute of Internet Governance Research

제 안 자 Ms. Shuyi Guo

참석인원 50

주요패널

l Edmon Chung (DotAsia CEO)

l Jiarong Row (ICANN APAC)

l Leonid Lvovich Todorov  (APTLD General Manager)
‘

o 주요내용

-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전략 및 실제: 차이와 연결

- IG 이해도(literacy) 및 전략 개발 자원

- 다양한 이해당사자그룹 사이의 역할과 영향력 차이

- 국내 IG 맥락에서 다중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

- AP 국가들의 지역내 협력 방안

o 논의내용

l Multi-stakeholder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상이함이 존재함.

l IETF처럼 별도의 stakeholder group 없이 각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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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인프라에 대한 공공관리로 종국에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결정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l (Leonid Todorov) 이 논의에서 핵심은 정부행위자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로 러시아는 정부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Multi-stakeholder 방식의 논의가 무의미한 상황임.

o 시사점 

- Multi-stakeholder 방식의 의미를 공론화하고 (비록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리하려는 시도가 돋보임.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로 

Multi-stakeholder 방식을 정리하는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함.

□ Merger 6. Igniting Internet Governance Discussions on the 

Ground

o 개    요

제안기관 Hivos
제 안 자 Ms. Shita Laksmi
참석인원 40

주요패널

l Shita Laksmi (moderator) / Hivos

l Ang Peng Hwa / SIRC Professor

l Nica Dumlao /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 Program 

Coordinator

l Izumi Aizu / Asia Network Research, Principal

l Arthit Suriyawongkul / Thai Netizen, Researcher

l Jac SM Kee / APC Women's Rights and ICT Advocacy 

Coordinator
‘

o 주요내용

-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경제권 형성과 함께 더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할 수 있는 IG 논의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

- AP 인터넷 권리 헌장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및 이를 통해 IG

논의를 보다 아래로부터의 논의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

- 특히 인터넷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위해 많은 논의와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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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77.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Youth Engagement in 

Internet Governance in Asia 

o 개    요

제안기관 NetMission.Asia

제 안 자 Mr. David NG

참석인원

주요패널

l Bianca Caroline Ho (Moderator) / IGF MAG

l Wilson LAM (NetMission.Asia, Organizing Committee of yIGF 

2015 Macau and yIGF 2014 New Delhi)

l Yannis Li (APrIGF Secretariat)

l David NG (DotAsia)

l Representatives of yIGF 2016

l Representatives of National IGFs

l Representatives of APNG Camp
‘

o 주요내용

- 브라질에서 열린 10차 IGF에서 최초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인 

Youth@IGF 프로그램 운영. APrIGF는 2009년부터 NetMission.Asia가 

주최하는 yIGF Camp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 참여 프로그램의 모듈과 성공요인 공유

- 더욱 청년 친화적인 APrIGF 플랫폼을 위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