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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둘째 주

1) KISA,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위

원장 이동만, KIGA) 등 19개 인터넷 관련 기관·단체·기업과 함께 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국내·외 인터넷 거버

넌스 이슈를 논의하는 장이다. 행사 주제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

명한 거버넌스'로, 9개의 워크숍과 4개의 강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이슈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 금융

서비스의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핀테크&레그테크 등 9개 현안에 대해 

다자간 토론을 진행한다. 강의 세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 또는 현장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당일 행사

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KISA는 이번 포럼 외에도 아·태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인재를 지

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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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 11일 제8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1일 '제8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KISA가 주관하는 이
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보안을 담다'를 주제로 진
행된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보안기술 공유 및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을 주제로 블록체인의 
기본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블록체인 보안기술에 관련된 각종 이슈를 
소개한다.

 발표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보안이슈,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보안시사점 등 주제 발표가 진행
된다.

 KISA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다양한 블록
체인 활용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블록체인 보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용 뿐만 아니라 블록
체인 최신 보안기술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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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7월 둘째 주

1)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model sought by DICT

As the culminating workshop of the organizations’ joint program 
on capacity building,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ICT) will host the Asia Pacific 
Telecommunity (APT) training on Internet Governa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et Society (ISOC), on 11-13 July 
2018 at Hive Hotel and Convention Place, Quezon City.

The training course will bring light the intricacy of integrating 
internet governance into the social fabric, and is geared 
towards fusing policy work with technical feasibility to achieve 
digital transformation. Critical government issues like ICT user 
protection, improved public links and resource sharing are 
expected to be tackled in the said event.

The DICT adheres to engage key industry players and actors 



with the national ICT plans, projects and programs through 
multistakeholder approach. Aware of the DICT’s active role in 
championing this, Undersecretary John Henry D. Naga said “…
prior to (DICT’s) establishment, our predecessor agency has 
been represented in the global and regional IGF. We will 
continue our active involvement.”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DICT and ISOC last 05 July 2018 on the 
Multistakeholder Governance Campaign, the upcoming training 
on Internet Governance ties together several key aspects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open access and digital economy, 
captured as inpu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National ICT Ecosystem Framework (NIEF) 2022.

Attendees to the training will learn firsthand from ISOC experts 
experienced with internet governance. Sessions are organiz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ocalizing global issues, tracing to last 
year’s inaugural Philippine Internet Governance Colloquium as a 
precursor to a Philippine Internet Governance Forum, as well as 
a Philippine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PHSIG) also 
planned, both focusing on issues peculiar to the nation.



DICT가 추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

그램 워크숍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회(ISOC)와 공동으로 인터

넷 거버넌스에 대한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교육

을 2018년 7월 11일부터 Quezon City에서 개최한다.

이 교육 과정은 인터넷 거버넌스 통합의 복잡함을 사회 구조에

반영하며,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 작업의 융합을 목표로 한다.

ICT 사용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정부 문제, 향상된 공개 링크

및 리소스 공유가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는 인터넷 거버넌스 경험이 있는 ISOC 전문가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으며, 세션에서 글로벌 이슈의 개념을 소개하고

작년 필리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선구자로 필리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PHSIG)에 대한 교육도 계획되어 있으며, 둘 다 

국가의 고유한 이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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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nzania Internet Governance Forum (TzIGF)

Since its opening up to world in 1989, the Internet has fast evolved 

from being just a technical tool to a political one. Today, there are 

about 5 Billion Internet users globally, with 23, 000,000 of these users 

hailing from Tanzania.

 Majority of these Internet users however are little aware of Internet 

Governance (IG). 

Still, among those that are aware of IG, few tend to think that it's 

nothing but an elitist process, a viewpoint that is rather skewed.

 The target audience shall comprise of students,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from the various sectors.

Tanzania Internet Governance Forum (TzIGF) is the first ever meeting 

of its kind in Tanzania whose overarching aim is to bring together 

various stakeholder constituencies to dialogue on ICT and Internet 

policy.

TzIGF will be preceded by Tanzania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TzSIG) intends to serve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country through 

an intensive 4 days professional master class course on the topic of 

Internet Governance from 9th to 12th July 2018.

This year's inaugural meeting's theme is: Strengthening The Internet 

Ecosystem in Tanzania

TzIGF shall be held on the 13 July 2018 in Dar es Salaam,at the 

National Institute of Transport.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meeting is to build capacity and enable 

the multi stakeholder community participate actively in public policy 



development processes (PDPs) at both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탄자니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TzIGF)

(2018 TzIGF 주제 : 탄자니아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1989년 이래로 인터넷은 기술적인 도구에서 정치적인 도구로 

빠르게 진화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으며, 탄자니아에서 23,000,000명의 사용자가 이용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는 대다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다.

대상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 실무자, 연구원 및 전문가로 구성

된다. 이 포럼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ICT 및 인터넷 

정책에 대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TzIGF는 탄자니아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TzSIG)와 연계될 예정이다. 올해의 

탄자니아 인터넷 생태계 강화를 주제로 하는 TzIGF는 2018년 

7월 13일 국립 교통 연구소의 Dar es Salaam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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