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몬테비데오 성명서(‘13.10월)

□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대한 몬테비데오 성명서’ 개요

o ‘13년 10월 7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주요 인터넷 국제기구 수장 10명이

모여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 문서

 ※ 참여기구 : 5개대륙 RIR1)(AFRINIC2), ARIN3), APNIC4), LACNIC5), RIPE NCC6)), ICANN7), 

ISOC8), IAB9), IETF10), W3C11)

□ 주요내용

o 기본 방향

- 현 인터넷의 성공을 가져다 준 ‘다자간 협의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협

력’이라는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함

-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현재의 이슈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해야 함

o 세부 내용

-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인터넷 운영의 중요성 강조

• 국가별 인터넷 파편화 경고

• (인터넷을 통한) 감시 및 감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반 이용자들의

신뢰 및 믿음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

1) RIR(Regional Internet Registry) : 대륙별 IP주소 관리기구 (IP주소의 할당은 ICANN을 중심으로 전 세계 5개 지역별 주소관리기관(RIR)이 관리하고 있음)
2) AFRINIC(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 아프리카지역 IP주소관리기구. 모리셔스 위치(‘05 설립)
3)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 북미지역 IP주소관리기구. 북미 버지니아에 위치(‘97 설립)
4)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 아시아태평양 지역 IP주소관리기구.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95 설립)
5) LACNIC(Latin American and Caribbe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 남미지역 IP주소관리기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위치(‘99 설립)
6) RIPE NCC(Réseaux IP Européens Network Coordination Center) : 유럽지역 IP주소관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92 설립)
7)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국제인터넷주소기구. 1998년 美상무부와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법인으

로, 도메인, IP주소, DNS 등 전 세계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글로벌 정책 수립 및 총괄적 관리를 수행
8) ISOC(,Internet Society) : ‘92년 1월, 전 세계 인터넷의 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결성된 비영리 전문가 집단의 민간 위원회. 인터

넷기술표준기구인 IETF의 母기관.
9)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  인터넷 구조설계 위원회. 인터넷의 기술적 방침이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ISOC(인터

넷소사이어티)의 하부 조직의 하나
10)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인터넷기술표준기구. 미국의 인터넷구조설계위원회(IAB) 산하의 기술 자문기구로서 '86년 1월 첫 

회의를 개최함.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인터넷 표준기술 제정을 논의
11)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국제적인 웹 표준화 단체. ‘94년 10월, 웹의 빠른 발전에 따른 신속한 표준안의 제정과, 이를 많은 회사

들과 연구기관에서 서로 공유하게 하여 정보화의 세상을 위한 하부구조로서의 웹의 기술적, 사회적 확산을 위해 창립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세계적인 멀티스테이크홀더 협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커뮤니티 간 협

력 필요

- ICANN 및 IANA12) 기능의 세계화 필요

• 모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속화해야 함 

- IPv6 전환 필요성 재확인

• 특히 국제적으로 인터넷이 전부 연결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 제

공자들은 콘텐츠를 모두 IPv4와 IPv6로 제공해야 함

12)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전 세계적 주소 관리 기능(function). 
ICANN과 美정부 간의 루트서버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IANA계약)에 의하여 업무 수행

  - IANA 계약 : 미 상무부는 계약 종료 시점에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IANA 업무 위탁에 대한 RFP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미 정부가 IANA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한 ‘98년부터 현재까지 IANA 업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ICANN밖에 없음. 현 IANA 계약은 ’12.10.1일부터 
‘15.9.30일까지이나 사실상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19년까지 총 7년간 계약 유지 예상

  - IANA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①기술적 인터넷 프로토콜 파라미터 할당 조정, ②인터넷 DNS 루트존 관리, ③ 인터넷 번
호자원 할당, ④.ARPA 및 .INT 관리 



[붙임 1] 몬테비데오 성명서

[국문]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대한 몬테비데오 성명서

2013년 10월 7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인터넷 기술 인프라스트럭처의 국제 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장들이 인터넷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

는 현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모였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은 세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있어 큰 이득을 가져

다주었다. 이 둘은 모두 둘의 성공에 본질적인 역할을 한(intrinsic) 글로벌 다자간협의모델 인터넷 

협력이라는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공익에 맞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다. 리더들은 인터넷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재의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메커니

즘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진화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 

 • 리더들은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인터넷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단위로의 인터넷 파편

화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은 최근 감시 및 감독의 만연성에 대한 폭로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

이 신뢰와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리더들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세계

적인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협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전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을 이끌어 내

기로 합의하였다. 

• 이들은 ICANN과 IANA 기능의 세계화, 즉, 모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한 자격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이들은 또한 IPv6로의 전환을 국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터넷이 전부 연결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제공자들은 콘텐츠를 모두 IPv4와 IPv6로 제

공해야 한다.



[영문]

Montevideo, Uruguay – The leaders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coordination of the Internet 

technical infrastructure globally have met in Montevideo, Uruguay, to consider current issues 

affecting the future of the Internet.

 

The Internet and World Wide Web have brought major benefits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worldwide. Both have been built and governed in the public interest through 

unique mechanisms for global multistakeholder Internet cooperation, which have been intrinsic 

to their success. The leaders discussed the clear need to continually strengthen and evolve these 

mechanisms, in truly substantial ways, to be able to address emerging issues faced by 

stakeholders in the Internet.

 

In this sense:

 • They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globally coherent Internet operations, and warned against 

Internet fragmentation at a national level. They expressed strong concern over the 

undermining of the trust and confidence of Internet users globally due to recent revelations 

of pervasiv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 They identified the need for ongoing effort to address Internet Governance challenges, and 

agreed to catalyze community-wide efforts towards the evolution of global multistakeholder 

Internet cooperation.

• They called for accelerating the globalization of ICANN and IANA functions, towards an 

environment in which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governments, participate on an equal 

footing.

• They also called for the transition to IPv6 to remain a top priority globally. In particular 

Internet content providers must serve content with both IPv4 and IPv6 services, in order to be 

fully reachable on the global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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