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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 PP-14에서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결의에 대한 개정 및 신규결의 논의 후, 결의 개정안 채택

인터넷 관련 개정 제안 결의

- 결의 101(IP 기반 망)

- 결의 102(인터넷 자원관리 관련 국제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ITU 역할

- 결의 133(국제화된(다국어) 도메인명 관리에 있어서의 회원국 주관청의 역할

- 결의 180(IPv4에서 IPv6로의 전환 촉진)

※ 신규결의 : IXP(internet exchange points) 운용, 설치, 디자인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사회를 위한 인터넷 다언어주의 촉진(CITEL), 국제 연결성 격차 해소(파라과이), 안전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ITU의 역할(인도)

정보보호 관련 결의

- 결의 130(ICT 이용에서의 신뢰성 및 보안구축에 대한 ITU의 역할강화), 

- 결의 174(온라인 아동보호(COP)에 있어 ITU의 역할)



II. 주요 이슈

• (ITU 권한 범위) ITU 권한범위를 기술, 개발부문으로(Non-
content related Internet issues)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와, ICT 
활용에 따라 회원국이 직면하는 전반적 문제(사이버 범죄, 프라
이버시 침해 등 역기능, 국가안보 등에 대한 국제 공공정책 마련)
로 확대고자 하는 국가간 입장 차

※ 주요 논의어 : 불법적 감시(unlawful surveillance), 국제규범(lack of international rules, 

legal norms, and regulations on internet related matters), 프라이버시, 보안, 

정보보호(Privacy, security, data protection) 등



II. 주요 이슈(2)

• (ITU 논의 참여대상) 참여범위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확대
하려는 국가와 정부 간 논의로 제한(현행 ITU 체제)하려는 국가
간 의견 차

※ 주요 논의어 : 다자간협력체계(Multistakeholderism/Multistakeholder), 

CWG-Internet 논의참여 범위 확대, 역할구분 및 제한 관련(in their respective roles)



III. 논의 결과
• Ad-hoc 미팅 (총 11차 ) ->11차 Working Group Plenary에서 승인 (11.4일 ) ->16차 Plenary

Meeting(11.5일)

- 신규 결의안 4건 모두 철회 결정(11.2일)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ITU 권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와

참여대상 확대를 주장한 국가(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불가리아,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의 입장은

계속되는 논의 끝에 원안 유지로 결정

※ PP-10 이후 경과조치 반영, 개도국 역량강화, 문구 편집작업 등의 내용 위주로 개정안 통과

- 다만, 결의 102 개정안에서 CWG-Internet을 멤버국가, 부문회원, 학계 멤버에 개방하자는 내용을 제안(CEPT)하여

브라질 중재안이 채택 (중재안) the CWG-Internet should generally hold both open online consultation and physical

open consultation meetings, with remote particip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prior to each CWG-Internet meeting;

Relevant inputs received from stakeholders will be submitted to the CWG-Internet for consideration on the issues chosen for its next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