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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4차 K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일시 2015.9.22(화) 15:00~17:30 장소 강남363(강남역)

참석자

(총16인)

- 위원 : 

14인

- 비위원 : 

2인

- 위원: 강혜영(KISA), 김인희(인하대), 김태은(KISDI), 권현오(ICANN

서울사무소), 박기식(ETRI), 박지환(오픈넷),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오병일(진보넷),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이민애(네이버), 이영음(방통대), 전응준

(유미특허법인), 최지은(ISOC Korea) (존칭생략, 가나다순) (*온라인 참여)

- 비위원: 박순태(KISA), 송강수(ICANN서울사무소)

□ 지난회의록 검토  

o 특별한 의견 없음

□ 2015 한국 IGF 조직 현황(존칭생략, 가나다 무순)

o (조직위원회) 

  - (학계) 이동만(KAIST), 전길남(KAIST, CyberCommons.kr), 김옥태(서울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산업계) 정재훈(구글코리아), 이병선(다음카카오), 최성진(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전정완(가비아), 류민호(네이버), 신중현(한국

호스팅도메인협회)

  - (시민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남희섭(오픈넷),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최은창(povertyinfo.org), 윤종수(CC Korea),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 (기술계) ISOC-korea(시민사회로 분류할지 의견확인 필요, 조직위원 

이름 확인 필요)

  - (공공기관) 강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준상(KISA), 미래부

(금주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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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동주관 단체) 

  - (학계) CyberCommons.k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인터넷

정보학회, 미정)

  - (산업계) 가비아, 구글코리아, 다음카카오, (사)한국인터넷기업

협회, 가비아, 네이버, (사)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 (시민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povertyinfo.org, CCKorea, 정보인권연구소 (경실련,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미정)

  - (기술계) ISOC-Korea, 미래인터넷포럼 (IETF-kr 포럼, 미정)

  -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창조과학부(MSIP)

o (프로그램위원회) 

  - (학계) 이동만(KAIST), 김대호(인하대), 김인희(인하대),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최은창(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산업계) 이민수(가비아), 이민애(네이버), 이현재(다음카카오)

  - (시민사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윤복남(변호사), 전응준  

 (변호사), 박지환(오픈넷)

  - (기술계) 박기식(ETRI), 박윤정(ISOC-korea), 최지은(ISOC-korea)

  - (공공기관) 강혜영(KISA), 김태은(KISDI), 정선영(미래부) 

□ 2015 한국 IGF 프로그램 기획

o (제안된 프로그램/워크샵 식순 및 주제) 

  - 개회식 

  - IGF 개요 세션: 주요 이슈나 역사에 대해 소개

  - 기획 세션: 한국 인터넷주소정책에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KIGA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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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샵 제안 1 : 후이즈 정보의 프라이버시 이슈 

  - 워크샵 제안 2 : ICANN Policy Update(focusing on IANA transition)

  - 워크샵 제안 3 : 정보매개자책임 : 재량과 면책 사이

  - 워크샵 제안 4 :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과 문화발전 

  - 한자도메인 생성 규칙 논의 관련 설명회

  - 인터넷@인간·사회 KIGF 세션(KISA 추가 제안)

o ( ): 인터넷주소정책에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방안 

  - 멀티스테이크홀더 제도화방안 논의

  -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낮은 이해 참가자들 오전 참가 유도

  - 전체 프로그램을 확정 후 싱글트랙/패널토론 여부 결정

  - 사회자 미정, 적임자 기조발제 진행, 패널은 KIGA 외부 인사

o (Korea Internet Governance School)

  - 유럽과 남아프리카 스쿨 프로그램을 참고해 대략 2개의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 각 주제별로 적절한 발표자 선정 필요

  - IGF 개요 세션과 통합하여 기획

o (워크샵 1 : 후이즈 정보의 프라이버시 이슈)

  - 전응준 의원 제안. 구체적인 컨텐츠 논의는 아직 없음

o (워크샵 2 : ICANN Policy Update(focusing on IANA transition)

  - 권현오 의원 제안. ICANN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데이트된   

정책들을 발표 예정

  - APAC Hub사무소 담당자 영어로 발표(통역필요)

o (워크샵 3 : 마닐라원칙과 정보매개자 책임: 재량과 면책 사이)

  - 박지환 의원 제안.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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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이해관계자(학계,산업계,시민사회,정부 등)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 희망

o ( 4 :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과 문화발전)

  - 위원 제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 큰 비전에 

대해 토론 희망

  - 패널은 인터넷기업, 저작권 단체, 창작자, 이용자, 시민사회단체 

등 검토 중(사회 윤종수변호사)

o (워크샵 5 : 인터넷@인간·사회 KIGF 세션(KISA 추가 제안)

  - KISA 제안. 미래인터넷은 어떤 모습일지 연구반 운영 중

  - 11월말 연구반 종료에 앞서 10월 행사에 발표 가능

  - 참석자까지 잠정 섭외

o (워크샵 6 : 한자도메인 생성 규칙 논의 관련 설명회)

  - KISA 제안. 현재 KIGA내 WG운영. 한자를 어떻게 

쓸지 검토 중.

  - 포럼에선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정도의 기본개념만 설명

o (워크샵 7 : 국내 At large 활성화 방안)

  - KISA 제안. ICANN내 엔라지 활동관련, 국내 적용 등 활성화방안 

과제 진행중으로 동 과제 진행내용 등 관련내용 발표키로 함

o (프로그램 스케줄에 대한 협의)

  - 두 개 세션(60분)과 개회식(30분), 오후 주제별 워크샵 진행(80분/60분)

  - 오전에는 튜토리얼(기본, 이슈메핑, 접근법, 업데이트 등)과 

함께 별개의 트랙으로 워크샵 진행

  - 오후에는 2개 트랙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되, 기획세션과 KIGA 

운영위원회는 가급적 하나의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고려.

  - KIGA 워킹그룹 참여가 저조.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 필요함

  - 9월 30일까지 추가 워크샵 제안 접수 및 기존 워크샵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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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 내용을 보완하기로 함.

  - 각 워크샵의 준비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 사무국에서 프로그

램 스케줄 초안을 작성, 회람한 후, 차기 프로그램위원회 회

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추가 의견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키로 함

o (기타의견)

  - 행사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참석자 의견 수렴 필요

  - 행사 전까지 두 차례 보도자료 배포 희망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10:30 60

10:40 - 11:40 60

11:40 - 12:10 개회식 30

12:10 - 13:00 lunch 50

13:00 – 14:20 80

14:30 - 15:30 60

15:40 - 17:00 80

17:10 - 18:10 60

18:20 - 18:30 wrap up 10

  *상기 스케줄 표는 기안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5 한국 IGF 실무 준비 검토

  - 현재 대행사(키스톤)가 관련내용 준비중(홈페이지 제작, 현수막, 

전자초대장준비 등)

  - 도시락/기념품 제공 및 유스트림으로 생중계 예정

     (향후 기념품등 시안 및 도시락, 생중계 등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 안내)

  - 공동주관 단체 및 관련 커뮤니티이용자등 대상 3회 홍보 예정

o ( 추진일정)

  - 9월 30일(수), 각 워크샵별 확정 자료 취합

  - 10월 2일(금), 조직위 조찬 예정(참석자 5명이하일 경우 취소)

  - 10월 6일(화), 제5차 프로그램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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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협조요청사항(ICANN 서울사무소)

  - 이번 주말(토요일 00:30~일요일 10:30) CCWG 의견수렴 진행

(미국,산타모니카)

  - 의견제출 가능의원 확인 중. 온라인으로 참여 요청

    (일본은 직접 참가 및 리모트발언 예정, 중국도 발언 예정) 

□ 차기 회의일정

  - 10월 6일(화) 3시, 강남363

※ 붙임  1. : 한국 인터넷주소정책에서의 멀티스테이크홀터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2. Korea Internet Governance School

         3. 제안된 워크샵별 개요

         4. 인터넷@인간ㆍ사회 KIGF 세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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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획세션: 인터넷주소정책에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제안 취지)

- 한국에서도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인터넷주소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 그 개념

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주소정책 형성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해왔음. 인

터넷주소자원법 제정 이후 잠시 소강상태가 있기는 했지만, 현재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소정책 형성 과정에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KIGA 및 주소자원분과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현행 인터넷주

소자원법에서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기존의 민간참여를 유지

하기 위하여, 한때 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기도 했으나, 이는 현재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소멸한 상황임. 

- 한편, 국제적으로는 지난 2014년 미국 정부가 루트 서버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루트서버에 대한 감독 구조 및 국제인터넷주소관

리기구(ICANN)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국내 거버넌스 구조에는 어떻게 반

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핑료함. 

- 이에 그 동안의 주소정책 관련 논의 기구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에 멀티스테이크홀더에 

기반한 바람직한 국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아가 이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뒷

받침할 것인지 심도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쟁점) 

- 현행 인터넷 주소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함의 

- 인터넷주소정책에서의 바람직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방안 

-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제도화 방안 

(패널 구성) 

- 사회 : 미정 

- 발제 : 미정 (15분) 

- 토론 : 4~5명 (미정) (20-30분) 

- 전체 토론 : (45분) 

** 굳이 별도의 발제를 두지 않고, 사전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자의 진행 하에 자유 토론 중심으로 진

행할 수도 있음. 

** 좀 더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시각을 위해 토론은 주로 외부 패널 중심으로 구성하되, 전체 토론 시

간을 길게 배치하여, 현재 KIGA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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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Korea Internet Governance School> 

- 제안자: 안정배 

1) 타이틀
   :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 / Korean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2) 방식
   - 강의 및 질의응답
3) 시간:
   09:30-10:30  주제1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00  주제2
4) 주제 후보 (무순, 괄호 안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주제)
 - approach of IG [holistic and regional]
 - history of IG
 - issue mapping
 - process & involvement
 (- human rights/privacy)
 (- cyber security)
5) 고려사항
 - speakers
 - coverage & focus
6) 참고자료
 - Table of SIGs Topics / 2015.9.14 안정배

AfriSIG 2013-2014 South SIG 2015 Euro Summer SIG 2015
issue o o o

regional   issue o
IG   history o o

approach/view o o o
structure o

actor o
process/involvement o o

other   cases o
concept/principle o

technology o
policy o

regional   approach o o
challenges o

main   institutions o

(참고) 
 - South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http://www.gobernanzainternet.org/en/

 - Euro Summer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http://www.euro-ssig.eu

 - African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http://african-ig-school.events.a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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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1> 
o 제안자 : 전응준 / KIGA 후이즈 정보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o 제목 : 후이즈 정보의 프라이버시 이슈

o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 후이즈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P/Pt서비스)의 적절성

 - PP서비스의 범죄 목적 이용 가능성

 - 정당한 권리자(상표권자 등)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

 - 프락시 서비스와 국내 법절차의 조화

 - 국경간 요청의 문제

o 워크샵 소요 시간 : 짧아도 무방함

o 패널 구성 

 - KIGA 후이즈정보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 ICANN 서울사무소

<워크샵 2> 
o 제안자 : 권현오 / ICANN 

o 제목 : ICANN Policy Update(focusing on IANA transition)

o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1. 개요 :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ICANN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주요한 정책개발 진행상황에 대해 한국 커뮤니티들에게 업데이트. 특히,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멀티스테이크홀더 기반으로 진행된 IANA Transition의 추진경과 및 이에 대

한 글로벌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의 공개의견 등을 중점 소개

 2. 방식 : APAC Hub 사무소 담당자가 업데이트 발표 및 질의응답

 3. 기대효과 : 중장기적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 기반의 정책결정의 성공적 사례로 국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ICANN의 최신정책

경향을 습득할 수 있음

o 워크샵 소요 시간 : 60분 

o 패널 구성 

 - 발표자 : 미정(ICANN APAC Hub 사무소 STAFF 중 1인) 

<워크샵 3> 
o 제안자 : 박지환 / 오픈넷 

o 제목 : 마닐라원칙과 정보매개자책임 : 재량과 면책 사이

o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1. 취지: 마닐라원칙과 외국의 정보매개자책임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터넷거버넌스 

[붙임  3] 제안된 워크샵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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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일보시켜본다.

 2. 주요쟁점 : 한국의 정보매개자책임 구조는 매우 기형적으로 되어 있음.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면책을 규정하면서도 피해“소명”만 있으면 반드시 삭제차단하도록 되

어 있음. 외국의 정보매개자책임제도의 구조와의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도리어 “소명만 된다면 삭제하겠다. 삭제하지 않을 자유를 원

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는 KISO를 통해 일부 공인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는 것과 상치되는 입장임.

물론 사업자들은 이때의 거부는 피해‘소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명된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강제해달라”는 주장은 

삭제“의무”는 확인된 불법정보에만 지울 수 있다는 마닐라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조치가 된 게시물에 대해 재게시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복원할 자유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역시 마닐라원칙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 

o 워크샵 소요 시간 : 90분 

o 패널 구성 

1. [학계] 외국의 정보매개자책임제도 - 서희석 교수

2. [학계] 외국의 정보매개자책임제도 - 김경숙 교수

3. [산업계]국내 정보매개자의 입장 - 국내 포털 정책 담당자

4. [시민사회] 마닐라원칙 소개 - 김가연 변호사

5. [정부] 정보매개차책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워크샵 4> 
o 제안자 :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o 제목 :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과 문화발전 

o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1. 취지: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으로 촉발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여전히 

논쟁적임. FTA, TPP 등 양자 혹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권 등의 침

해를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음. 한편, 유럽의 해적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디지털 환경의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토론은 부재해

왔음. 이에 다자간 토론 공간인 한국 IGF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대화와 토론

이 시작되기를 기대함.



- 11 -

 2. 주요쟁점 :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다른 기본권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필터링 의무화 등의 조치는 효과적인가, 또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문화 창작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창작자 보상 체계는 무엇인가. 

o 워크샵 소요 시간 : 90분 

o 패널 구성 

 사회 :

 패널 :

 정부 (문화부 저작권과, 혹은 저작권위원회)

 인터넷 기업

 저작권 단체

 시민사회 단체

 창작자

 이용자

* 별도의 발제 없이, 사회자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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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단)

인터넷@인간ㆍ사회

핵심가치 주요 연구 내용

창의
ㆍ다양성 증진(교육 등) 및 초연결 시대의 협력과 공존
ㆍ국가 창의력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식 자원의 축적과 활용 등

안전
ㆍ인터넷 기반 미래사회에서의 안전 보장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Security, Privacy, 
Safety 등 3대 영역의 변화

평등 ㆍ접근권 보장 ㆍ정보 격차에 따른 계층 갈등 ㆍ인터넷을 통한 복지 증진(건강, 치안, 교육 등)
공유 ㆍICT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의 발전 및 공유의 형태, 범주의 확대(감각, 기억, 경험, 의식 등)
책임 ㆍ표현의 자유 및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오염, 기계윤리 등

 인터넷ㆍICT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모든 사물,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미래사회에서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
다 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의 출현으로 그 반대의 결과로 다
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 모습을 전망해 보고 
우리가 보호ㆍ발전ㆍ확산해야할 핵심 가치를 발굴하여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산업, 정보보호, 문화ㆍ윤리, 법ㆍ제도,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사회에서 지속 추구해야할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그
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5년 2월부터 ‘2045 인터넷@인간ㆍ사회 연
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가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미래사회의 핵심가치로 창의, 안전, 평등, 공유, 책임을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
로 각각의 핵심가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고찰과 각 영역에서의 현재 이슈, 미
래의 변화 모습 및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KIGF를 통해 미래사회에 우리가 마주칠 다양한 이슈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
안에 대해 서로의 견해, 지식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기술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좌장 : 김주영 단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 인터넷 기반의 미래사회 5대 핵심가치(20분) - 한상기(소셜컴퓨팅연구소장)

2. 패널토론(30분, 5인)
 ※ 참석자 : 홍준형 교수(서울대), 한상기 소장(소셜컴퓨팅연구소), 정준현 교수(단국대), 최재홍 교

수(강릉원주대), 신용태 교수(숭실대)

3. 질의응답(10분)

[붙임 4] 인터넷@인간ㆍ사회 KIGF 세션 신청서

o 한국인터넷진흥원(2045 인터넷@인간ㆍ사회 연구회)

o 워크샵 제목

o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