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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 2016. 6. 17(금) 11:30~13:00, 광화문 변호사회관 -

< 제11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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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건

1. 지난 회의록 검토(온라인)

2. 워크샵 평가 위원회 구성

3. 워크샵 신청 현황 및 기획 세션 논의

4. KrIGF 후원 요청 검토

5. 기념품/포스터/현수막/리플릿/자료집 등 제작 논의

6. 향후 일정 검토 

1.2 지난회의록 검토

□ Action Items
 

o 행사장소 예약(세종대, 9/23, 금) 예정

o 참석률이 낮은 프로그램위원의 활동 지속여부 확인 필요

o 5월 17일까지 홈페이지 구축 후, 세션 제안 요청서를 게시 

o 최종 워크숍 결정(6.23) 및 결과 발표(7.1) 예정

o 평가 양식 구성 필요(양식 초안, 배점(안) 제안) - 5월 초, 온라인으로 

확정 예정

- 기술적으로 배점 부여 필요(상위단에 15점, 하위단은 3점, 5점 등)

회  의  록(안)
회의명 제10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일시 2016.4.28(목) 13:00~14:00 장소 KISA 서초청사(강남역)

참석자

(총 10인)

- 위원 : 8인

- 비위원 : 2인

- 위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구본행(KISA), 김태은(KISDI),

박기식(ETRI),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영음(방통대), 최정혜(카카오)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비위원: 임준형, 박신영(이상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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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o 세종대(9.23(금)) 으로 확정

□ KrIGF 워크샵 제안 요청서 검토

o 세션 제안서 제출기간은 5.23(월) ~ 6.10(금)까지 예정이며, 6월 초 

평가기간을 거쳐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선정 예정

o 제안자 정보 부분에 과거 KrIGF 워크숍 제안의 경험여부 추가 되

었으며, 신규 제안자에게 가산점 부여 여부 검토 필요

o 세션 제안자 및 워크숍 관련 정보 중 추가사항은 향후에 검토 및 

수정 가능

□ 워크숍 평가 원칙 및 방식 초안 검토

 o 워크숍 평가는 프로그램 위원 중 신청자 대상으로 구성 예정

  ※ 제안자, 토론자(패널로 참여하시는 분), 이해관계(소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음  

o KrIGF의 주제는 제출된 워크숍 제안서를 검토 후, 주제 선정 예정

o 9개의 워크숍 평가 기준을 상충되는 항목을 통합해 축소(9개 → 4개) 예정

- ①+③ 항목, ②+⑧번 항목, ⑤+⑥번 항목, ⑦번 항목 그룹화

- ④, ⑨번 제외(전체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예정)

- 평가 기준은 그룹화 하되 평가 기준의 다양함을 보여줘야 함

- 신청서에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와 성별 등 사회적 다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필요

o 두 개의 제안서가 유사할 경우, 하나로 통합 조율하는 방법을 

제안자에게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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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GF 홈페이지 개편 기획안 검토
 

 o 홈페이지 서버는 진보넷 서버를 이용하며, 홈페이지 구축 시, 예산을 

고려하여 업체보다는 개인에게 의뢰 고려

o 홈페이지는 매해 자료 아카이브 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

o 워크숍 제안서 제출 등을 위해 KrIGF 홈페이지 5월 17일까지 

구축 예정 

□ 홍보

o ①SNS ②보도자료 ③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배너 설치 

등을 통해 홍보 예정이며, 추후 재논의 예정

□ 예산 기획안 검토

o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예산항목 재검토 예정 

- 생중계는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재검토 예정 

-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중계 혹은 녹화 후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에 

게시 방안 등 선택 예정 

□ 차기회의 일정

 o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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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GF 기획 세션(안)

가. 기획 세션(안) 제안_안정배

1. IG 관련 활동

1.1 주요 IG 회의 현황 이슈

1.2 국내외 SIG 현황 및 이슈

- KrSIG 현황

- APSIG 현황

- SIG 현황: (AfriSIG, Euro SSIG, MEAC-SIG, South SIG, Brazil SIG,

Parkistan SIG)

- Related Initiative: APIGA, APILP, etc.

1.3 기타

2. 특별세션

: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제안

“KrIGF 2016 –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계획(안)

1. 워크샵 제목: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2.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정치적 시각의 분석 공유 및 현안 과제 도출

3. 워크샵 소요시간: 90분(60분 발표, 30분 토론)

4. 워크샵 패널 구성 및 발표주제 후보

  * Workshop Moderator/Chair: TBD

  1) Global critical Infrastructure Management: IANA Transition

- 6 -

3. Cyber Security 관련 주제

① 인터넷 인권: Privacy, 사이버보안(잊혀질 권리, 익명성, etc.) 사이버 

범죄(Cyber Bullting)

② Cyber Security와 국제 관계: 사이버전쟁, etc.

③ 기술적 측면: CERT, etc. (http://www.first.org/conference/2016/seoul)

4. Tutorial 세션

: 한국 인터넷 역사(혹은 아시아 인터넷 역사) 추가 가능

  2) Middle power network diplomacy in gloval Internet Governance: 
     The case of Brazil.
  3) Regime Complexity on the Internet Governance
  4) Decline of US hegemony and Internationalization of Internet Governance 

or Cyber Security & US-Sino relationship

*Remark. 토론자는 KrIGF 취지에 맡게 Multi-stakeholder로 구성

http://www.first.org/conference/2016/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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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rIGF 2016 행사 개요

가. 소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인터넷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2016년 9월 23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

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

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

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

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월 6일-9일, 멕

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

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

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

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015년에 개최된 한국 IGF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홈페이

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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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사 계획

o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o 장 소 : 세종대학교

o 주 최 :

o 주 관 :

o 후 원 :

다. 위원 구성

o 프로그램 위원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박지환(오픈넷),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김인희(인하대),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이영음(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박기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익균(한국과학기술원),

이민수(가비아), 최정혜(카카오), 구본행(KISA), 김인숙(한국소비자원),

김태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라. 제5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안)

o 주제 :

o 세션 :

o Track :

http://i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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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5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예산 계획(안)

KrIGF 개최 소요 예산(안)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행사장 임대료 소회의실3/4/5/6 4실 700,000 2,736,800
세종대 

컨벤션센터

강사 발표료 세션 발표 강사료 30명 150,000 4,500,000

실시간 중계 유스트림 생중계 1식 3,000,000 외주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구축비 1식 2,000,000 외주

현장지원 인건비 현장 진행 요원 10명 70,000 700,000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1식 - 700,000

Coffee Break 음료 및 다과 1식 - 1,000,000

기념품 기념품 1식 - 1,000,000

중식 참가자 중식 1식 - 1,000,000

예비비 운영예비비 1식 - 500,000

총소요예산 17,136,800

 1) 볼드체는 집행한 금액임

 2) 통역비는 미반영 : 진행시 150~200만원 추가 소요 예상

 3) 행사장 대여료는 교내/입주기업, 재직 교수 임대 가격임(30% 할인)

 4) 예산 상황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항목 우선순위 조정 필요 

바. 프로그램위원회 진행 일정

o 2016년 1월 : 제7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KrIGF 개최 장소

- KrIGF 준비 일정

- KrIGF 주제 및 프로그램위원회

o 2016년 2월 : 제8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KrIGF 개최장소

- 기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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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GF 예산

- 기타(행사장 부스 운영 검토)

o 2016년 3월 : 제9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KrIGF 기획 프로그램 논의

- KrIGF 기획 프로그램 논의

- KrIGF 워크숍 제안서 공지문 검토

- 기타 안건

o 2016년 4월 : 제10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장소 예약 관련 확인

- KrIGF 워크숍 제안 요청서 검토

- 워크숍 평가 원칙 및 방식 초안 검토

- KrIGF 홈페이지 개편 기획안 검토

- 예산 기획안 검토

o 2016년 6월 : 제11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워크샵 평가 위원회 구성

- 워크샵 신청 현황 및 기획 세션 논의

- KrIGF 후원 요청 검토

- 기념품/포스터/현수막/리플릿/자료집 등 제작 논의

- 향후 일정 검토(워크샵 평가 일정)

o 2016년 7월 : 제1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워크샵 등 프로그램 및 슬로건 확정, 후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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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8월 : 제13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 홍보, 실무 점검

o 2016년 9월 : 제14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9.23, 제5차 KrIG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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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그램위원회 주요 검토 사항

가. 프로그램위원회 위원별 업무 분장(안)

No. 구분 이름 소속 업무

1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2 위원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3 위원 박지환 오픈넷

4 위원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5 위원 김인희 인하대학교

6 위원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7 위원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8 위원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위원 오익균 한국과학기술원

10 위원 이민수 가비아

11 위원 최정혜 카카오

12 위원 구본행 한국인터넷진흥원

13 위원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14 위원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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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크숍 제안요청서 

<워크숍 제안요청서>

* 워크샵 제안기간 : 2016.5.30.(월) – 6.26(일)

* 워크샵 평가위원회 구성 : 2015.6

* 워크샵 평가기간 : 2016.06.27 – 2016.07.06 :  6월 프로그램위원회 회의에서 선정 

* 구글 폼으로 접수 / 혹은 KrIGF 홈페이지에서 접수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

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

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

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

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는 12월 6일-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

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

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

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015년에 개최된 한국 IGF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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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한국 IGF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 9월 23일(금) 오전 10:00- 오후 6:00 (예정)  

- 장소 : 세종대학교 

2016년 한국 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

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한국 IGF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메인 세션을 비롯하여, 정보매개자 책임, 디지털 저작권, IANA 이양, 정보사회

의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워크샵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안된 워크샵은 한국 IGF 프로

그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 워크샵 제안 기간 : 2015년 5월 30일 - 6월 26일

- 워크샵 제안 양식 : 

* 제안자(단체)  관련정보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 소속(단체,기관,기업명)

 - 과거 KrIGF에서 워크샵을 제안한 경험이 있는지? 

* 워크샵 관련 정보

 - 워크샵 제목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워크샵 포맷

 - 워크샵 소요 시간 : 60분 / 90분

 - 패널

  :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등의 이름, 직위 및 소속, 이해관계자 그룹, 확정 여부

http://i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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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워크숍 평가 원칙/방식(안) - 최정혜 위원

< KrIGF 2016 워크숍 평가 원칙 및 절차(안) >

<일정>

• 워크숍 제안기안: 5.30(월)~6.26(일)

• 워크숍 평가: 6.27(월)~7.6(목)

  - 1단계(사무국에 의한 1차 스크리닝): 6.27(월)~6.28(화)

  - 2단계(프로그램위원 개별 평가): 6.29(수)~7.4(월), 사무국 취합/정리 7.5(화)~6(수)

  - 3단계(프로그램위원회 7월 정기회의): 7월 2~3주(7월 정기회의) *미정

• 사무국 평가결과 정리 및 제안자들에게 통지: 7월 정기회의 이후

• 평가 결과 웹사이트 게재: 미정

<평가 원칙>

: 공정성, 투명성, 포괄성, 실용성, 효율성

<평가 절차>

1단계: KrIGF 사무국에 의한 1차 스크리닝

• 일정: 6.27(월)~6.28(화)

• 방식: 사무국이 제안서 ‘최소 기준’에 못미치는 제안서를 탈락시킴

• ‘최소 기준’ 이란?

  - 워크숍 제안 주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직접 관련 있어야 함

  - 워크숍 제안서 양식의 모든 칸을 채워야 함

  - 동일한 개인/단체가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개수는 2개 까지임

  - 프로그램위원은 본인 혹은 소속단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본인 혹은 소속단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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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KrIGF 프로그램위원 개별 평가

• 시기: 6.29(수)~7.4(월)

• 방식: 프로그램위원 중 평가위원을 수락한 위원들이, 평가 요소 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평가 요소 및 배점

 1. 완성도 (5점): 충실히/완성도있게 작성되었는가? 예상 발표자/참가자 개인 및 단체의 명단이 
있는가? 어떤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지 명시했는가?

 2. 주제 (5점): 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있는가? 워크샵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어떤 
질문을 다룰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가?

 3. 형식 (5점): 세부내용이 형식에 맞는가?(예. ‘토론’ 형식이면 구체적으로 토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토론시간은 얼마인지 등이 명시되었는지),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는가?(일반적인 
패널 형식 외에 그룹토론 등 새로운 형식제안)

 4. 다양성 (5점): 참가자는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가? (이해관계자 그룹, 정책 관점 등. 다양성을 
높일것을 권장함)

 5. 기타 (2점): KrIGF에 워크샵 제안을 처음으로 하는 개인/단체인가?(첫 제안자에게 가산점)

3단계: 프로그램위 회의에서 제안서 후보들에 대해 논의하여 최종 결정함
• 일정: 7월 2~3주(7월 정기회의) *미정

• 방식: 
  - 제안서 후보들이 다루는 주제가 전체적인 균형에 맞는지를 검토함
  - 두개의 제안서가 매우 비슷할 경우, 한개로 합칠것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통합/보완 등 필요한 조치들을 거쳐, 프로그램이 확정됨

<비고>

• ‘KrIGF 2016 워크샵 평가 원칙 및 절차(안)’은 ‘IGF 2016 워크샵 평가 절차’
  (http://www.intgovforum.org/cms/igf16-workshops/igf16-wksp-tmln)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라. 후원 요청 검토

  o 후원 요청 기관/업체 후보 (후원 가능 기관/업체)
 

  o 후원 요청 방식
  o 후원 요청 액수
 

  o 후원 섭외 절차, 후원 기관/업체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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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념품/포스터/현수막/리플릿/자료집 등 제작 논의

o 제4회 KrIGF 행사 기념품 : 셀프카메라렌즈 단가 5,000원

o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등 제작

바. 등록자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 논의

o 리플릿 제작 및 배부

o 보도자료 홍보

o 이메일 발송

o 기타 

- 공동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

- SNS(Facebook 등) 활용

 

사. 연사 및 좌장 자문비 지급 

아. 워크샵 평가 위원회 구성

o 현재 신청자:

- 오병일 위원장, 안정배 위원, 윤복남 위원, 김인숙 위원, 구본행 위원,

박기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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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검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