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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
●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문제점 파악

●

더 나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 도출

●

정부 등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제안

보고서 작성 경과
●

2016.1.22 :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TF 구성

●

2016.3.2 ~ 2016.4.18: 1차 의견수렴

●

2016.5.20: 1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

2016.6.17: 2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1>

●

2016.7.15: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

2016.8.19: 제18차 주소자원 분과 회의,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보고서(초안)>에 대한 1차 논의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좋은 관행(Best Practice)
○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99년 NNC -> 2005년 주소정책실무위원회 --> 2009년 주소정책포럼 --> 2014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주소분과

●

인터넷 주소자원법에 대한 평가
○

제정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합의없이 추진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개방적인 참여와 투명한 운영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

○

주소자원법에 따른 3개년 계획수립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나름의 노력

현재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문제점
●

첨예한 주소 정책 이슈의 감소

●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족

●

○

정부의 관심 부족

○

비정부 이해당사자의 참여 감소

○

이용자 참여 활성화 부재

○

국제 인터넷거버넌스에의 참여 위축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성 및 안정성 부재
○

조직적, 재정적 취약성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안
●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

●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제고

●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기구의 제도화

●

○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상향식 협치 지향

○

공개, 투명성, 합의(컨센서스)

○

제도화, 안정적 사무국 지원.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 SIG, 아카이브, KrIGF 등

거버넌스 기구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거버넌스 기구 제도화 방안
○

1안.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기구로서 재정립하게 하는 방안

○

2안. 1차 심의 기구로서 멀티스테이크홀더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두는 방안

○

3안. 정부 자문위원회가 아닌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독립된 ‘인터넷주소 (정책)
위원회’ 추진.

●

집행단위의 독립(혹은 민간이양)에 대한 검토
○

현재 KISA 인터넷주소센터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소자원 운영, 관리의 집행단위를
독립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

주소정책의 집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거버넌스 기구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