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거버넌스포럼은 인터넷과 관련
한 공공정책 이슈를 토론하고 촉진하
는 글로벌 멀티스테이크 홀더
(multistakeholder)의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패러다임 : 
정보 보안 &

제도적 거버넌스

[워크숍 5] 



최은창 패널 소개
프리인터넷 프로젝트 펠로우

• 예일대 로스쿨 정보사회 프로젝트(ISP) 펠로우

• 옥스퍼드대 비교 미디어법 프로그램(PCMLP) 방문학자

• 고려대 국제대학원 강사, 이화여대 경영학과 강사

• 하버드 로스쿨 Internet Law Program

• 제네바 대학교-듀크 로스쿨 Transnational Law 연구소

• Yale-MIT- Harvard Cyberscholar Working Group

• 예일대 로스쿨 석사(LLM) 졸, 서울대 법대 박사 수료

[저서]  <네트워크의 부(Wealth of Networks)> 번역서

• <레이어 모델(Layered Model) 저서

• <사물인터넷이 바꾸는 세상> 번역서



김종승 패널 소개
S        SK텔레콤 Blockchain TF팀장

• 전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IoT전략팀장

• 전 KT 온라인사업팀 스마트인터넷기획팀장

• 전 삼일PriceWaterhouseCoopers 컨설턴트

[저서]

o <온디맨드 IoT>,동아비즈니스리뷰 기고 (2015.9월)

o <3DPrintonomics>,"동아비즈니스리뷰 기고 (2015.3월)

- “3DPrintonomics,중앙집권적 생산에서 ‘장인의 부활’로”

o <앱경영 시대가 온다(공저)>,한국경제신문 (2010.12월)



민경식 패널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팀장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연구위원 (비금융권 산업군의
블록체인 확산 로드맵 수립,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작업)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정책기획팀, 전략개발팀, 
국제회의지원팀장 등 역임

• 일본 메이지(明治)대 경제학 박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후 연구원
• 일본 Hyper Network 사회연구소, 연구원
• [저서]

“스마트 위험사회가 온다” (2012)



김경곤 패널 소개
고려대 정보보호융합학과

산학협력 중점교수

• 차세대보안리더양성프로그램(BoB) 컨설팅트랙멘토
• 국회사무처소관사단법인K-BoB Security Forum 
•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Senior Manager 
• 언더해커그룹Null@Root 前Chairman & Member
• 국방사이버안보최고전문가과정, 모의침투팀멘토
• 삼일회계법인(PwC) Manager
• SK인포섹, 전임컨설턴트
• A3 Security Consulting 보안컨설턴트
[저서] 
• 사이버보안과국가안보전략,  
• 데이터베이스해킹& 보안완벽가이드, 
• 웹해킹& 보안완벽가이드, 정보보호개론과실습 등등



박성준 패널 소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초빙교수(암호학 및 블록체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블록체인 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오픈포럼 기술개발/정보보호 분과 분과장

•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블록체인미래과제 전문자문단

• ㈜비씨큐어 대표이사

•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반기술팀장

•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선임연구원

• 행정자치부 지능형 정부 중기계획 수립 과제반 전문위원(블록체인) 

•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블록체인 국가로드맵 실무위원

• 전자서명법(Digital Signature Act) 제정 기술책임자(KISA)

• 국내 / 국제 표준암호알고리즘 SEED 개발 총책임자(KISA) 



ITU WSIS(2005)    IGF(2006)



IGF FOR PUBLIC POLICY

•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은 정부, 기업, 시민
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
(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
어진 포럼

• 2005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개최한 정
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IGF가 처음 개최

• 이후 각 국가 및 지역별로 IGF가 해마다 개최



MULTI-STAKEHOLDERS
2013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 정보수집을 폭로

인터넷 관리 권한의 중요성이 부각

미국 주도의 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의

관리 구조를 국제적인 거버넌스 구조로

바꾸자는 논의

멀티스테이크홀더 개념이 2014년 넷문디얼

이니셔티브((NMI)이후에 IGF 도입

ICANN에서 2016년
IANA로 관리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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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P2P



BLOCKCHAIn PARADIM
• 금융 서비스 분야(거래 수수료 시간 비용 절감

+ 감독, 규제 비용 절감) 

• 비금융분야 (디지털 정보의 보관, 디지털 인증,  
스마트 계약, 물류 추적 관리) 

•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동력

• Smart Contract의 실현: 거래 비용의 급감

à 시스템 실패의 경우 누가 나서는가?

à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 전자정부, 정부공공, 행정 서비스에도 적용

à 그러나 블록체인 활성화위한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 (블록체인법)







KEY QUESTIOnS

• 블록체인 활용은 금융영역 + 비금융영역 존재

•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물류, 
인증, 스마트 계약과의 관계?

• 현재의 인터넷 보안, 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미치
는 변화와 영향력 전망? 

• 블록체인은 해킹되지 않고 안전한가? (엔드포인트 보
안, DDoS, 제로데이 취약점, DAO 사건)

•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의 방향?

•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 블록체인에 적합한 제도적 거버넌스, 법제도의

변화 방향은?



BLOCKCHAIn   

SECURITY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GOVERnAnCE

(새로운 법제도,      

신뢰기관의 불필요?)

STAnDARDIzA
TIOn

(블록체인 기술표준 )



STAnDARDIzATIOn



SECURITY COnCERn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상
InTERnET GOVERnAnCE  





Dynamic Coalition on 
Blockchain Technologies

= model framework on blockchain technologies

• (1) application of existing legal and oversight 
regimes to financial applications of blockchain;

• (2) smart contracts or selfexecuting 
transac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 (3)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InTERnET GOVERnAnCE  



BLOCKCHAIn GOVERnAnCE  

출처:  "The environment needs cryptogovernance" Nature 545, 403–405 (25 
May 2017)



BLOCKCHAIn GOVERnAnCE  

출처:  "The environment needs cryptogovernance" Nature 545, 403–405 (25 
May 2017)



출처:피넥터



SMART COnTRACTS
•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