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ction Items

o (개회식) 축사 담당자 및 각 업계별 대표 발언자 섭외가 필요

o 각 워크숍 제안자에게 평가 결과(통합된 워크숍의 경우) 및 프로그램(안)을

공지하고 패널 모집 확정을 요청

- 통합된 워크숍 : ①1번과 3번, ②2번과 9번, ③11번과 13번

- 4번 워크숍은 튜토리얼 트랙(강좌 트랙)에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

o (사무국)

- 각 기관별로 공동주관 참여 및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

- 포스터 시안 제작, 홍보 및 서포터즈 모집 준비

회  의  록(안)
회의명 제21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일시 2017.07.13(목) 13:00~15:00 장소 KISA서초청사 인터넷주소센터

참석자

(총 13인)

- 위원 : 10인

- 비위원 : 3인

- 위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김명수(카카오), 김태은(KISDI),

박기식(ETRI), 박지환(KISDI),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이현재(우아한형제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참여)

- 비위원: 박민정(KISDI), 이상협(네이버), 박신영(KISA)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운영 가이드’ 보완작업 현황 공유

o (추가된 사항)

- 내용상 변경은 없으며, KrIGF 준비 단계별 D-day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제작 및 추가하였음

o 관련 추가 논의사항은 없음

□ 워크숍 평가위원회 결과 공유 및 프로그램(안) 논의

o (오병일)

- 지난주(7월 7일)까지 13개 워크숍이 제안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음(7월10~12일)

- 먼저 타임 슬롯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워크숍 개수 조정이 필요

- 개회식, 튜토리얼(강좌 트랙)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안)을 

확정해야 함



< 워크숍 평가결과 관련 논의 >

o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주제 및 목적이 유사하여 통합 가능한 

워크숍이 존재함 ※ [붙임 1] 문서 참고

- 1번(제안자 김예슬)과 3번(제안자 최은창) 워크숍을 3번으로 통합

▸ (오병일) 김예슬 위원은 복수 제안한 5번 워크숍에 더 비중을 

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3번 워크숍을 메인으로 함

- 2번(제안자 김경석)과 9번(제안자 강경란) 워크숍을 9번으로 통합

▸ 주소자원분과 워킹그룹 차원에서 이미 통합이 논의되었음

▸ 9번 워크숍을 메인으로 하며, 김경석 교수가 워크숍 패널로 참여

▸ 9번은 60분으로 제안되었으나 프로그램 구성상 90분으로 변경

- 11번(제안자 정진임)과 13번(제안자 오원석) 워크숍을 통합

o 4번(제안자 안정배) 워크숍은 튜토리얼 트랙(강좌 트랙)에 포함하여 진행

하고자 함

o 5번(제안자 이동만, 김예슬) 워크숍에 해외연사 초청 예정

- (KISA) 통역비 및 2인 경비(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숙박비) 지원 가능

o (김태은) 7번 워크숍(구글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패널을 섭외하기 위해

각 위원님들의 추천 및 지원을 요청

< 프로그램(안) 관련 논의 >

o (오병일) 3개의 타임 슬롯에서 총 9개의 워크숍과 3개 강좌 세션을

진행하고자 함 ※ [붙임 2] 문서 참고

o (튜토리얼 트랙 논의)

- 지난 논의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 AI, ICANN Readout, IGF 소개 

등이 강좌 주제로 제안되었음

① 블록체인 강좌 : KISA 담당



② AI 강좌 : 카카오 담당

③ ICANN Readout 및 IGF, SIG 소개 강좌

▸ 90분 강좌를 3개 파트로 적절하게 나누어 진행

▸ ICANN Readout 파트의 경우, WebEx를 통한 해외인사 원격 발표

형태로 진행하고자 함(약 20분 예정)

▸ IGF 파트는 KISA에서, SIG는 안정배 위원에 담당 요청

o (트랙 및 워크숍 배치 논의)

- (김태은) 5번, 6번, 9번 워크숍을 거버넌스 트랙으로 분류 가능함

- (오병일) 7번, 10번, 12번을 경제 관련 트랙으로 묶고, 남은 3개를

안전한 인터넷 트랙으로 묶을 것을 제안

- 트랙명(안) : 인터넷 경제, 안전한 인터넷, 거버넌스, Tutorial(강좌)

- 프로그램(안) : [붙임 2]와 같이 가안을 정하고, 제안자가 변경 요청시

조정을 진행

o (개회식 논의)

- 작년의 경우 각 KIGA 위원장 인사, 축사, 스테이크홀더별(시민사회,

공공계, 기술계, 산업계) 대표자 발언으로 진행되었음

-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축사 및 각 업계별 대표자

섭외 필요

□ KrIGF 슬로건 논의

o 지난 논의에서 ‘똑똑한 인터넷, 착한 공유’로 1차 확정되었음

o (차재필) 워크숍이 결정되었으니 워크숍 테마와 맞는 슬로건을 결정

하는 것이 좋을 듯

o (이현재)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거버넌스‘ 제안

o (이상협) ‘똑똑한 인터넷, 열린 공유’ 제안



o (김명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제안

< 결론 >

o 위원별 제안을 종합하여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로 확정

□ 공동주관 및 후원 논의

o 사무국에서 각 기관별로 공동주관 참여 및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 예정

o (공동주관 참여 확정)

- 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오픈넷,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려 중)

□ 홍보 및 서포터즈 모집 관련 논의

o 홍보 및 서포터즈 공고를 위한 포스터 시안을 제작해야 함

o 서포터즈 모집 공고는 KIGA 소속 교수진 및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공문 및 관련 자료 발송 예정

o 참가자 사전등록은 8월 회의 이후부터 진행 예정

□ 차기 회의 일정

o 2017년 8월 11일(금), 16시~18시



[붙임 1]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제안서 평가결과



[붙임 2]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안(‘17.7.17일 기준)

트랙 1 트랙 2 트랙 3 트랙 4

인터넷 경제 안전한 인터넷 거버넌스 Tutorial(강좌)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10:30~10:45 휴식

10:45~12:15
구글세

(제안자 : 강하연, 김태은)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데이터의 역할

(제안자 : 오원석)

※ 열린정부와 거버넌스 워크숍과 

통합 예정 (제안자 : 정진임)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제안자 : 오병일)

블록체인

(KISA)

12:15~13:30 점심 식사

13:30~15:00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 시장경쟁 질서 측면에서 

살펴본 제로레이팅

(제안자 : 박지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거버넌스

(제안자 : 최은창)

National/Regional IGF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나?

한국인터넷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제안자 : 이동만, 김예슬)

AI
(카카오)

15:00~15:15 휴식

15:15~16:45
O2O 서비스 출현과 시장 갈등

(제안자 : 이현재)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

(제안자 : 허광준)

인터넷 주소자원 개방 정책

(제안자 : 강경란)

ICANN, IGF, SIG
(KI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