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세션명 인터넷 거버넌스 들여다보기 (ICANN, IGF, SIG)

일시 2017.9.1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6

발표자

15:15~15:30 박신영(한국인터넷진흥원)

15:30~16:00 Kelvin Wong(ICANN)

16:00~16:15 안정배(APSIG)

플로어 약 8명 참여

1. 인터넷 거버넌스 

- 정부, 민간, 시민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규범, 의사 

결정의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⑴배경 및 범위

- 인터넷의 확산 이후 거론된 새로운 인터넷 주소 관리 체계가 미국 국가안보국 인터넷의 검열 활동 파문을 

거점으로 정부개입을 배제한 민간 주도 국제기구로 설립

- IP (Internet Protocol), 도메인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의 조정업무의 “협의의 거버넌스”

- 인터넷 접속 비용, 스팸, 보안, 인권 등의 이슈로 확장된 “광의의 거버넌스”

⑵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 ITU: 전기통신업무의 국제적 관리 기구

⑶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
- 정부, 민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 현안과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개 포럼

- 구속력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포럼의 한계점 존재

⑷지역별 IGF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슈 및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

- 아태지역 IGF (APrIGF) 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KrIGF)

2. ICANN

- 안정되고 안전한 인터넷 고유의 환경 보장 지원을 목표

-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주소를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민간, 조직, 위원회가 함께 발전시키고 시행

⑴정책 지원

- 각 커뮤니티 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커뮤니티의 정책들을 허가하고 도입 

- 지역별 오피스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지역의 제안을 수행

-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을 조언, 제안, 평가해 더 나은 솔루션을 추진

⑵ ICANN 의 이해관계 공동체



- 개인, 비영리 단체, 산업체, 정부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지원 조직 (Supporting Organizations, SOs) 은 해당하는 지역의 추천을 통한 정책을 검토

-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ACs) 는 ICANN 주제를 조언 및 추천

⑶일반 최상위 도메인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 도메인 네임 (Domain Name) 의 경쟁을 통해 혁신과 다양성을 위한 멀티 스텍 홀더의 정책 개발의 예 

- .xyz, .global, .ink, .build 등의 새로운 도메인 네임 확장 

3.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 (School of Internet governance, SIG)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인권,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

- Euro SSIG, South SIG등의 지역별, afSIG, pkSIG등의 국가별, 온라인상의 SIG가 설립됨

⑴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

- 2015년 krSIG의 설립 제안 이후 12월 KIGA’s WG 로 시작되어 매년 튜토리얼 세션을 개설

⑵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한계점

- 주소자원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법률 아래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한적

- 정부, 민간 부문, 차세대의 관심과 개입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