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 타임라인도 조금 더 확실하게 미리 나왔으면 함
‣ 작년과 올해 워크숍 제안자를 프로그램위원회에 추천했으면 함
‣ 행사 참석자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마련

록(안)

제3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회의명
일 시

2018.11.2(금) 14:00~15:00

참석자
(총 7인)

- 위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김태은(KISDI), 박지환(오픈넷),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이동만(KAIST),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위원 : 6인
- 옵저버 : 1인

장소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되었으면 함

‣ 차기 KrIGF 세션 하나를 2018 IGF에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
구성하여 글로벌 경험에 대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

‣ 2018 IGF 이후 차기 KrIGF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예정
‣ 2018 IGF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위원회 참여 요청

- 옵저버: 김보영(KISA)

- 최종보고서 마무리 후 배포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위원회 섭외와

□ Action Item

워크숍 주제들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사무국에서 홍보용 웹자보 제작 요청

o (사무국) 2018 KrIGF 결과보고서 초안 수정
o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홍보용 웹자보 제작

o

NRI

그룹 활동 소개 및

2018 IG F

활동 계획 논의 ※ 붙임 1 참조

- 2018 IGF를 KrIGF 대표로 최은창 위원이 참석 후 결과공유 예정

□ 회의 주요내용
o

2018 KrIGF

- NRI

결과보고서 중간 검토

- 2018 KrIGF 결과보고서 초안 온라인 공유
- 전체 결과보고서와 첨부자료(회의록, 워크숍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2018 KrIGF 영문보고서 작성 논의

‣ 번역만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번역과 동시에 작성이 필요
‣ 최은창 위원이 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업 예정

o 차기
-

기존

KrIG F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논의

KrIG F

- (차기 KrIG F

위원 참여 의사여부 및 차기 새로운 위원 모집

:

국가 및 지역 IGF 이니셔티브

‣ 국가별, 소구역, 구역 및 청소년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준비
하여 개최하는 이니셔티브로서 National, Subregional, Regional
and Youth IGF Initiatives (NRIs)를 의미

- KrIGF의 NRI 활동계획(2018 IGF)

① KrIGF의 인터넷거버넌스 활동을 알리고 해외 NRI 입장 파악
②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과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의 향후 파악
③ 워크숍의 펀딩방식 등 운영방식을 KrIGF에 반영
④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비판과 토론
- 국가·지역별 NRI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KrIGF를 소개할 예정

구성 논의)

‣ 내년에는 중간에 프로그램위원회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워크숍 제안자 섭외
및 방향성 잡을 수 있었으면 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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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IGF NRI 활동 소개 및 2018년 KrIGF의 참여 계획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제32차 KrIGF프로그램위원회
2018.11.2 (금) 14:00
NRI 이니셔티브의 목적

IGF NRI 활동 소개 및 2018년 KrIGF의 참여 계획

국가 및 지역 IGF 이니셔티브(NRI)는 글로벌 IGF의 주요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서 각자의 커뮤니티 관점에
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는 유기적 독립적 조직으로서
•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속한 각

최은창

지역 사회에서 문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
2018년 제13차 IGF 콘퍼런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multistakeholder)이 참여하여 토론 및 아이디어와 의견 교환을 촉진

2018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콘퍼런스가 프랑스 파리의 UNESCO에서 11월 12일~14일 개최 예정으

• 각 커뮤니티에 속한 멀티스테이크홀더의 협력(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모색
• 각 커뮤니티의 관점과 목소리를 글로벌 IGF 아젠다에 반영하고, 글로벌 IGF의 관점을 국가

로 있음. 2018년 IGF 콘퍼런스 주제는 “신뢰가능한 인터넷 (Internet of Trust)”으로서 최근 문제되는 사
이버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음.

및 지역

별 NRI 행사에 반영.
(A Toolkit to assist communities in establishing the IGF initiatives p.12 참조)

연혁비교
2005년 ITU가 주도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회의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multistakeholers)의 포럼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창설. 그 후 IGF 컨퍼런스는 2006년 그리스

NRI 조직 원리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 13회째 개최되고 있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2012년 시작되

IGF의 상향식 합의 프로세스에 따라 작업하며, 이니셔티브 형성 및 기타 이니셔티브 관련 사항에 있어 멀

어 주소자원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함

티스테이크홀더의 참여가 필요. (최소한 3 개 이해 당사자 그룹을 포함하고 향후에는 모든 이해 관계자 그
룹을 포함하도록 발전해야 함)

NRI? : 국가 및 지역 IGF 이니셔티브(NRI)

NRI 네트워크

국가별, 소구역, 구역 및 청소년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준비하여 개최하는 이니셔티브로서 National,

2018 년 현재 5 개 지역에 100 개가 넘는 국가 및 지역 IGF 이니셔티브(NRI)가 전세계에 활동하고 있음.
연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함. IGF 사무국은 각국을 대표하는 NRI 코디네이터가 참여

Subregional, Regional and Youth IGF Initiatives (NRIs)를 의미.
* 국가별 IGF 코디네이터(40여명)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IGF 코디네이터가
MAG(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멤버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음

국가 및 지역 IGF 이니셔티브(NRI)는 개방적, 투명하고, 포용적, 비상업적인 원칙과 관행을 준수해야 함.

하는 정기적 온라인 회의를 진행. 매년 IGF 회의에 NRI 참여를 협조하고 NRI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
NRI 현황과 한국 KrIGF의 지위
KrIGF의 공식 인정: 2018년 2월 28일 KrIGF는 UN IGF 사무국에 의해 national IGF로 공식 인정됨.
(National IGF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recognized 2018-02-28). KrIGF는 그동안 IGF 콘
퍼런스에서 개최되는 NRI Session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 IGF 콘퍼런스에서는 처음으
로 참여하게 됨.
* 코디네이터(Coordinator): 오병일,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
* 공동 코디네이커(co-cordinator): 최은창
* 역할: ➊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KrIGF) 연례 워크숍의 구성 및 준비 ➋ 다양한 이해당사자그룹이
관계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참여하도록 활성화 ➌ KrIGF를 대표해서 전 세계 national/regional
IGF 커뮤니티 회의와 논의에 참여 ➍ KrIGF의 연례 워크숖 등 활동에 대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IGF 사무국에 제출
KrIGF의 NRI 활동계획
KrIGF의 NRI 활동은 국가·지역별 이니셔티브(NRI) 코디네이터들, IGF 사무국, 멀티스테이크홀더자문그룹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본회의(NRIs Main Sessions) 및 NRI
대표자 협력회의 참가(NRIs Collaborative Sessions)라고 할 수 있음. 단, 국가별 NRI 대표자는 중립적

* 2017년 현재 지역별 구분 www.intgovforum.org/multilingual/content/national-igf-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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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유지해야만 하므로 IGF 콘퍼런스의 워크숍에서는 Speaker로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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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코디네이터는 Fake News, Cybersecurity 세션을 준비하는 오거나이저로서 참여하고 있음. 거의 2
2018 IGF 콘퍼런스에서 ➊ KrIGF의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을 알리고 해외 NRI 대표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주 간격으로 IGF 사무국이 주최하는 Virtual Meeting에서 회의를 진행 중. 현재 국가별 speaker, 온라인

➋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향후 전개방향 파악 ➌ 워크숍의 펀딩방식,

및 현장 moderator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협의 중.

BPF(Best Practice Forum), DC GF Dynamic Coalition, Open Forum, Youth IGF 등 운영방식을
KrIGF에 반영 ➍ 부상하는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응 등 관점을 얻을 수

3) NRI 담당자들과의 교류

있음. 특히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인터넷 파편화(Balkanization of the Internet)를 막기위한 거버넌스

UN IGF 사무국은 IGF 콘퍼런스가 열리는 UNESCO 건물 1층 2층에 50여개 ‘IGF 2018 Village booths’

장치로 정착되었나, 그 걸림돌은 무언인가 등 대한 비판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를 설치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NRI에게 배정된 29번 부스(IGF NRIs)에서 국가·지역별 이
니셔티브(NRI) 코디네이터들, IGF 사무국, 멀티스테이크홀더자문그룹에게 KrIGF를 소개할 예정임.

일자

11월 12일

참여 예정 세션명

Ÿ
Ÿ
Ÿ
Ÿ
Ÿ

11월 13일

11월 14일

Ÿ
Ÿ
Ÿ

9:00~10:30 WS 366 Proliferation, Cyber Sta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10.10~11.10 NRI Session on‘Cybersecurity'
11:20~ 12:20 WS 421 Algorithmic transparency and the right to explanation
12:10~13:40 WS 98 Who is in charge? Accountability for algorithms on
platforms
13:40 “Internet Governance and Regulations in Latin America” Commemorating
10 years of the South School on Internet

Ÿ
Ÿ

9:00~10:30 NRI Session on 'Fakenews’
10:10~11:10 NRI Session on ‘Access beyond Mere Connectivity’
11:30~12:50 EVOLUTION OF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 APPROACH, CO-ORGANIZED
13.30~15.00 NRI Coordination Session
17:20~18:20 NRI Session on 'Digital Economy'

Ÿ
Ÿ
Ÿ

8:30~9:30 NRI Session on 'Emerging Technologies’
10:10~11:40 BPF on Cybersecurity
11:50~13:20 BPF on Artifical Intelligence, Big Data & Internet of Things

* NRI 준비상황을 공개한 사이트
UN IGF 2018: NRIs Preparatory Process
https://www.intgovforum.org/multilingual/content/igf-2018-nris-preparatory-process

1) NRI Main Session
UN 경제사회처(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산하 IGF 사무국은 IGF 콘퍼런
스에서 NRI Main Session, NRIs Collaborative Sessions을 준비하고 있음. NRIs Main Sessions은 국
가별 구역별 IGF를 준비하는 코디네이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년도 IGF 컨퍼런스의 방향을 가늠하는 회
의로 여겨지고 있음. 이번 2018년 NRI Main Session은 MAG 멤버들이 절반 참여하는 공동회의로 진행될
예정
2) NRIs Collaborative Sessions
NRIs Collaborative Sessions은 다양한 각국의 이행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례 IGF
콘퍼런스 워크숍과 성격이 다름. IGF NRI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최신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항과 대응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음.
√ Access beyond mere Connectivity
√ Fake News
√ How different communities can develop the people’s priority digital economy?
√ Impact of Emerging Technologies on the National Level
√ Cybersecurity
- IGF BPF(Best Practice Forum) Cybersecurity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
- BPF가 발간한 “Cybersecurity Culture, Norms and Values” 문서는 각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무적 관점을 담은 문서로서 국내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현재 국제적으로 사이버 보안 정책을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통해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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