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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41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일  시 2020.01.31(금) 15:00~16:30 장소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참석자

(총 14인)

- 위원 : 9인

- 옵저버 : 3인

- KISA : 2인

- 위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김경석(부산대학교)*, 김보영(KISA),

김태은(KISDI), 미루(진보네트워크), 손재원(고려대학교)*,

이동만(KAIST), 최은필(카카오), 최지연(오픈넷) (존칭생략 ,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온라인 참여)

- 옵저버: 김민정(경찰대학교), 이재영(동국대학교), 임승재(고려대학교)

- KISA: 박창민, 박유리

□ 회의 주요내용

o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신청현황 점검 및 위원장 선정

- 현재까지 모집된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현황 공유

     ※ [붙임 1] 참고

- 이해관계자 그룹에 Youth 그룹을 추가하기로 하며,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기술계 참여 독려 필요

-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은 위원장을 선정

하고, 오병일 위원이 작년 위원장으로서 보조 및 지원하기로 함

- APIGA 4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차세대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KrIGF에 구체적인 세션을 기획하기 위한 스터디 진행 예정

- 참석한 위원 중심으로 각자의 네트워킹을 통한 홍보를 요청하며,

다음회의까지 추가로 접수받기로 함

   ※ 최은창 위원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배진아 회장, 최항섭 부회장)에 홍보예정

 <추가 의견>

 o (오병일)

  - 보통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워크샵을 제안하기 때문에 참여
하는 기관(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확대 노력이 중요

 o (이동만)

  - KrIGF 세션 운영자들이 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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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도 KrIGF 위원별 역할(조직위원회) 논의 정리

- 조직위원회는 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대표들로 

구성 필요

- 조직위원회는 저변확대와 홍보,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올해 KrIGF 주제 및 장소, 날짜 등이 결정되면 조직위원회 구성 필요(3월 경)

o 2020년 KrIGF 장소 및 날짜 논의

- 작년에 고려했던 장소와 KrIGF 위원에게 추천받은 장소를 작년  

규모 및 일정을 고려하여 예약 가능 여부 확인 후 확정하기로 함

- 사무국에서 견적 및 가능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다음 회의 때 

공유하였으면 함

- 오전 개회식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150명~200명 수용)과 오후 4개 

세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모두 인접해 있어야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 전제로 함

- 7월 초(3일, 10일) 금요일을 후보일로 하고, 여름휴가와 대학교 

시험기간을 피하여 최대한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함

- 장소 후보(사무국 이메일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기로 함)

‣ AT센터 : 5개의 홀(40~70명 수용)과 로비, 지하 1층에서 식사 가능,

신분당선으로 접근 용이

‣ 이외에도 수도권 대학교, 과총회관, 서울 내 벤처, 창업지원센터 등 고려

o 2020년 KrIGF 차기 일정 논의

- 차기 회의에서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 예정

- 온라인 설문조사로 2020 KrIGF 슬로건 및 워크샵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브레인스토밍 시 참고하기로 함

- 2020. 2. 27. (목), 13:30 ~ 15:00

‣ 제4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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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명단 (2020. 2. 21 기준)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명단

분야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업계

이상협 네이버 010-3021-6341 seo.bong@navercorp.com

박복남 핸디소프트 010-3238-9815 pbnkhb@daum.net

최은필 카카오 010-8557-3500 reyna.c@kakaocorp.com

정지영
KT

(AI서비스 기획)
010-7300-3811 jyjung224@gmail.com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010-4168-0122  jhkim@kinternet.org

학계

김경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010-8686-8159 gimgs@pnu.kr

이동만 KAIST 010-3412-1387 dlee@kaist.ac.kr

최은창 프리인터넷프로젝트 010-7771-3738 eunchang.choi@aya.yale.com

시민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010-2213-1999 antiropy@gmail.com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010-8760-1880
mirulee88@gmail.com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010-8684-0915 jiyounchoe915@gmail.com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010-9056-1435 bobpark925@gmail.com

법조계 나황영
법무법인 유한

(TMT 업무, 핀테크)
02-3479-7874 hwangyoung.na@barunlaw.com

공공계

이금노 소비자원 043-880-5901 arrows3@kca.go.kr

김태은 KISDI 010-2360-7390 lmy94@kisdi.re.kr

김보영 KISA 010-5245-5165 kby0321@kisa.or.kr

Youth 손재원 고려대학교 jaewon_son@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