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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4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일  시 2020.05.22(금) 13:30~15:00 장소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참석자

(총 11인)

- 위원 : 10인

- KISA : 1인

- 위원: 김태은(KISDI),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김경석(부산대학교),

김보영(KISA), 미루(진보네트워크), 손재원(UNPD)*, 이동만

(KAIST), 정지영(KT),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최지연

(오픈넷)* (존칭생략 ,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 참여)

- KISA: 박윤식

□ 회의 주요내용

o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현황 공유

- 현재까지 모집된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현황 공유

     ※ [붙임 1] 참고

- 현재 명단으로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확정. 별도 홍보는 하지 않으나,

추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함

o 2020 KrIGF 일정 변경 및 장소 논의

- ICANN, APrIGF 등 대부분 국제회의들은 온라인 개최로 변경됨

- 국내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오프라인 포럼 개최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0 KrIGF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온라인을 메인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온라인+오프라인)을 고려하였으나,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 일정(안) : 8월 21일 (2안 : 9월 18일)

   ※ 온라인 개최에 필요한 설비, 장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워크샵 수 등 조정 예정

o 2020 KrIGF 개최 계획 수립(역할, 일정 등)

- 사무국에 온라인 개최에 필요한 설비, 장소, 비용 등 조사 요청

- Youtube를 사용하는 경우 기록을 남기기에 좋으며, Zoom을 사용

하는 경우 실시간 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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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 KrIGF 주제 및 슬로건, 워크샵 주제 논의(온라인 조사 결과 참고)

- 슬로건 논의(다수의 의견으로 6안으로 선정)

‣ (1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2안) 팬데믹 시대의 연결성

‣ (3안) 모두에게 안전한 인터넷

‣ (4안) 포스트 팬데믹 개인과 거버넌스의 안전과 투명성

‣ (5안)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 (6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 결정된 슬로건으로 6월 1일부터 워크샵 모집을 진행(예정)

- 워크샵 구성을 위한 키워드 및 주제(안) 논의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팬데믹, 연결성,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N번방 이슈, 온라인 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 개인정보위원회 통합에 따른 별도 세션

o 2020년 KrIGF 차기 일정 논의

- 2020. 6. 26. (금),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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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명단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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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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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213-1999 antiropy@gmail.com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010-8760-1880
mirulee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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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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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나황영
법무법인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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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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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P jaewon_son@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