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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대상 인터넷거버넌스에 관심있는 만 18세~35세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

초대의 글

우리는“4차 산업 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거대한
인터넷 네트워크 속에서 그물망처럼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 미래형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는 시공간적 차원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유연성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ICT 기술이 융·복합된 고도의 지능정보화 시대에 세계 각국은 미래 인재 인터넷 생태계에서 국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활동과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와 공동으로‘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Asia-Pacific Internet Governance Academy)’를 개최하여,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 및 활동, 현안을 소개하고 모의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향후 국제기구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카데미 강사진은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 임원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전체 수료생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국내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국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선발기준 및 혜택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내용은 www.apiga.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17. 5. 12(금) ~ 6. 8(목)

합격자 발표 2017. 6. 22(목)
www

사전교육
(온라인)

2017. 6. 28(수) ~ 8. 2(수)

교육기간

2017. 8. 7(월) ~ 8. 11(금)

선발기준

인터넷거버넌스에 관심있는 만18세~35세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어학성적 자료 등 제출 필요

internet governance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활동 및 업무 경험이 있는 자, 향후 인터넷거버넌스 분야에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석사 및 박사 우대

혜

택

전체
USD100 상당의 온라인 강좌(선행학습과정)＊무상 제공
＊참석자 대상 선행학습과정으로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온라인 강좌가 제공되며,
국제기구 ISOC에서 제공하는 강좌 수료증 발급(수료기준 충족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서 수료증 발급(수료기준 충족시)
인터넷 관련 주요 국제기구 임원들의 강의 수강
우수 수료자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정례회의 및 UN 산하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참석자
항공권(왕복, 이코노미) 및 숙박(기숙사, 5~6박) 제공

참가안내

http://www.apiga.or.kr, http://www.go.icann.org/apiga

참가신청

https://fellowship.apnic.net에서 신청서 작성(영문)

문

APIGA 사무국 031-967-0158

의

ap.ig.academy@kisa.or.kr, ap.ig.academy@icann.org

주요연사
준비중입니다.

프로그램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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