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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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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제13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

□ 개  요 

 o 일  시 : 2013년 8월 23일(금) 16:00 ~ 18:00

 o 장  소 : ㈜ KINX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군인공제회관 20층) 대회의실

 o 참석대상자(총 21인)

  - 이영음(위원장, 방통대), 강경란(아주대), 김경석(부산대), 김국(서경대), 이동만(KAIST), 

    정찬모(인하대),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한선영(건국대), 김윤석 (SK브로드밴드), 

이경용((주)아이네임즈), 이신종((주)후이즈), 이민수((주)가비아), 윤원철((주)KINX), 

윤복남(법무법인(유)한결), 김기중(동서파트너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김인숙(한국소비자원), 황인표, 김보영, 황상기(이상 KISA) 

□ 주요안건

 o 논의안건

  (가)호 : 제12차 KIGA 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 검토 [붙임1]

  (나)호 : 2013 APrIGF 서울회의 준비 현황 공유 

  (다)호 : 국가도메인(.kr & .한국) 이용활성화(등록 촉진) 방안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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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논의안건 (가)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제12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안)

1. 회의 개요

o 일  시 : 2013년 7월 26일(금) 16:00 ~ 18:00

o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로) 본관1층 101호 세미나실

o 참석자 : 총 13명

성  명   및   소  속 명수

이영음 교수(방통대), 박윤정 교수(뉴욕주립대), 김국 교수(서경대학교),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이민수 팀장((주)가비아), 윤원철 실장((주)KINX),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김기중(동서파트너스),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김인숙(한국소비자원)

10명

이정민 책임, 김보영 연구원, 황상기 연구원(이상 KISA) 3명

2. 회의 내용

o 11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 검토

o ICANN 더반회의 출장 결과 보고

o 2013 APrIGF 서울회의 프로그램 세션 및 진행상황 검토

o ‘IXP 촉진에 대한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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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회의결과

o 11차 회의록 검토

- APrIGF 주최 기관은 공식적으로 ISOC-KR로 되어있다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오병일)

- 주소인프라분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KIGA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됨(이영음)

o ICANN 더반회의 출장 결과 보고(이영음 위원장)

<출장 개요>

- 이번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이슈는 없었음.

출장 개요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계남 센터장님이      

vice-president 자격으로 원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셨고 원동은 연구원은

GAG, 저랑 센터장님은 ccNSO에 참여하였음. 파디 쉐하디(ICANN

CEO)와 스티브 크로커(ICANN 이사회 의장)와의 면담에서 파디는 

APrIGF 서울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개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쿠엑 유 츄앙(아태

지역 신임 부사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모든 분들께

다가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 APrIGF 서울회의에서 ICANN으

로부터의 지원 및 주요 인사들의 참여도 기대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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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전략계획 관련>

- 지금껏 ICANN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방어적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MS모델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조직은 ICANN이라고 주장함.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ICANN이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국가들의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국 정부관계자들과 접촉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번 2013 APrIGF

서울회의에서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ICANN에서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움.

전략 이슈별로 그룹을 형성, 인적네트워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아태지역 부사장이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함.

- 유네스코 다국어도메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2013 IGF회의 / 10

월 발리에서 개최)이라는 사항이 보고되었음. ccNSO에서는 지역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함. 국가명이나,

텔레토리네임의 사용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간단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있음. 이번 APrIGF 서울회의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기타 사항>

- 사이버 스페이스총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정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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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자문위원으로 계신 박윤정 교수님께서 설명 

부탁드림(이영음)

- 초기 회의 때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박윤정)

- 이번 ICANN회의에서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대해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에 대해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임(이영음)

- 외교부 산하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준비기획단 관계자와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외교부에서 주관하다보니 기술적, 정책적,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외교적인 측면만을 중요시 하여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음(오병일)

- 실질적으로 ITU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논의되는 기술적인

사항들(예.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지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이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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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 APrIGF 서울회의 프로그램 세션 및 진행상황 검토

<동시통역 예산 사용 관련>

- 현재 ICANN으로부터 5천불 후원 약속을 받은 상태임.

동시통역을 위해 전문팀인력을 채용하여 실시간 속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외에 후원이 필요한  

상황임(이정민)

- 동시통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을 산정해 보는 것이

중요함. 동시통역에 배정된 예산으로 해외연사초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됨(이영음)

- 이동만 조직위원장님께서 동시통역 사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심(이정민)

- 위원장님을 설득하여서라도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비용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이영음)

- 지난 APrIGF 서울회의 용역제안서 평가 시 박윤정 교수님과 

박춘식 교수님께서도 동시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음(이정민)

- 작년에 개최된 APrIGF 도쿄회의에서 몇 명이 속기시스템을 

사용하였는지 박윤정 교수님께 질문드림(이영음)

- 정확한 집계 결과는 알 수 없으나 ICANN 회의에서 시작되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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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작년 APrIGF 도쿄 

회의에서도 실시간 속기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필수요소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음(박윤정)

- 알겠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이영음)

<기타 사항>

- 주소인프라분과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는 데로 최대한 많은 세션에

참여해주시길 바람. 최소한 개회식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개막식이 되었으면 함. 우리나라 인터넷거버넌스 구조 및 

인프라의 면모를 뽐 낼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됨. 안내자료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인지 질문드림(이영음)

- 최신자료임. 유사세션들 간의 통합 작업만 남아있음(이정민)

-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위원님들 중 세션 게스트 섭외 및 해외 참가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림(이영음)

- 주제에 관심이 있지만 펀딩이 없어서 참여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에서는 한정적인 분들만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오병일)

- 참여하는 모든 패널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동만 

조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여 몇 분만이라도 지원이 제공되었으면 함.

현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람(이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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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패널을 위해 8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항공경비는 이 금액 내 

지원이 가능하고 희망자에 한해 SUNY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임(조식포함). 점심은 무료이며 첫날 저녁만찬은 현재 예산으로 

해결이 되지만 두 번째 날 저녁 만찬에 대한 예산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었으면 함. 프로그램에 프로포절을 하신 

윤복남, 오병일, 오익균, 이영음, 박윤정(이하 5명) 위원님들 중 

초청하실 패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한분씩 지원해드릴 계획임(이정민)

-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됨. 제가 초청할 예정인 패널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참여할 것으로 보임(이영음)

- 초청자분들의 명단을 주시면 지원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음(이정민)

-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이영음)

- 초청을 해야 하는데 펀딩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림(김국)

-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후원할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오병일)

- 타 회의에서도 이정도 수준의 지원만 되는 것이 관례임(전응휘)

- 숙소는 한국뉴욕주립대 기숙사 40개를 확보해둔 상태임. 초청하시는

다섯 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은

35,000원(조식포함)에 이용 가능함(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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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에 대한 숙소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림(김국)

-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과 위원님들에게는 무료 숙소 지원이 안 됨.

단,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뉴욕주립대 내 기숙사 이용이 가능함

(35,000원)

- 기숙사룸이 40개만 확보된 상태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이영음)

- yIGF는 별도로 숙소를 제공함(이정민)

- 그렇다면 적절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영음)

o ‘IXP 촉진에 대한 의견’ 발표(전응휘 위원)

-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WTPF 회의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인터넷거버넌스 주제로 논의되었던 사항 중

IXP를 중요한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이슈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KIGA주소인프라분과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준비하였음. 또한, 튀니지 아젠다 레커멘드에서 

‘로컬 및 지역IXP를 활성화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문서도 발표되었음.

-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향 후 추진계획에 대해 부연설명바람

(이영음)

- 워킹그룹까지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고 제가 

스터디그룹체어를 맡아서 몇 차례 사전 모임을 갖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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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려고 함. 현재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윤원철 위원님과

KISA에서도 참여 부탁드림 . 더불어 위원님들께 스터디그룹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안, 추천 요청 드림(전응휘)

 ※ 차기 회의

  - 일시 : 8월23일(금) 16:00 ~ 18:00

  - 장소 : ㈜ KINX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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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논의안건 (다)호>     

       

국가도메인(.kr, .한국) 이용활성화(등록 촉진) 방안 논의

□ 도메인 등록 및 이용 현황(2013.7.31. 기준)

 o 연도별 등록현황

국가도메인(kr, 한국) 등록건수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건수 930,485 1,001,206 1,064,179 1,076,899 1,299,090 1,186,139 1,159,392

증감 224,710 70,721 62,973 112,720 221,191 -112,951 -26,747

 o 월별 등록현황

국가도메인(kr, 한국) 등록건수

구분 ‘12 8월 ‘12 9월 ‘12 10월 ‘12 11월 ‘12 12월 ‘13 1월 ‘13 2월 ‘13 3월 ‘13 4월 ‘13 5월 ‘13 6월 ‘13 7월

신규건수(A) 23,829 23,735 26,102 26,834 23,187 27,650 24,742 26,881 26,478 25,603 23,231 27,176
유지건수(B) 55,781 77,468 98,326 65,062 61,233 58,771 71,883 78,503 75,166 55,788 53,764 58,977
월별합계(A+B) 79,610 101,203 124,428 91,896 84,420 86,421 96,625 105,384 101,644 81,391 76,995 86,153

누계 79,610 180,813 305,241 397,137 481,557 567,978 664,603 769,987 871,631 953,022 1,030,017 1,116,170
등록건수 1,319,197 1,232,447 1,199,742 1,192,260 1,186,139 1,188,529 1,189,158 1,180,114 1,175,365 1,168,429 1,164,910 1,159,392

증감 10,287 -86,750 -32,705 -7,482 -6,121 2,390 629 -9,044 -4,749 -6,936 -3,519 -5,518

   - kr도메인

kr도메인 등록건수

구분 ‘12 8월 ‘12 9월 ‘12 10월 ‘12 11월 ‘12 12월 ‘13 1월 ‘13 2월 ‘13 3월 ‘13 4월 ‘13 5월 ‘13 6월 ‘13 7월

신규건수(A) 23,071 22,699 22,386 23,399 21,130 26,019 23,557 25,691 24,838 24,048 22,435 26,338
유지건수(B) 54,124 49,873 75,801 61,848 59,107 57,748 71,102 77,772 74,663 55,139 52,677 56,026
월별합계(A+B) 77,195 72,572 98,187 85,247 80,237 83,767 94,659 103,463 99,501 79,187 75,112 82,364

누계 77,195 149,767 247,954 333,201 413,438 497,205 591,864 695,327 794,828 874,015 949,127 1,031,491
등록건수 1,097,062 1,098,555 1,099,942 1,098,399 1,094,431 1,096,877 1,098,391 1,089,867 1,084,713 1,077,058 1,073,522 1,068,011

증감 7,294 1,493 1,387 -1,543 -3,968 2,446 1,514 -8,524 -5,154 -7,655 -3,536 -5,511

   - 한국도메인

한국도메인 등록건수

구분 ‘12 8월 ‘12 9월 ‘12 10월 ‘12 11월 ‘12 12월 ‘13 1월 ‘13 2월 ‘13 3월 ‘13 4월 ‘13 5월 ‘13 6월 ‘13 7월

신규건수(A) 758 1,036 3,716 3,435 2,057 1,631 1,185 1,190 1,640 1,555 796 838
유지건수(B) 1,657 27,595 22,525 3,214 2,126 1,023 791 731 503 649 1,087 2,951
월별합계(A+B) 2,415 28,631 26,241 6,649 4,183 2,654 1,976 1,921 2,143 2,204 1,883 3,789

누계 2,415 31,046 57,287 63,936 68,119 70,773 72,749 74,670 76,813 79,017 80,900 84,689

등록건수 222,135 133,892 99,801 93,861 91,708 91,652 90,767 90,247 90,652 91,371 91,388 91,381

증감 2,993 -88,243 -34,091 -5,940 -2,153 -56 -885 -520 405 719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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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감소 원인

 o 대규모 등록인(한국통신돔닷컴) 도산으로 인한 도메인 대량 말소

  - 보유 도메인 약 7만건, 매월 50%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o ‘한글.kr’ 도메인을 불완전한 도메인으로 인식하여 등록률 감소

  - 완전한 한글로 표현 가능한 ‘.한국’ 도메인을 대체제로 인식하는 경향

 o ’11년 도입한 ‘.한국’ 도메인의 방어적 등록 1년 후 갱신률 저조

  - 일반인 개방 1주년 시점(’12.9월)의 갱신률은 전월(’12.8월)대비 65%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