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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의명 제2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일시 2015.4.16(목) 16:00~18:00 장소 KISA 서초청사

참석자

(총 14명)

- 참석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동만(KAIST), 이영음(방통대),

전응준(유미특허법인), 김인숙(한국소비자원), 김국

(서경대), 한선영(건국대학교), 김경석(부산대), 정선영

(미래부), 권현오(ICANN 서울사무소), 강혜영, 박민정,

김보영, 박신영(이상 KISA) (존칭생략,무순)

□ 위원구성

o 위원 활동의사를 밝힌 16인의 이해관계자 분야별 균형이 필요하여,

강경란, 김경석, 한선영 위원은 학계에서 기술계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16인의 위원명단: 붙임파일 참고 

o 산업계 위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도메인, IP 등 IT 관련 

산업계의 참여 독려 필요

- (도메인 사업자) 도메인 업계가 영세하고, 도메인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주소자원분과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임 

- (ISP) SKT, KT 등 IP주소 관련 IT기업 참여 필요

- (네이버, 다음카카오) 인터넷주소 업무와 연관성이 약해서 참여

곤란 의사 밝힘 

o 정부계(공공) 위원 조정 필요  

- 1)주소자원을 논의하는 분과이므로 KISA 인터넷주소센터의 

참여가 필요 2)KISA에서 주소자원분과와 관련된 부서가 아닌 

개인인 경우, ‘정부(공공)’보다는 다른 이해관계 분야로 위촉할 것을 

검토 3)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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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IANA) 도메인이름 제안서 작성 워킹그룹

(CWG) 터키회의 결과 공유  

o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IANA) 도메인이름 제안서 작성 워킹그룹

(CWG)의 최종제안서가 발표(‘15.4.20)된 후 공개의견수렴 진행 예정

(’15.4.20~5.20)

- 최종제안서를 검토하여 최종 이양모델에서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을 검토함.

5월 7일(목) 10시, IANA 워킹그룹회의 개최 예정 

□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도메인 허용 이슈 공유
 

 o ‘14.12월, ICANN은 국가명, 영토명을 제외한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도메인 사용을 허용함.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과 일치하는 

문자열 사용은 해당 정부가 5월 중에 결정해야 함

- 관련 논의를 위해 단기 워킹그룹을 구성. 멤버는 이영음 위원

(의장), 윤복남 위원장, 김국 위원, 미래부, KISA로 구성  

□ 사무국 운영

 o 사무국 정기․워킹그룹 회의 개최, 홈페이지 운영, 메일링리스트 

관리 등 다양한 사무국 업무를 KISA와 외부기관이 협력하여 수행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향후 계획

o 5월 7일(목) 10시, IANA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예정

o 5월 29일(금) 16시, 제3차 주소자원분과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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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o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회 산하 “이용자권리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워킹그룹을 구성. 주제는 빅데이터(김인숙 

위원), IoT(전응준 위원), 클라우드(오길영 위원)임

붙임 1.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안)

     2. CWG 출장결과보고

     3.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도메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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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안)

‘15. 4. 16(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성 명 소 속 직책 소속분야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위원장)

시민사회(3)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전응준 유미특허법인 변호사

김국 서경대학교 교수

학계(4)

박윤정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이동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윤원철 ㈜케이아이엔엑스 실장

산업계(2)

이민수 가비아 팀장

강경란 아주대학교 교수

기술계(4)

김경석 부산대학교 교수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위원

한선영 건국대학교 교수

강혜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

정부(3)김인숙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서재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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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 이양제안서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결과 보고

□ 출장개요

o (배경) 도메인이름 관련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 이양 제안서 

최종본 작성(4월 중)을 위한 CWG논의에 참여
   ※ ICANN CWG(Cross Community Working Group) on Stewardship

o (일시 및 장소) ’15. 3. 24(화) ~ 29(일) / 터키 이스탄불 힐튼 호텔

o (출장자) 거버넌스협력팀 김보영주임(한국 정부 및 KISA 대표자격으로 참석)

o (참석자) 워킹그룹 멤버 및 준멤버(정부, 국가최상위도메인협의체, 일반

최상위도메인협의체 대표 등), ICANN 직원, 법률자문社 총 60여명 참석

□ 논의배경

o ‘14.3.14일, 美정부가 그간 유지해왔던 IANA기능 관리권(Stewardship)의

민간(글로벌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 이양 의향을 발표함에 따라,

- 美정부가 갖고 있던 IANA기능(3개)*에 대한 관리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글로벌 논의 진행 중
    * IANA 기능(3개) : ①프로토콜파라미터, ②IP주소, ③도메인이름

- 도메인이름에 대한 논의는 ICANN 內 커뮤니티 대표자들로 구성된

CWG에서 논의 진행

□ 주요 논의내용

o 美정부를 대신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을 감독할 기구·

조직을 ICANN 내부에 둘 것인가, 외부에 둘 것인가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모델별 장단점,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등)를 바탕으로 논의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 이양은 ICANN 책임성 보장, 이행

가능성, 커뮤니티 합의 필요 등의 복잡한 이슈가 얽혀있어 CWG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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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장 점 단 점

1안.

ICANN 내 

기능이 분리된 

책임성 메커니즘

(Golden 

Bylaw 모델)

(ICANN 

내부모델)

⦁ICANN에게 IANA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줄 외부 기관이 

없음

⦁1)MRT(멀티스테이크홀더 

검토팀)와 CSC2)(고객상임

위원회)는 ICANN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 는 

ICANN 이사회 이사를 지명

하거나 선출함으로써 IANA 

기능 관리에 참여

⦁관리를 위한 정관(golden 

bylaw) 개정이 필요하며, 

정관은 멀티스테이크 커뮤니티의 

합의 없이는 수정 불가능

⦁ICANN이 IANA 기능 

수행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동일

⦁IANA 운영 안정성이 

가장 필요한 곳은 

ICANN이기 때문에 

IANA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보장됨

⦁감독과 운영 기관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RFP를 수정함으로서 

문제 해결 가능

⦁美 상무부는 내부 

모델 선호

⦁미래에 IANA 운영과 

감독을 관전히 분리

하고자 할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임

⦁ICANN 책임성에 의존

해야함. 현재 책임성 

보장 방안은 불분명함

⦁계약이 없으면 운영

요구조건, 감독권, 

분리에 관한 문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

⦁美 상무부-ICANN 간의 존재

하던 계약 폐지라는 점에서 

현재와 매우 상이

2안.

 법적으로 

분리된 책임성 

메커니즘

(ICANN 

자회사/계열사)

(ICANN 

내부·외부 

통합모델)

⦁ICANN으로부터 IANA 담당 

직원들을 분리시켜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계열사 설립

⦁자회사/계열사는 비법인회사로 

설립할 경우 운영의 유연성이 

생기나, 회사를 구성하는 멤버

들이 비영리를 유지해야 함

⦁ICANN이 유일한 멤버라 

하더라고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IANA 운영(ICANN)과 

감독(자회사)의 확실한 

분리가능

⦁ICANN이 IANA 기능 

운영자라는 점에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며 

안정성이 유지됨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감독이 

가능하며, 책임성 

메커니즘에 의존할 

필요가 적어짐

⦁새로운 자회사/계열사 

설립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ICANN 책임성에 

대한 의존이 증가

⦁관리 구조 구축 필요

⦁다른 커뮤니티들과의 

논의 필요

⦁gTLD와 ccTLD의 

서비스가 상이하며 

명확하지 않음

⦁관리권에 대한 계약이 

- (1안 : ICANN 정관수정을 통한 관리권 이양) 가장 간단한 모델로,

美 상무부가 선호하는 모델

- (2안 : ICANN 자회사 설립) ICANN으로부터의 분리, 책임성 보장,

투명성 보장 관점에서 이상적인 모델이나, IANA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커뮤니티(IP, 프로토콜파라미터)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함

- (3안 : 계약담당법인 설립) IANA 운영과 감독의 확실한 분리가 가능하나,

새로운 법인 설립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책임성 보장 방안이 필요

<이양모델(주요 3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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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A 운영의 투명성 증가

⦁ICANN 이사회(정책결정/

운영)의 이해충돌 방지

⦁ICANN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성도 보장됨

폐지되므로 현재 상태와 

상이함

⦁IANA 기능 운영자를 

재지정하는 절차가 

불명확

3안.

계약담당법인

(ICANN 

외부모델)

⦁美 정부의 IANA 계약 기능 

수행을 위해, 계약체결 업무

만을 담당하는 법적 기관

⦁美 캘리포니아 법 하의 새로운 

기관 혹은 비법인 협회 형태로 

설립 가능

⦁이사회와 최소한의 직원

으로만 구성

⦁일부 세력에 의한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필요

⦁IANA 운영(ICANN)과 

감독(계약담당법인)의 

확실한 분리가능

⦁계약형태가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행 가능

⦁계약담당법인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

⦁새로운 기관 설립 필요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검증되지 않은 관리방법

⦁재정적 부담이 적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함

⦁기능적 혹은 구조적 

분리에 따른 이점이 없음

□ 세부 내용

o (이양 모델) CWG는 IANA 이양 논의 시작 이후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모델을 7가지*로 나누어 논의 진행
   * 외부모델 2개(계약담당법인, 트러스트), 내부모델 2개(책임성 메커니즘, 트러스트), 통합모델 3가지

(ICANN 자회사/계열사, IANA 서비스수준계약 공유모델, IANA 독립체)

- CWG가 선정한 법률자문社의 모델 별 분석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모델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음 3가지 모델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함

① 기능이 분리된 책임성 메커니즘

② 법적으로 분리된 책임성 메커니즘(ICANN의 IANA 자회사/계열사)

③ 계약담당법인 설립

- 나머지 4개 모델은 완전히 논의 종료된 것이 아니며, 필요시 혹은 

3개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논의될 수 있음

1) MRT(멀티스테이크홀터 검토팀, Multistakeholder Review Team) : IANA 관리권 이양후에 주기적(3~5년)으로 IANA 서비스 전반에 대
한 수행 평가 및 검토를 수행할 그룹. IANA 계약을 위한 RFP 발행 및 IANA 운영기관 선정, 필요시 (주기적) 구성되며 멀티스테이
크홀더로 구성

2) CSC(고객상임위원회, Customer Steering Committee) : IANA 서비스에 대한 일상적 운영(루트서버 정보 변경요청 처리 등)
검토를 수행할 그룹. IANA 서비스를 받는 고객(gTLD, ccTLD 대표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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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3안. 계약법인

(Contract Co.)

⦁계약법인은 캘리포니아 법 하의 공공기관(public benefit 

corporation) 혹은 사단법인(unincorporated association) 형태

⦁이사회 및 멤버 구성 방법이 주요 이슈

트러스트
⦁신탁관리자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

니티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익자(beneficiaries)가 존재하게 됨

내부

1안. IANA 기능이 

분리된 책임성 

메커니즘

⦁관리를 위한 정관(golden bylaw) 개정이 필요하며, 정관은 

멀티스테이크 커뮤니티의 합의 없이는 수정 불가능

⦁MRT(멀티스테이크홀더검토팀)과 CSC(고객상임위원회)를 구성

하여 IANA 운영 검토

트러스트 ⦁ICANN이 단독 신탁관리자이며, 별도의 보호자(guardian) 필요

통합

2안. 법적으로 

분리된 책임성 

메커니즘

(ICANN의 IANA 

자회사·계열사)

⦁ICANN으로부터 IANA 담당 직원들을 분리시켜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계열사 설립

⦁IANA 운영(ICANN)과 감독(자회사)이 확실하게 분리가능하나,  

새로운 자회사/계열사 설립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IANA 

서비스수준계약 

공유 모델

⦁IANA 기능에 영향을 받는 ICANN, IETF, RIRs은 서비스수준계약을 

공유하며, 단 하나의 멤버를 가진 계열사 형태

IANA 독립체 ⦁ICANN과 별개의 조직 형태

<이양모델 7개 주요내용>

o (디자인팀) CWG는 제안서의 IANA 운영 부분 작성을 위하여 14개의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논의 진행 중

- 디자인팀의 작업 내용은 도메인 이름 부분 제안서에 추가될 예정

Ⓐ IANA 서비스 레벨 충족 Ⓑ 위임/재위임 항소장치

Ⓒ 고객 상임 위원회 Ⓓ 권한 승인 기능

Ⓔ SAC 69 Ⓕ NTIA/IANA/루트존 담당자와의 관계

Ⓖ IANA 지적재산권 Ⓗ .INT 운영자

Ⓘ 경쟁 정책 및 이해충돌 Ⓙ 고객상임위원회, 멀티스테이크홀더 리뷰팀 및 이해충돌

Ⓚ OFAC 라이센스 Ⓛ IANA 기능 분리 메커니즘

Ⓜ 이의 상정 메커니즘 Ⓝ IANA 기능의 주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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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G(도메인 이양모델 논의 WG) 향후 일정

o 현재 ~ 4.19(일) : 이양모델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 및 최종제안서 작성

o 4.20(월) ~ 5.20(수) : 최종제안서 발표 및 공개의견수렴

o 5.21(목) ~ 6.7(일) : 공개의견 검토 및 제안서 반영

o 6.8(월) : 도메인이름 제안서를 CWG 관련 협의체(GNSO3), ccNSO4),

GAC5), ALAC6), SSAC7))에 제출하여 SO/AC별 승인절차 진행

o 6.25(목) : ICG8)에 CWG 최종 제안서 제출

3) GNSO(일반도메인협의체,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 ICANN과 계약관계에 있는 그룹(도메인등록기관, 등록대
행자) 등 일반최상위도메인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되며, 일반도메인 관련 커뮤니티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상정
용 정책(안) 작성 

4) ccNSO(국가도메인협의체, Country-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 국가도메인(예 : .kr, .uk, .한국) 관리기관으로 구
성되며, 국가도메인 관련 합의된 의견 도출 및 이사회 상정용 정책(안) 작성

5) GAC(정부자문위원회,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 회원 가입에 동의한 국가들이 참여하며, ICANN 정책을 정부 
및 공익 측면에서 검토하고 공식자문 제공

6) ALAC(일반이용자 자문위원회, At-large Advisory Committee) : 일반인터넷이용자의 입장에서 ICANN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

7) SSAC(보안·안정성 자문위원회, Security and Stability Advisory Committee) : ICANN 이사회 및 ICANN 관계자들에게 인터넷
주소할당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에 관한 자문 제공

8) ICG(IANA 이양논의 조정그룹, IANA Stewardship Transition Coordination Group) :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권 이양계획 논의
를 위해 글로벌 다수이해관계자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13개 커뮤니티에서 선발한 대표 32인)되었으며, 글로벌 합의에 기반
한 이양계획을 수립하여 美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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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WG-Accountability* 회의 결과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 on Accountability, ICANN 책임성 강화 CCWG>

o (목적) IANA 기능 이양 논의로 ICANN과 계약관계에 있는 美 정부의 관리자 역할 부재가 

야기할 ICANN의 책임성 문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ICANN 책임성 강화 워킹그룹)

- IANA 관리권 이양 일정에 맞춘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이 목적이며, 

CWG-Stewardship과 긴밀한 논의가 필수임

o (구성) 글로벌 커뮤니티 대표 및 일반참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ICANN SO/AC(5개) 별 지정대표(25인) 및 일반참여자(136인), 메일링 리스트 옵저버(38인), 

전문가(7인), 리에종(ICANN 이사 1인, ATRT 멤버 1인, ICG 멤버, ICANN 직원대표 등)으로 구성

- KISA에서는 박민정책임(.kr), 김보영주임(GAC)이 참여 중

※ ICANN 책임성 강화 논의는 IANA 관리권 이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CWG 회의 초반에 

CCWG-Accountability 회의(’15.3.23~24, 터키 이스탄불) 결과가 공유되었음

o (개요) CCWG-Accountability는 IANA 이양 전 필요한 ICANN

책임성 강화 논의를 아래의 6개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함

- ICANN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개정

- 독립 리뷰 과정 강화

- 핵심적 정관(fundamental bylaws) 수립

- AoC 수정 및 정관으로의 편입

- 결정재고 프로세스 강화

o (ICANN의 미션, 비전 및 가치) ICANN은 정관에 명시된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ICANN - 美 정부간의 AoC(의무확인서)에 의해 제공되던 책임성·

투명성 메커니즘은 IANA 관리권 이양 후에는 ICANN의 정관으로

편입되어야 함

- AoC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ICANN – 글로벌 커뮤니티 사이의 

의무 확인을 위해서는 AoC 수정이 매우 중요함 

o (커뮤니티의 권한 강화) ICANN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논의 진행

- 문제 발생시 ICANN 이사회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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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정관, 미션, 핵심 가치 변경을 승인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권한

- ICANN의 전략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

- ICANN 이사회는 커뮤니티에 책임성을 다해야 하며, 커뮤니티 

자신도 높은 수준의 책임성 수준을 만족시켜야 함

o (핵심적 정관(Gloden Bylaw)) ICANN의 미션, 개선된 독립 리뷰 절차,

정관 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커뮤니티의 권한 등이 ICANN

정관에 포함되어야함

- Golden Bylaw는 변경이 가능해야 하나, 변경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o (독립 리뷰 절차) 독립 리뷰 절차는 더 이용하기 쉽고, 구속력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상설 형태의 패널 형태로 개선되어야 함

o (향후 계획)

- CCWG가 제안하는 모든 권고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칠 예정

-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서가 몇 주 이내 공개될 것이며, 커뮤니

티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ICANN 회의(’15.6월)에 제출될 예정

- CCWG의 제안서가 ICANN과 글로벌 커뮤니티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2차례의 공개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넓은 커뮤

니티들에게 아웃리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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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도메인 허용 검토

□ 배경

o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도메인 등록은 레지스트리 계약서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서 조항 6.5>
신규 gTLD 2단계에서 모든 영문 2자리 문자열은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등록이나 할당이 
제한됨. 모든 영문 2자리 문자열은 DNS에서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며, 레지스트리 운영자 
이외의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단,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ISO 3166-1 ahpha-2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 및 ccTLD 관리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해당 
2자리 문자열은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허용(release)될 수 있음. 국가코드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그 혼란 방지 방안을 ICANN이 허용하는 경우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2자리 도메인을 허용할 수 있음.

□ 현황 

o 일부 신규 gTLD 관리기관(레지스트리)는 ICANN에 신규 gTLD 2
단계에서의 2자리 도메인 사용 허가를 요청

o ’14.12.1, ICANN은 국가명·영토명*을 제외한 2자리 문자열 허용을 발표
   * ① ISO 3166-1의 모든 국가 및 영토명, ② UN 지명전문가그룹이 작성 국가명, ③ UN 

가입국 명(6개 UN 공식 언어)

- 2자리 문자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규 gTLD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신청서 내용 : 신청하고자 하는 2자리 문자열 기재, 레지스트리 계약서 조항 6.5에 동의여
부를 표시 [참고1. 신청서]

-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과 일치하는 문자열 사용은 해당 정부가
결정해야함

□ 대응 방안

o 한국정부는 아래의 옵션을 논의하고 결정해야함
장점 단점

모두 차단

국가코드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 국가기관 사이트, 유해사이트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

기존 gTLD나 ccTLD에 적용되지 않던 
새로운 규칙이 신규 gTLD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모두 차단
하는 경우 규제국가로 보일 수 있음

모두 허용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 타겟의 홍보 
기회를 제공함(예 : www.kr.google)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코드라는 
이유로 승소할 가능성이 적음(분쟁
에서는 상표권 위주)

신청 건별로 
검토하여 결정

신규 TLD의 종류에 따라 검토 가능
건별로 검토하는 데에 따른 시간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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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외 사례(’15.4월 현재 기준)

차단

국가(국가코드) 반대 목록 사유

유럽연합(.eu)
eu.credit, eu.creditcard, eu.auction, 

eu.casino, eu.bingo, eu.law

많은 EU 국가의 규제

시장에 해당되어 소비자 

레벨에서의 혼란과 남용이 

우려됨

이스라엘(.il)
il.casino, il.bingo, il.law, il.chat, il.bible, 

il.country, il.airforce, il.navy, il.army

이탈리아(.it) it.pizza, it.bingo, it.casino

코트디브아르(.ci) 모든 도메인 반대

스페인(.es) es.casino, es.bingo, es.abogado

대만(.tw) 모든 도시명(예 : tw.london, tw.berlin) 국가 지위의 저하 우려

프랑스(.fr)

fr.archi, fr.army, fr.airforce, fr.bank, fr.bet, 

fr.bio, fr.casino, fr.cloud, fr.dentist, 

fr.doctor, fr.domains, fr.finance, fr.lawyer, 

fr.navy, fr.sarl

허용

국가(국가코드) 목록 사유

오스트리아(.at) 모두 허용

스위스(.ch) 모두 허용

덴마크(.dk) 모두 허용

스페인(.es) 브랜드 TLD의 경우 정부허가 없이 허용

네덜란드(.nl) 모두 허용

뉴질랜드(.nz) 브랜드 TLD의 경우 정부허가 없이 허용

영국(.uk) 모두 허용

미국(.us)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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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
브랜드 
TLD 여부

관리기관
공개의견수렴 

시작일
공개의견수렴 

종료일
요청 내용

cuisinella Yes SALM S.A.S. ’15.4.10 ‘15.6.9 모든 문자

schmidt Yes SALM S.A.S. “ “ “

sydney No
State of South Wales, 

Department of  Premier 
& Cabinet

“ “ “

melbourne No

The Crown in right of 
the State of  Victoria, 

represented by its 
Department of State 

Development, Business &  
Innovation

“ “ “

krd No KRG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 “ “

forex No IG Group Holdings PLC “ “ “

cfd No IG Group Holdings PLC “ “ “

spreadbetting No IG Group Holdings PLC “ “ “

markets No IG Group Holdings PLC “ “ “

broker No IG Group Holdings PLC “ “ “

trading No IG Group Holdings PLC “ “ “

saarland No dotSaarland GmbH ’15.4.3 ’15.6.2 모든 문자 

scor Yes Scor SE “ “ “

vistaprint No Vistaprint Limited “ “ “

vista No Vistaprint Limited “ “ “

film No Motion Picture Domain 
Registry Pty LTd “ “ “

sex No ICM Registry SX LLC “ “ “

porn No ICM Registry PN LLC “ “ “

adult No ICM Registry AD LLC “ “ “

netbank Yes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 “

commbank Yes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 “

cba Yes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 “

xn--kcrx77d1x
4a Yes Koninklijke Philips N.V. “ “ “

phillips Yes Koninklijke Philips N.V. “ “ “

boots Yes THE BOOTS COMPANY PLC “ “ “

cern Yes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 “ “

walter Yes Sandvik AB “ “ “

sandvikcoroma
nt Yes Sandvik AB “ “ “

[붙임2] 2자리 도메인 허용 신청 현황(’15.4월 현재 기준)

<’15.4.10 현재 2자리 도메인 허용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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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vik Yes Sandvik AB “ “ “

saxo Yes Saxo Bank A/S “ “ “

trust No NCC Group Domain 
Services Inc ’15.3.27 ’15.5.26 모든 문자 

forex No Forex Registry LTD ’15.3.27 ’15.5.26 ig

cfd No dotCFD Registry LTD ’15.3.27 ’15.5.26 ig

spreadbetting No dotSpreadbetting Registry 
LTD ’15.3.27 ’15.5.26 ig

markets No dotMarkets Registry LTD ’15.3.27 ’15.5.26 ig

broker No dotBroker Registry LTD ’15.3.27 ’15.5.26 ig

trading No dotTrading Registry LTD ’15.3.27 ’15.5.26 ig

barclays Yes Barclays Bank PLC ’15.3.19 ’15.5.18 모든 문자 

barclaycard Yes Barclays Bank PLC “ “ “

nyc No

The City of New York by 
and through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 “ “

build No Plan Bee LLC “ “ “

boats No DERBoats, LLC “ “ “

xn--czr694b No

HU YI GLOBAL 
INFORMATION RESOURCES  

(HOLDING) 
COMPANY.HONGKONG 

LIMITED

’15.3.12 ’15.5.11 모든 문자 

cyou No Beijing Gamease Age Digital 
Technology  Co., Ltd. “ “ “

redstone Yes Redstone Haute Couture 
Co., Ltd. “ “ “

ifm Yes ifm electronic gmbh “ “ “

icbc Yes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 “ “ “

xin No Elegant Leader Limited “ “ “

irish No Dot-Irish LLC “ “ “

crs No Federated Co-operatives 
Limited “ “ “

luxury No Luxury Partners, LLC ’15.3.5 ’15.5.4 모든 문자 

bbva Yes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 “ “

komatsu Yes Komatsu Ltd. “ “ “

aig Yes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 “ “

sony Yes Sony Corporation ’15.2.26 ’15.4.27 모든 문자 

versicherung No dotversicherung-registry 
GmbH “ “ “

menu No Wedding TLD2, LLC “ “ “

osaka No Interlink, Co., Ltd. “ “ “

earth No Interlink, Co., Ltd. “ “ “

moe No Interlink, Co., Lt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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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자리 문자열 신청서

모든 영문 문자 및 영문 2자리

신청하는 일부 영문 2자리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국가코드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할 것임.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계약서 6.5에 포함되어 있는 2자리 문자열이 DNS상에서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고, 레지스트리 운영자 외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허용되지 않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