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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의명 제3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일시 2015.5.29(금) 16:00~18:00 장소 KISA 서초청사 

참석자

(총18인)

- 위원 : 15인

- 비위원 : 3인 

- 위원: 윤복남(위원장,법무법인 한결), 강혜영(KISA), 김경석

(부산대)*, 김국(서경대), 김인숙(한국소비자원), 박윤정

(뉴욕주립대)*, 서재철(KISA), 송인우(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진보넷)*, 윤원철(케이아이엔엑스),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이영음(방통대)*, 정선영(미래부), 전응준

(유미 특허법인) (존칭생략,가나다순) * 온라인 참석

- 의제 발표자: 박민정, 김보영, 박신영(이상 KISA)

□ 위원구성 

o 신규 위원(3인) : 송인우(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 산업계, 김진만(KISA),

정선영(미래부) - 정부계(공공) 위원으로 선출. 서재철(KISA) 위원은 

정부계(공공)에서 기술계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CWG 의견서 분석 공유 

o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IANA) 도메인이름 제안서 작성 워킹그룹 

(CWG)의 최종제안서가 발표된 후 (‘15.4.20), 공개의견수렴을 

진행(’15.4.20~5.20). 한국 의견서를 제출함 (‘15.5.20)

    ※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 관리기관, 일반인터넷이용자 자문위원회(ALAC), 

개인 등 44개의 CWG 의견서가 제출됨 

- 국내 의견서와 주요 국가도메인(ccTLD) 관리기관 의견서와 내용이 

유사하며, 주로 개인, 국가도메인(ccTLD) 관리기관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인터넷커뮤니티 이름으로 제출하여 의미 있음 

- 전반적으로 CWG 제안서에 큰 이견은 없음. ICANN 자회사(PTI),

IANA 기능 검토팀(IFRT), 고객상임위원회(CSC) 설립 등에 대한 

많은 지지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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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NA 기능 관리권 관련 ICANN 일반도메인(gTLD) 대표자 

비중이 높아 국가도메인(ccTLD) 대표성 강화 필요 2) IANA 기능 

관리권은 미국에 한정한 것이 아닌 중립적인 관할권 추구

     ※ 붙임파일 참고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IANA) 도메인이름 제안서 작성 워킹그룹 

(CWG) 의견서 분석

- (향후 일정) 공개의견수렴 기간(’15.4.20~5.20)에 제출된 의견서는 

CWG 제안서에 반영되고 추후 ICANN 지원기구/자문위원회

(SO/AC) 최종 승인 후(6월초), IANA 조정그룹(ICG)에 제출 예정(6.25일)

□ ICANN 책임성 강화방안 논의(CCWG) 현황 공유 

o IANA 기능 이양 관련 ICANN과 계약관계에 있는 美 정부의 관리자 

역할 부재가 야기할 ICANN의 책임성 문제가 대두. ICANN은 책임성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CCWG 구성계획 발표(‘14.10), 책임성 강화 

제안서 초안 발표(’15.5.4)

-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ICANN 지원기구/자문위원회

(SO/AC) 멤버십 모델 기반 비법인 단체 설립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해볼만한 틀이라는 의견

- (향후 계획)금번 CCWG 보고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차원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됨. 7.20~8.30일까지 진행되는 2차 의견수렴 기간 중 

워킹그룹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여,

커뮤니티 의견 제출 검토 예정

□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도메인 허용여부 
현황 공유 및 논의(비공개 회의)

□ 차기회의 일정

 o 6월 17일(수) 15:00~16:00, 제4차 주소자원분과회의 개최 예정 

※ 붙임 : IANA 이양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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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IANA 이양 논의 경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IANA) 이양 논의 경과

□ 개요

o ’14.3.14일, 美정부는 그간 유지해왔던 IANA기능 관리권

(Stewardship)의 민간 (글로벌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 이양 의향을 발

표

- 이양대상이 되는 美정부 관할 하의 IANA기능은 총 3개

로 ①프로토콜파라미터 , ②IP주소, ③도메인이름으로 구분

- IANA기능별 정책개발, 운영, 관리(美정부 담당)는 각기 다른

주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 그 중, 美정부가 갖고 있던 IANA기능(3개)에 대한 관리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논의 진행 중(~‘15.9월)

< 現 IANA 기능별 정책개발, 운영 및 책임성 주체 >

IANA 기능
(3개)

IANA 정책 IANA 이행(Implementation)

정책개발
(development)

운영
(operation)

관리권(책임성)
(accountability)

현재 미래
① 프로토콜 
파라미터1) IETF2)

ICANN

IAB****, 
미국정부

논의를 통한 
이양계획 

② IP주소 NRO(ASO)* RIRs*****, 
미국정부

③ 
도메인

일반도메인
(gTLD) GNSO**

ICANN, 
베리사인(Verisign),
Root Operators

gTLD 레지스트리, 
GNSO, 
미국정부

국가도메인
(ccTLD) ccTLDs, ccNSO***

ccTLDs,
ccNSO, 
미국정부

   *NRO: IP주소 국제정책협의회로, RIR협의체 
    - 2004년 ICANN과 NRO가 체결한 MoU에 따라 NRO이사가 ASO(ICANN 內 IP주소 정책개발지원기

구) 이사 역할을 대행)
   **GNSO: ICANN 內 일반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
   ***ccNSO: ICANN 內 국가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
   ****IAB: 인터넷구조설계위원회로 IETF를 감독하는 기구
   *****RIRs: 대륙별 IP주소관리기구

1) 프로토콜 파라미터는 ‘IP 특수 주소 대역’, ‘HTTP 스테이터스 코드’등과 같이 특정 프로토콜에 정의되어야 하는 값을 의미
  - IETF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프로토콜 파라미터를 정의하며, 프로토콜 파라미터 레지스트리 운영자(protocol 

parameter registry operator = IANA)는 IETF 정책에 따라 해당 레지스트리를 관리
2)  IETF는 민간분야 국제표준화기구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 개발업무를 수행
  - 프로토콜 : 컴퓨터 상호간 혹은 컴퓨터와 단말 간 통신을 할 때에 필요한 통신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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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의 IANA관리권 발표배경

- 미국 스노든·세계정상 도청의혹 사건을 계기로 미국(ICANN) 중심의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美 NSA 인터넷 검열활동 파문(스노든 사건)과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논의현황

 ◆ ‘13.6월 : (전개) 전직 美 CIA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IT 기업서버 감시활동에 대해 폭로

 ◆ ‘13.6월~11월 : 유럽연합, 독일, 브라질, 중국 등 도청대상국으로 지목된 30여개국에서 비난 성명 발표

 ◆ ‘13.9월 :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NSA의 비밀정보수집 행위를 강하게 비판

하며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변화되어야한다고 주장(9.24)

 ◆ ‘13.10월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미국의 인터넷 감시활동을 우려하며, 주요 인터넷 관련 기관장 10명이 

모여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몬테비데오 선언문’ 발표(10.7)

 ◆ ‘13.10월 : 브라질, ICANN CEO 파디 쉐하디와 만난 후,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논의를 위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브라질회의’)를 ‘14년 4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10.9)

 ◆ ‘13.10월 : ‘제8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발리, 10.21~25)’에서도 美 주도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국가들의 반발 가시화3)

 ◆ ‘13.10월 : 브라질, 독일 등 20여개국은 뉴욕에서 열린 ‘온라인 인권 보호에 대한 유엔 결의안’ 초안 작성

회의에 참여해, 역외 감시활동(extraterritorial surveillance)에 대한 법적 검토 요구(10.27)

 ◆ 대륙별IP주소관리기구협의체(NRO) 주도로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에 기반한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논의 및 2014년 브라질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오픈 메일링리스트 ‘4)1net(원넷)’ 생성(‘13.10월, IGF발리회의)

 ◆ ICANN-WEF(세계경제포럼)-아넨버그재단 공동후원으로, 글로벌 인터넷 협력의 미래를 조명하고 

‘14년 상반기 중 관련 원칙을 담은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고위급패널(한국 : 삼성전자 홍원표

사장 참여) 구성(‘13.11.18) 및 회의 개최(’13.12월, ‘14.2월)

 ◆ ‘13.12월 : UN(국제연합), 브라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3개국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5) 만장일치로 통과(12.19)

 ◆ ‘14.3월 : 美 정부, 인터넷 탄생(’69) 이래 유지해 오던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의 민간 이양계획 발표

 ◆ ‘14.3월 : ICANN,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의 민간 이양계획 수립을 위한 글로벌 의견수렴 개시(~’15.9월)

3) EC(유럽 집행위원회)는 개회사에서 미국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방식은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ICANN은 제3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institutional framework)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4) 1net : ‘13.10월 IGF 발리회의에서, NRO(대륙별IP주소관리기구(RIR) 협의체로 글로벌 IP주소정책을 결정)에 의해 생성된 오픈 
메일링리스트로,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 (‘14.4월 ‘브라질 회의’ 개최 준비과정참여 예정)

5)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국가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주도.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에서는 각 개인이 오프라인 상에서 누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본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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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A관리권 이양모델 논의경과

o ’14. 3. 14 : 美정부의 IANA 관리권의 민간 이양 의향 발표

o ’14. 7월 : ICANN, IANA 관리권 이양 논의를 위해 글로벌 다수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된 조정그룹(ICG) 구성

o ’14. 9. 8 : ICG, IANA 기능별 3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제안서 RFP* 발

표
   * IANA 권한 이양 후 각자 제공하는 IANA 기능 관련 서비스 및 활동의 감독과 책임

성 방안에 대한 제안서 작성 요청(’15.1.15까지 제출 요청)

o IANA 기능별 커뮤니티(3개) 논의 현황

- IANA 관리권 이양 논의는 ICG(조정그룹)가 최근 발표(‘14.9.8)한 RFP에 따라

IANA기능 구분(3개)에 따른 3개 커뮤니티에서 개별적으로 논의 진행 중

IANA
기능

제안서 
작성 주체 논의 현황 한국의견 

제출채널 대응경과

IP주소

NRO

(CRISP, 
Consolidated 

RIR IANA 
Stewardship 

Proposal 
Team)

CRISP(‘14.10~)의 
RIR(대륙별 IP주소관리기구) 

제안서 발표(‘14.12.18) 및 
ICG 제출(‘15.1.5)

*주요내용 : ICANN-RIRs 간 
SLA(서비스수준계약) 체결 및 

Review Committee(RIR대표로 감독기능 수행) 
구성 제안

APNIC 
메일링리스트

일반이용자 : KISA홈페이지 정보 게시
전문가 및 ISP : 의견수렴 진행

☞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별도의견
제출하지 않음

프로토콜
파라미터

IETF
(IANA 

PLAN WG)

제안서(최종) 발표(‘15.12.22) 
및 ICG 제출(’15.1.6)

*주요내용 : 현행 IANA 운영체계 유지 
(운영 : ICANN, 관리 : IAB)

IETF 
메일링리스트

일반이용자 : KISA홈페이지 정보 게시
전 문 가  : 의 견 수 렴  진 행
KISA : IETF회의(11.9~14, 하와이) 및 
IANA PLAN WG 참여

☞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별도의견
제출하지 않음

도메인
이름

ICANN

 (CWG
-Stewardship)

제안서 초안* 발표(‘14.12.1) 
*주요내용 : 4개 그룹(CSC, MRT, 

Contract Co., IAP) 구성 제안

제안서 수정안* 발표(‘15.4.22) 
*주요내용 : ICANN 자회사(PTI) 
설립을 통해 IANA 관리 및 운영 간 

기능적‧법적 분리 모델 제안
(계약권 : ICANN, IANA 운영 : PTI, 

관리·감독 : IFR, CSC) 

CWG
메일링리스트

일반이용자 : KISA홈페이지 정보 게시
전문가 : 의견수렴 진행
KISA : CWG회의(‘14.11.19~20, 
프랑크푸르트/ ’15.3.26-27 이스탄불) 
및 CWG 메일링리스트 참여

☞ 의견서* 제출(‘14.12.22)
* IANA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MRT 구성시 지역적 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IANA계약담당법인 및 독립적
항소패널은 중립적이어야 함을 강조

☞ 의견서* 제출(‘15.4.22)
* 새로운 IANA 관리체계에서의

ICANN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PTI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PTI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IFRT 구성시 지역적 다양성이 
중요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함

GAC
메일링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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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커뮤니티(ICANN CWG) 제안서 초안(’14.12.1)>

 o 美 정부가 현재 수행 중인 IANA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 검토팀 
+ 계약담당법인 + 독립적 분쟁조정패널]을 토대로 이양모델(안)을 작성키로 합의

   * 도메인관련 IANA 기능(총4개) : ①루트존 변경 승인 기능, ②IANA업무 수행평가 기능, ③계약

체결 기능(RFP 발행 및 계약 체결) ④계약관리감독 기능(계약 종료 결정 등)

  - (상임위원회 : CSC) IANA서비스에 대한 일상적 운영(루트서버 정보 변경요청 처리 등) 검토
(Review), IANA서비스를 받는 고객(gTLD, ccTLD 대표 등)으로 구성

  - (검토팀 : MRT) 주기적(3년~5년)으로 IANA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행 평가 및 검토*, 
IANA계약을 위한 RFP 발행 및 IANA 운영기관 선정, 필요시(주기적) 구성되며 
멀티스테이크홀더로 구성

     * 보고체계상, 상임위원회보다 상위단계에 해당

  - (계약담당 법인 : Contracting Co.) 美정부의 IANA계약 기능 수행을 위해, 계약체결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적 기관(contracting entity)’를 설립하여 운영 

   * ‘검토팀(IANA계약서 작성, RFP 발행 및 계약자 선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직 계약체결의 

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최소한의 형태로 구성

  - (독립적 항소패널 : IRP) IANA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구속력있는 
항소절차로서, 기존 국제 분쟁조정절차(예: 국제상업회의소 분쟁조정절차 등) 활용

     * IANA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예 :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최상위

도메인 위임 또는 위임 거부 등)

     ** (참고) 국가도메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관의 94%가 독립적인 분쟁조정절차 필요하다고 응답

 o IP주소 및 프로토콜파라미터에 대한 IANA 이양 제안서는 커뮤니티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양 제안서는 커뮤니티 내 이견*이 존재함에 따라, 전반적인 

IANA 이양 논의 일정이 최소 6개월(’16. 3월) 연장될 것으로 잠정 결론

    ※ 美상무부 차관보(래리 스트리클링)는 IANA 이양의 필수 요건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의 폭넓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 도메인관련 이양모델 논의 세부내용(ICANN CWG)

o ’14. 12. 1 : 도메인 커뮤니티(ICANN CWG) 제안서 초안 발표(공개의견수렴기간 :

~12.22)

o ’15. 1. 30 : 도메인 제안서에 대한 공개의견수렴기간(’14.12.1~22) 중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커뮤니티 내 이견이 존재함에 따라 제안서를 수정하기로 결

정
    ※ 美 정부 역할(IANA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을 대체할 기구를 ICANN 내부 또

는 외부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견 존재

o ’15. 2월 : 제52차 ICANN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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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역할(IANA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을 대체할 기구를 ICANN 내부(美정부 권한을 

아이칸에게 이양)  또는 외부(美정부 권한을 외부기관에 이양)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견 존재 

o ’15. 3. 26~27 : CWG 대면회의

- CWG는 IANA 이양 논의 시작 이후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모델을 

7개로 나누어 논의 진행

- 모델별 장단점 분석 결과 3가지 모델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

의

<이양모델 7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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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관모델

(기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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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A 

자회사·계열사 

설립 모델

(법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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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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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5. 4. 22 : 도메인 커뮤니티 제안서 수정본 발표(공개의견수렴기간 :

~5.20)

구분 현재 이양 후 비고

IANA 

관리권

①계약 美 정부  ICANN

관리·

감독
美 정부 

② IANA 기능 검토팀(IFR) 멀티스테이크홀더로 구성

③ 고객상임위원회(CSC)
도메인 레지스트리, 루트서버 

운영자 등 고객으로 구성
④IANA 운영 ICANN ICANN 자회사(PTI) 법적 분리

 

 ①(IANA 계약) ICANN은 美 정부를 대신하여 IANA 운영에 대한 계약 체결

② (IFR : IANA Function Review) ICANN 內 커뮤니티 대표 및 리에종 등의 멀티스테이크홀더로 
구성하며 자회사에 대한 검토 수행

  - IANA 기능 검토(주기적 검토, 특별 검토)의 범위는 미리 규정· 제한되지 않으며, IANA 
계약 갱신 여부를 ICANN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음

 ③ (CSC : Customer Standing Committee) IAN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객(도메인 레지
스트리, 루트서버 운영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회사가 계약서에서 요구한 조건 및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여 수행하는지 검토

  - 1차적 서비스 문제 및 이슈에 대해 IANA 운영자와 직접적으로 해결하며,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IFR로 상정할 수 있음, 필요시 자회사에 대한 특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④ (IANA 운영) 자회사(PTI, Post Transition IANA)를 설립하여 IANA 기능 운영
  - ICANN과 기능적·법적 분리 가능하며, ICANN과의 계약을 통해 IANA  운영 권리·의무를 가지며 

기존과 현재 책임성 워킹그룹이 작업 중인 책임성 메커니즘을 준수해야함

※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성 워킹그룹(CCWG-Accountability)은 새로운 

문제 책임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現 IANA 문제해결 프로세스 수정할 수 있음

o ‘15. 6. 25 : ICG에 제안서(최종안)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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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ANA관리권 이양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 입장을 반영
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14.10~’15.9)  

    * 도메인이름(ICANN 內 네이밍WG 담당), IP주소(RIR 담당), 프로토콜파라미터 (IETF 담당)로 나뉨

□ 국내 대응경과

o ’14.10월 : IANA 논의를 위한 국내 워킹그룹 구성

o ’14.10.27~11.3 : 국내 워킹그룹 대상 이메일 의견수렴 진행

o ’14.11.9~14 : IETF회의 및 IANA PLAN 워킹그룹 회의 참여

o ’14.11.13 : 오픈세미나 참여 및 기능별 이양모델에 대한 의견수렴

o ’14.11.19~20 : CWG 대면회의 참여

o ’14.12.1 : 도메인 커뮤니티(CWG) 제안서 초안 발표

o ’14.12.18 : IP 커뮤니티 제안서 초안 발표

o ’14.12.22 : 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안서 초안 발표   

o ~’14.12.22 : 국내WG 회의 개최(11.28, 12.11, 12.18) 및 국내 커뮤니티 의견수

렴

o ‘14.12.22 : CWG 제안서에 대한 국내 워킹그룹 의견서 제출 

   ※ IANA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MRT 구성시 지역적 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IANA계약담당법인 및 독립적항소패널은 중립적이어야 함을 강조

o ’15.2.7~12 : 제52차 ICANN 정례회의 참석

   ※ ICANN 커뮤니티(GAC, ccNSO, GNSO, ALAC) 별 회의 및 ICG, CWG 회의 참여하

여 논의현황 파악

o ’15.3.26~27 : CWG 대면회의 참여

o ’15.4.22 : 도메인 커뮤니티(CWG) 수정 제안서 발표

o ’15.5.7 : 국내 워킹그룹 회의 개최 및 국내 커뮤니티 의견수렴(~5.20)

o ’15.5.20 : CWG 수정 제안서에 대한 국내 워킹그룹 의견서 제출

   ※ 새로운 IANA 관리체계에서의 ICANN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

가 있음. PTI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PTI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IFRT 구성시 지역적 다양성이 중요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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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CWG 제안서(수정안, ‘15.4.22)에 대한 국내 의견서(‘15.5.20)

□ 영문 제출본(‘15.5.20)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s Comments 

on the Second Draft Proposal of the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CWG) to Develop an IANA Stewardship Transition 

Proposal on Naming Related Functions

20 May 2015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welcomes the opportunity to provide 

comments to the second draft proposal of the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CWG) to develop an IANA stewardship transition proposal on 

naming related functions.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appreciation to 

the members of the CWG for their assiduous efforts to deliver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transition of the IANA naming function within  

the limited timeframe. We also support the CWG’s proposal and 

welcome the open process to consult with the 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wishes the successful transition of the 

IANA functions to the 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 while 

maintaining the security, stability, resiliency of the Internet DNS and the 

openness of the Internet. 

The followings are our comments on the second draft pro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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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ording to the proposed post-transiti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CANN is expected to replace the 

historical role of NTIA as the steward of IANA naming functions by 

becoming the contracting party for giving rights to the IANA 

functions operator. With this new important role, more power will 

be placed on the ICANN board as the final decision maker of the 

organization. We are aware that the CCWG-Accountability is working 

to develop mechanisms to ensure checks and balances for the 

increased power of the ICANN board but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new system ensures that the voice of the 

multi-stakeholder community is given due respect. We believe that 

the role and composition of the ICANN board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o successfully reflect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 in the new era.

2. PTI(Post Transition IANA)’s independence should be ensured. 

CWG’s proposal includes the creation of PTI  within the ICANN 

structure but states that it would have functional and legal 

independence. However, under the proposed structure, PTI will b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ICANN that receives funding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from ICANN. Also,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ICANN to designate the PTI board. Therefore, we are not certain 

that it would be possible for PTI to be operated completely 

separate from ICANN. Since the work of the CCWG-Accountability is 

not yet finalized, we would like to see a clearer and more detailed 

explanation regarding the mechanism that would ensure PTI’s 

independence. We would also like to see a more specific 

description regarding the structure of the PTI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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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supports the proposed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IFRT(IANA Function Review Team). Aside 

from this, we’d like to reiterate that sufficient consideration be 

given to the geographical balance in the composition of IFRT. We 

have previous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eographical balance 

of MRT(Multi-stakeholder Review Team) on the first draft proposal of 

CWG. The members of the ICG, CWG-Stewardship, 

CCWG-Accountability were selected based on the multi-stakeholder 

model, but we note that the selection process did not have 

mechanisms to ensure a more balanced regional representation. 

Thus, there are regions which have lower representation as well as 

regions and countries that have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members in the groups. We understand that one of the more 

important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members in those groups was 

their willingness to exert their time and effort and that may be the 

reason for the disproportion in regional representation. However, we 

strongly believe that regional balance be included as an important 

criteria in the composition of the IFRT since it will need to fully 

represent the global community.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hopes the CWG’s proposal will get 

sufficient support and consensus from the broad 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 Also, we hope CWG’s proposal on the Naming Function will 

be compatible with the other proposals submitted by protocol parameters 

and numbers community.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intends to continue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to discussion on the IANA transitio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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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IANA Transition Working Group Members>

Ø Address Resources Subcommitte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KIGA6))

  Boknam Yun7)(Hankyul Law Group)

  Dongman Lee(KA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Young-eum Lee(ICANN ccNSO Council Membe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Byong-il Oh(Korea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ishik Park(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Chanmo Jeong(Inha University) 

  Insook Kim(Korea Consumer Agency)

  Wonchul Yoon(Korea Internet Neutral eXchange)

  Kyongsok Kim(Pusan University)

  Hyeyoung Kang(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Ø Steering Committe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nace(KIGA)

  Eungjun Jeon8)(You Me Patent & Law Firm)

Ø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KISA)

  Minjung Park

  Boyoung Kim

6)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KIGA) is a private organization which systematically deals with 
issues of Internet governance. KIGA consists of domestic industry, academia, civil society, technical 
and government.
7) It may not reflect the views and opinions Hankyul Law Group or any other attorney at Hankyul.
8) It may not reflect the views and opinions You Me Patent&Law Firm or any other attorney at You 
Me Patent&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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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안

도메인이름 IANA 이양제안서에 대한 한국 의견서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도메인이름 관련 IANA 이양제안서 작성을 위해 논의에 

참여해 준 CWG과 전 세계 커뮤니티에게 감사를 표하며 CWG가 제안한 이양

모델을 지지함.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인터넷 DNS의 보안성, 안정성, 회복성 

및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멀티스테이크홀더로 성공적으로 이양되기를 바람.

CWG 제안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기존의 美 정부가 행사하던 IANA 관리권이 ICANN으로 이양된다면 ICANN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ICANN의 의사결정은 멀티스테이크홀더 고객의 요구

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한국 인터넷커뮤니티는 CCWG-Accountability

에서 IANA 이양 이후의 ICANN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개발

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새로운 IANA 관리 체계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 할 

ICANN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이 장기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PTI(Post Transition IANA)*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PTI의 예산 및 이사회 

선정에 대해 ICANN에 의존하면 PTI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PTI의 

독립성 보장 및 PTI 이사회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IFRT(IANA Function Review Team)*이 이해관계자 대표자들로 구성된 것에 

적극 찬성하며, 이에 덧붙여 지역적 다양성 역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고

려되어야 함. 현재 IANA 이양 논의를 위한 여러 그룹들(ICG, CWG, CCWG)이 멀

티스테이크홀더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커뮤니티를 대표하기 위해

서는 지역 안배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함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는 CWG 제안서가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고, 

IANA 관련 타 커뮤니티의 이양모델과 conflict가 없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

람.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는 IANA 이양 논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 기여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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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CWG 제안서(초안, ‘14.12.1)에 대한 국내 의견서(‘14.12월)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s Comments on the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 (CWG) on Naming Related Functions 

Draft Transition Proposal 
22 December 2014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welcomes the opportunity to provide its comments on the Draft 
Transition Proposal on Naming Related Functions (“Draft Proposal”) submitted by the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 on Naming Related Functions.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would first like to express its appreciation to the members and 
participants of the CWG on Naming for their hard work on drafting this proposal. 

Hereunder are our comments on the Draft Proposal: 

1. MRT (Multi-stakeholder Review Team) composition: Giving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Geographical 
Balance 

The CWG proposal suggests a framework consisting of 4 groups as the model to replace the US 
Government’s IANA stewardship of function. Although additional discussion is needed as to the 
details of all 4 suggested groups, geographical balance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for the 
composition of the Multi-stakeholder Review Team (MRT), which will play the most important and 
critical role such as decision making on IANA contract signing among the IANA functions to be 
transferred by the US Government.  

To be a truly multi-stakeholder bod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body to be a balance of various 
types of stakeholders. Although the composition rate of domain communities (ccTLD officials, gTLD 
officials, GAC, ALAC, etc.) is also an important agenda, and we believe that geographical balance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when selecting MRT members to ensure that no region is 
neglected before the discussion of details. 

2. Maintaining the Neutrality of IAP (Independent Appealing Panel) and Contract Co. 

IAP and contract co. also need to be discussed in more detail. We suggest neutrality as the broad 
principle so that they can be independent from the capturing of specific groups or nations.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will continue participating and actively contributing to discussions 
on the transfer of IANA functions. 
We suggest that ICANN actively engage in more efforts for outreach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encourage participation, since reaching global consensus is of utmost importance. 

Thank you. 

< IANA Transition Working Group Members > 

o Boknam Yun1(Hankyul Law Group) 
1 It may not reflect the views and opinions Hankyul Law Group or any other attorney at Hankyul. 
o Eungjun Jeon(Lawyer) 
o Changyun Ahn(Korea Hosting Domain Association) 
o Minsu Lee(Gabia Inc.) 
o Dongman Lee(KA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 Young-eum Lee(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o YJ Park(ISOC Republic of Korea, The State Univ. of New York, Korea) 
o Byoung-il Oh(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o Dr. Kishik Park(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 Inpyo Hwang(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o Minjung Park(KISA) 
o Young-Sun La(KISA) 
o Boyoung Kim(KISA) 
o Shinyoung Park(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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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이양후 비고

IP주소

(‘15.1.15)

IANA 관리권
RIRs,

美 정부
Review Committee RIR 대표들로 구성

IANA 운영 ICANN ICANN

프로토콜 

파라미터

(‘15.1.15)

IANA 관리권
IAB,

美 정부
IAB

IANA 운영 ICANN ICANN

도메인

(‘15.4.22 

수정안 발표,

6월말 확정 

예정)

IANA 관리권

gTLD 레지스트리, 

GNSO, ccTLDs,

ccNSO, 美 정부

ICANN

- 계약 : ICANN

- 관리·감독 : IFR

IFR은 

멀티스테이크홀더로 

구성되어 자회사를 

관리·감독

IANA 운영 ICANN PTI
ICANN 완전 소유의 

자회사

o Minjee Kim(KISA) 
o Euna Na(KISA) 

[붙임3] IANA 기능별 커뮤니티 제안 이양모델(안)

< IANA 기능별 이양모델(안) >

*IAB : 인터넷구조설계위원회로 IETF를 감독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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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의 IANA 이양 관련

ICANN 책임성 강화방안 논의 현황

□ 개요

o IANA 기능 이양 논의로 ICANN과 계약관계에 있는 美 정부의 

관리자 역할 부재가 야기할 ICANN의 책임성 문제가 대두

- ICANN은 ICANN책임성 강화 논의를 CCWG* 구성계획 발표(‘14.10)

     * ICANN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CCWG)

□ 논의경과

o ’14. 3. 14 : 美 정부의 IANA 관리권의 민간 이양 의향 발표

o ‘14.5월, ICANN은 책임성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공개의견수렴

(’14.5.6~6.27)을 진행

o ‘14.8월, ICANN은 지난 공개의견수렴 결과에 기반하여 ICANN

책임성 강화 논의절차 및 향후일정 발표(8.14) 및 멤버 모집 개시(8.27~open)

o ‘14.9월, ICANN 책임성 강화 논의절차 및 향후일정 발표(8.14)

내용에 대한 공개의견수렴(’14.9.6~27)을 진행

※ ‘14.9.15, ICANN 책임성 강화 CCG 비공식 정보공유 전화회의 개최

o ‘14.10월, ICANN 책임성 강화 CCWG 구성계획 발표(10.10)

o ‘14.11월, CCWG 헌장 발표

o ‘14.12월, CCWG 멤버 모집 및 1차 원격회의 개최 

o ‘15.1월 초, CCWG 의장단 고위급 답변(high-level response) 발표

o ‘15.1월 중, 1차 대면회의 개최(1.19~20, 프랑크푸르트) 및 CCWG

의장단 성명서 발표(1.23)

o ‘15.1월 말, CCWG-CWG 의장단 합동 성명서 발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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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책임성 강화 논의 내용 >

  o ICANN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의결사항에 대한 커뮤니티 이의제기 및 이사 
퇴출 요청 절차 마련 등 논의

  ☞ 동 사안에 대해 ICANN 이사회 의장은 관련 절차의 신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o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후, ICANN 정관(bylaw) 개정을 통해 조직 체질 개선 추진 검토 예정 

< CCWG 책임성 강화 제안서(초안) 주요내용(‘15.5.4) >

 o (요약) 권고사항으로 ICANN의 정책권한 범위 규명, 의무확인서(Affirmation of Commitments)의 핵심
요소 반영, 커뮤니티가 사전 승인해야만 변경 가능하며, 특별 보호가 적용되는 핵심정관(Fundamental 

Bylaws)을 확립하기 위해 ICANN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 포함

 o 핵심정관(Fundamental Bylaws) 신설
   ※ ICANN 핵심정관은 커뮤니티의 75%가 동의하는 경우 개정 가능

   - ICANN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 독립 검토 절차(IRP)
   - 핵심정관 외 정관 개정 거부권(REJECT)과 핵심정관 개정 승인권(APPROVE)
     ※ 표준정관 개정 거부 기준은 커뮤니티의 66% 동의, 핵심정관 개정 승인 기준은 커뮤니티의 75% 동의

   - CWG-Stewardship(예, IANA 기능 검토)이 요구하는 모든 검토
   - 이사회 소환(Recall) 등 커뮤니티의 새로운 권한들

 o SO/AC 멤버쉽 모델 기반, 비법인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 설립 
  - ICANN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식 회원자격을 만들 것을 제안 ☞ SO/AC 멤버쉽 모델
  - 커뮤니티의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인(‘unincorporated association’) 설립 권고 
    ※ 법인의 멤버 자격은 SO와 AC로 제한되며, 총 29개의 투표권을 가짐

o ’15.2.7~12 : 제52차 ICANN 정례회의 

o ’15.3.23~24 : CCWG 대면회의 개최(이스탄불)

 o (ICANN의 미션, 비전 및 가치) ICANN은 정관에 명시된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o (커뮤니티의 권한 강화) ICANN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논의 진행

 o (핵심 정관(Gloden Bylaw)) ICANN의 미션, 개선된 독립 리뷰 절차, 정관 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커뮤니티의 권한 등이 ICANN 정관에 포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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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며, 향후 2차례 공개의견수렴(5.4~6.3, 7.20~8.30)을 통해 최대한 폭넓게 아웃리치 예정

o ’15.5.4 : CCWG 책임성 강화 제안서 초안 발표(공개의견수렴기간 :

~6.3)



- 19 -

       - GNSO, ccNSO, ASO, GAC, ALAC는 각각 5개, SSAC와 RSSAC는 각각 2개

    ※ 이를 위한 ICANN 정관 개정 권고

 o 커뮤니티 권한 강화 (Empowered Community)

  - ICANN 이사회 전체에 대한 소환 권한(RECALL)

    ※ 주체 : CCNSO, GNSO, RSSAC, SSAC, ASO, GAC, At-Large (커뮤니티 75% 동의)

  - ICANN의 개별 이사(SO/AC 및 NomCom 구분) 해임 권한(REMOVE)

     ※ 주체(SO/AC 경우) : CCNSO, GNSO, ASO, At-Large (커뮤니티별 동의기준 상이, nomcom의 경우 75%)

  - 핵심정관(Fundamental Bylaw) 변경에 대한 승인권(APPROVE)

    ※ 주체 : CCNSO, GNSO, RSSAC, SSAC, ASO, GAC, At-Large (커뮤니티의 75% 동의)

  - ICANN의 표준정관 변경에 대한 재고 또는 거부권(RECONSIDER/REJECT)

    ※ 주체 : CCNSO, GNSO, RSSAC, SSAC, ASO, GAC, At-Large (커뮤니티의 66% 동의)

  - 이사회가 커뮤니티가 제공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전략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재고 또는 거부권(RECONSIDER/REJECT)

    ※ 주체 : CCNSO, GNSO, RSSAC, SSAC, ASO, GAC, At-Large (커뮤니티의 66% 동의)

 o 독립 검토 절차 강화 (Independent Review Process, IRP)

  - IRP의 결정은 ICANN 이사회에 구속력을 가짐(Binding Decisions)

  - IRP는 실질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음(Allows Reviews)

  - IRP 비용이 저렴해짐(Lower Cost)

  - IRP는 7명의 독립적 상임패널(New Standing Committee of Seven) 운영되며, ICANN 커뮤니티를 위

해 완전 독립적으로 사법적/중재적 리뷰 수행

     ※ IRP : ICANN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 ICANN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누구나’ 신청 가능

 o 재심 요청 절차 개선 (Request for Reconsideration Process Reform)

  - 재심 요청 범위 확대
     ※ ICANN 이사회 및 직원의 최근 활동 및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 요청에서 → ICANN 이사회 및 직원이 정책, ICANN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범위 확대

  - 재심 요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o AoC 리뷰의 ICANN 정관 포함

  - AoC 리뷰를 ICANN 정관에 포함할 것을 제안. AoC 리뷰는 기관으로서의 ICANN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o ’15.6.19~24 : 제53차 ICANN 정례회의

※ 6.19(금), 6.21(일)~6.24(목) CCWG 대면회의 및 CWG/CCWG 합동회의 개최 예정

o ’15.7.20~8.30 : CCWG 제안서에 대한 2차 의견수렴 진행

o ‘15.10.22일 : ICANN 이사회에 CCWG 제안서(최종안) 제출

※ ICG 통합제안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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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CCWG 책임성 강화 제안서 초안(‘15.5.4) 주요내용(Summary 요약) 

CCWG 제안서(초안) 요약본(‘15.5.4)

01. 2014.3.14일, 미국 NTIA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IANA 기능 및 그와 연관된 

루트존 관리권한을 국제적인 다중이해관계자 커뮤니티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했다.  NTIA는 이양관련 제안서를 개발하기 위해 ICANN으로 하여금 다중이해관계

자들을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02. IANA 관리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ICANN 커뮤니티는 권한 이양

이 현재 ICANN의 책임성 메커니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슈를 제기했다. 이런 대

화를 출발점으로 ICANN이 미국 정부와의 역사적인 계약 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

제적인 다중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책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ICANN 책임성 프로세스를 발전시켰다. 이런 계약적 관계는 1998년 이후 

ICANN이라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책임성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3. 이 공개의견 수렴 보고서에는 현재까지의 CCWG-책임성 업무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2014년 12월에서 2015년 5월까지)첫 5개월 동안 중점을 뒀던 워크스트림

(Work Stream) 1 초안의 권고사항에 초점이 맞춰져있다(워크스트림 1은 IANA 관

리권한 이양 이전에 확정되어야 할 ICANN의 책임성 제도 변경에 관한 CCWG-책

임성 업무임). 이 권고사항은 현재로서는 CCWG-책임성에 있어 합의된 사항이 아

니다. CCWG-책임성은 커뮤니티로부터 몇몇 옵션이 있는 방식과 지침(Guidance)을 확

정하려 시도하고 있다.

04. GNSO, ALAC, ccNSO, GAC, ASO가 CCWG-책임성 헌장(Charter)에 배서했다. 

CCWG-책임성은 각 배서 조직이 지명한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4명

이 참여하고 있다. 당사자라면 누구나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평균 44명의 참여

자와 회원이 참석하는 주간 콘퍼런스콜(Conference call, 전화회의), (2015년 1월 

19~20일)프랑크푸르트, (2015년 2월 9~12일)싱가포르, (2015년 3월 23~24일)이스

탄불에서 개최된 대면 회의, (2015년 4월 23~24일)이틀 동안의 각각 6시간의 전화

회의를 통해 CCWG-책임성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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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CWG-책임성은 IANA 관리권한 이양 일정과 조율되게끔 업무를 지정했다. 워크스트

림 1 제안서가 완성되면 ICG 통합 이양제안서1와 함께 ICANN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제출할 계획이다.9)

06. CCWG-책임성은 ICANN 책임성 강화에 필요한 요구사항 리스트를 확정했다. 

CCWG-책임성은 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확정했다.

□ 기존 책임성 메커니즘 목록

□ ICANN이 보호 및 방어해야 할 긴급상황 목록

□ 새롭게 설계한 책임성 구조가 규명한 긴급상황으로부터 ICANN을 효율적으

로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26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리스트

07. CCWG-책임성은 ICANN 책임성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리스트

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해 NITA 발표 후 수행한 공개의견 수렴 과정 동안 수집한 요

청과 제안에 대한 토론을 토대로 자체 조사 결과, 독립 자문위원(Advisors)이 제시한 

정보를 추가시켰다. CCWG-책임성은 이 보고서를 통해 커뮤니티의 추가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Guidance)를 추구할 계획이다.

08. CCWG-책임성은 현재까지 다음 요구사항을 규명했다.

09. CCWG-책임성은 책임성 강화에 필요한 책임성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빌딩블록(Building Blocks)을 규명했다. 다음과 같은 빌딩블록들이다.

□ ICANN의 미션과 주요가치를 구성하는 원칙들

□ 이사회

□ 권한을 부여한 커뮤니티

□ 독립적인 어필(Appeal) 메커니즘

10. 권고사항에는 ICANN의 정책 권한 범위를 규명하고, 의무확인서(Affirmation of 

Commitments)의 핵심 요소를 반영하고, 커뮤니티가 사전 승인해야만 변경할 수 있

고 특별한 보호가 적용되는  핵심 정관(Fundamental Bylaws)을 확립하기 위해 

9)  ICANN 52 이사회 성명서(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3-2015-02-1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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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항목에는 핵심 정관이라

는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 미션, 책무와 주요가치

□ 독립 검토 절차

□ 핵심 정관 외 정관 변경에 대한 거부권과 핵심 정관 변경 승인권

□ CWG-Stewardship(예, IANA 기능 검토)이 요구하는 모든 검토

□ 이사회 소환(Recall) 등 커뮤니티의 새로운 권한들

그룹은 또 (책임성과 투명성 등)ICANN 정관의 의무 확인서가 요구하는 정기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11. CCWG-책임성의 중요 권고사항 중 하나는 커뮤니티가 이사회의 특정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룹은 다음을 수행하는 능력 

등 권한과 관련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 ICANN 이사회 소환(RECALL)

□ 개별 이사 해임(REMOVE)

□ ICANN 정관, 미션, 책무와 중요 가치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 이사회가 커뮤니티가 제공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전략 계

획(Strategic Plan)과 예산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거부

12. CCWG-책임성은 위에서 언급한 권한에 추가해 ICANN의 독립 검토 절차를 크게 강화

하는 것을 권고한다. 패널은 ICANN 이사회가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확정 절차를 바

탕으로 추천한 7명의 독립 패널위원으로 상임 패널을 구성한다. 일부 경우에는 커뮤

니티 자체를 포함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패널 주도의 절차를 개시할 자격을 

갖는다. 패널은 절차와 기존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ICANN 미션, 

책무, 주요가치 기준에 대한 본안 사건(merits of the case)에 관해 결정을 내린

다. 또 패널의 결정은 ICANN 이사회에 구속력을 갖는다. CCWG-책임성은 접근 비용

을 중심으로 독립 검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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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지막으로, CCWG-책임성은 ICANN의 재심 요청(Request for Reconsideration) 

절차에 대한 여러 중요 개선안을 제안한다. 수립된 정책, ICANN의 미션과 책무, 

주요가치에 위배되는 이사회/직원의 행위 또는 불행위가 허용되는 요청 범위에 

반영되게끔 확대하고, 재심 요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 등이 이런 

중요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다.

14. 이행(Implementation):

15. 독립 법무 자문위원들과의 심의 및 토론 결과 ICANN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비영리 

공익 법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CCWG-책임성에 입각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CCWG-책임성은 다수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ICANN 정관(ICANN'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자문위원들은 ICANN이 회원이 없는 법인에서 회원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 CCWG-책임성은 ICANN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식 회원자격

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룹 위임(Reference) 메커니즘이다. 이 'SO/AC 회원자격 모

델'은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요구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

이다. 다음은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중요 특징들이다.

1. ICANN의 지원 조직(SO: Supporting Organizations)과 자문위원회(AC: 

Advisory Committees)가 각각 비법인 단체를 구성하고, ICANN의 회원10)이 

획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비법인 단체인 SO와 AC는 자신들이 대표하는 

SO나 AC의 통제를 받으며 이와 직결된 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3자(Third 

party)나 개인은 ICANN의 회원이 될 수 없다.

2. 새로운 '회원' 또는 '비법인 단체'가 생성된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조직이 

ICANN, SO, AC 참여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들은 현재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10) 비법인 단체란 회원이 되기 위한 법적 실체(Legal personality)를 구성하는 수단이다. 이는 SO 및 AC가 회원자격

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이다. 가벼운 구조이며, 부록 G의 법무 자문위원 메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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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자문을 구한 법무 자문위원들은 이런 구조 아래 ICANN의 개별 참여자

가 직면할 위험과 책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자문했다.

4. 이런 그룹 위임 메커니즘에서 커뮤니티의 권한을 행사하는 커뮤니티 그룹은 

총 29개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 GNSO, ccNSO, ASO, GAC, ALAC는 각각 5

개, SSAC와 RSSAC는 각각 2개이다.

17. 그룹은 이런 메커니즘의 변형들을 논의했으며, 제안한 옵션에 관해 커뮤니티의 방

향 제시를 추구하고 있다.

18. CCWG-책임성 헌장의 핵심 조항은 책임성 강화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구하

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

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해 특정 사건이 시스템, 제품, 회사, 산업에 어떤 영향

을 초래할지 측정하는 시뮬레이션이다. 26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정적 위기 또

는 파산, 운영 의무 불이행, 법/입법상의 행동, 책임 불이행,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불이행의 5개 범주로 구분했다.

19. 권고사항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워크스트림 1 권고사항은 이런 권

고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적절한 경감 대책을 제공하면서 ICANN의 책임성을 크

게 강화함이 밝혀졌다. ICANN이 관할 사법권의 적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사

항 또한 충족되었다.

20.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결과 현 책임성 대책과 비교했을 때, 워크스트림 1 권고사항

이 ICANN 이사회 및 관리진에 책임을 묻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 

CWG-Stewardship 제안은 CCWG-책임성 대책에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분

명해졌다. CWG-Stewardship이나 CCWG-책임성 제안에 대해 ccTLD 철회 및 할당 

청원(ST 21)과 관련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절히 실시하지 못했다. 두 워킹그룹 모두 

ccNSO의 정책 발전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1. CCWG-책임성 평가는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권고사항이 예산과 커뮤니티 

권한, 검토 및 시정 메커니즘, ccTLD 관련 사안에 대한 청원 메커니즘에 관한 

CWG-Stewardship의 기대와 일치하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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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G-Stewardship이 그룹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2014년 

12월 12일 이후 해당 그룹의 장과 매주 전화회의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명한다.

1. 22. CCWG-책임성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안서를 완성하고, 이의 이행을 촉진

하는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이

행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