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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8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회의
일시 2015.10.29(목) 16:00~18:00 장소 강남363(강남역)

참석자

(총18인)

- 위원 : 11인

- 비위원 : 7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강혜영(KISA), 김국(서경대), 박기식(ETRI),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송인우(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윤원철(케이아이엔엑스), 이동만(KAIST)*, 이영음

(방통대), 전응준(유미 특허법인)*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참여)

- 비위원: 박민정, 김보영, 박신영(KISA), 박지환(오픈넷)*, 안정배

(인터넷역사프로젝트)*, 사무국 2인 (존칭생략, *온라인참여)

□ 제54차 ICANN 정례회의 출장 결과 보고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o IANA 기능 이양 과정 중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가 진행중임.

ICANN 책임성 강화 를 위한 모델 도출에서 ICANN에 대한 커뮤니티 권한을 

어떤 모델로 구현할 것인지 논의 중

- 현행 NTIA가 관리하던 도메인 부분에 대한 권한이 ICANN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CANN 이사회의 권한 강화 예상

 *미 통신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ICANN 이사회에 대한 견제장치로, 기존 커뮤니티가 법인격을 확보하여,

5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①예산안/전략운영계획 거부권②표준정관 개정 거부권③핵심정관 개정 승인권

④이사회 개별 탄핵⑤이사회 전체 탄핵

- 커뮤니티 권한행사 절차에 대한 세부방안 논의 결과 ,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권한행사 절차를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함 .

     *커뮤니티 간·커뮤니티-이사회 간 소통단계 추가 및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IRP)를 소송 전 단계로 추가하는 등 

- ICG(IANA 기능 관리권 이양 논의를 위한 조정그룹) 통합제안서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은 다수 모델이 수정 될 것으로 예상

     ※ 커뮤니티별 권리행사 절차 등 세부내용이 추가된 보고서 개정안 발표 예정(‘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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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신규 gTLD에서 3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

o 기존 신규 gTLD 라운드에서 제한되어 있는 3자리 국가코드*를 차기 신규 

gTLD 라운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현황 공유

*국제표준(ISO 3166-1 alpha-3)에 따른 국가코드로, 한국의 경우 KOR

- 신규 gTLD 신청 시, 현재까지 2글자 국가코드(예: kr, jp 등)만 허용하였으나,

3글자 국가코드(예: kor 등)를 허용여부를 논의중임

- 국제표준(ISO 3166-1 alpha-3) 리스트에 국가명으로 정해져 있는 ‘com’이 이미 

사용중임

- 3글자 국가코드를 모두 불허여부, ISO-3166리스트에 있는 것만 개방여부, 모두 

개방여부 등 5가지 단계로 설문조사 단계임 
     ※ 국제표준(ISO-3166)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일부국가의 정부는 3글자 뿐 아니라 국가코드 관련 그 이상의 글자수(예: korea)

또한 보호 받아야함을 제기함

□ 워킹그룹 현황보고

<신규 gTLD 2단계에서 2자리 국가코드 허용검토 이슈(비공개 회의)>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기획세션 안내 

o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 방안(한국 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 세션은 

타세션과 달리 발표 위주가 아닌 오픈형 토론으로 진행 예정임

- 10월 29일 기준, 19개 공동주관으로 199명이 등록함. 거버넌스 이슈가 어려운 

주제이나, 이 기회에 참석하면 거버넌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 차기회의 일정

o 11월 19일(목) 15:00~17:00, 신규 gTLD 2단계에서 국가코드 허용검토 이슈 WG

- 17:00~18:00, 제9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o 12월 10일(목) 15:00~16:00, 제10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 제4회 운영위원회 회의(‘15.10.30)에서 시간 조정을 제안
    ① 14:00~15:00, 제8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② 15:00~17:00, IANA 워킹그룹 
    ③ 17:00~18:00, 제5차 운영위원회 

붙임 1. 제54차 ICANN 더블린 정례회의 결과보고(KISA, 민간전문가 4인)
     2. 후이즈 프라이버시 프록시 이슈 워킹그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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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54차 ICANN 더블린 정례회의 참석 결과

KISA 거버넌스협력팀

☐ 제54차 ICANN 더블린 정례회의(‘15.10.17~22) 개요

o 인터넷주소(도메인 및 IP주소) 관련 글로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

기업․이용자 등 전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2,395여 명 참석

   

☐ 주요 논의내용

< 美정부의 IANA*(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능) 관리권 이양 논의 >
   *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 IP주소 및 도메인 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능

o 美정부의 이양 발표(‘14.3월) 후,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된 

이양조정그룹은 이양제안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15.7월~9.11)

< IANA 이양 모델 주요 내용>

* 프로토콜파라미터’ 계약 권한은 IETF(인터넷 표준화 기구)에 감독은 IAB,  ‘IP 주소’의 
관리권한은 RIR(대륙별 IP 관리기관)로, 감독은 Review Committee(RIR 대표)로 이양

* ‘도메인 이름’ 관리권한은 ICANN에 이양하고 이를 감독하는 2개의 검토팀을 신설

* 3가지 기능의 IANA 운영은 ICANN의 자회사(PTI)를 신설하여 운영

o 이양제안서에 대한 커뮤니티 검토 결과 전반적인 지지를 확인함에 따라,

ICANN 책임성 강화방안이 완료되는 ‘16년 1월, 美 정부에 제출 예정.

美정부와 의회 검토 진행(~’16.5월) 후, 이양완료 시점은 ’16.9월로 전망

<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

o 현행 NTIA*가 관리하던 도메인 부분에 대한 권한이 ICANN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CANN 이사회의 권한 강화 예상 

     * 美 통신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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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이사회에 대한 견제장치로, 기존 커뮤니티가 법인격을 

확보하여, 5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①예산안/전략운영계획 거부권, ②표준정관 개정 거부권, ③핵심정관 개정 승인권,  

④이사회 개별 탄핵,  ⑤이사회 전체 탄핵

o 커뮤니티 권한행사 절차에 대한 세부방안 논의 결과,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권한행사 절차를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합의

     * 커뮤니티 간 ‧ 커뮤니티-이사회 간 소통단계 추가 및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

의제기절차(IRP)를 소송 전 단계로 추가하는 등

- 커뮤니티별 권리행사 절차 등 세부내용이 추가된 보고서 개정안

발표(11.15일) 및 의견수렴 진행(~12.21일)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우리나라 입장 검토 필요

      ※ 의견수렴(~12.21) 진행 후 필요시 ICANN 특별회의 개최 예정으로, 개최시점은 

‘16년 1월 초가 유력(개최 여부, 장소, 일시 등 현재 모두 미정)

<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 >

o ICANN의 2자리 국가코드 허용에 대한 정부 의견 제출 요청

(~’15.12.5)에 대해, GAC은 불허 사유와 상관없이 해당 정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견 제출 과정을 간략하게 해줄 것을 권고

< 차기 신규 gTLD로서의 3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www.msip.kor) >

o 기존 신규 gTLD 라운드에서 제한되어 있는 3자리 국가코드*를 차기

신규 gTLD 라운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현황 공유

     ※ 국제표준(ISO 3166-1 alpha-3)에 따른 국가코드로, 한국의 경우 KOR

 < 한‧중‧일 공용 한자 일반최상위도메인 국제생성규칙 제정 논의 >
    ※ 한‧중‧일 전문가패널 및 ICANN 다국어도메인 담당자 등 20여명 참석(총 4회 세션 개최)

o 한 중 일 논의 경과 및 현황 발표(‘15.10.19)

- 한국은 중국의 이체자 3,093개 묶음을 검토한 결과, 중국과 논의가 

필요한 이체자 묶음은 총 303개(중국측 입장 수용 4개, 부분 수용 1개,

수용 불가능 258개)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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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중국이 요청한 ‘수용 불가능한 258개 이체자 목록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 예정(11월 말)이며, 한 중 일은 차기 ICANN

(’16.3월, 모로코) 회의 개최 전, 합동회의 개최에 합의(‘16.1월, 중국 하이난(미정))

< ICANN 신규 gTLD(일반최상위도메인) 현황 주요내용 >
 ※ GNSO(일반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 관계자 등 약 300여명 참석

o ‘15.10월 기준, 중복문자열을 제외한 1,277건(총 신청 1,930건) 중 ’영문‘

신규 gTLD 위임 완료 769건, ’다국어‘ 신규 gTLD 위임 완료 63건,

계약 완료 1,200건, 경합 해결 완료 203건(233건 중)임

o 차기 신규 gTLD 프로그램(‘18년 예상) 준비를 위해 차기 신규 

gTLD 프로그램 일정 확정 및 기존 신규 gTLD 프로그램 신청

절차 , 경매절차 등 변경 및 보완사항 분석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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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 ICANN Dublin 회의 보고서

주소분과위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

I. 주요 이슈 목록

 
A. CCWG-Accountability 의 “커뮤니티 권한 ” 구현방법에 대한 모델 비교논의

- CCWG-Accountability 논의 지속

B. 기타 이슈

- ctn-crosscom의 3글자 도메인 개방 문제 논의

II. IANA Transition 의 책임성 강화 논의

A. CCWG-Accountability 의 “커뮤니티 권한 ” 구현방법에 대한 모델 비교논의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IANA의 이양 과정에 관한 논의 중 ICANN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모델 
도출에서 ICANN에 대한 ‘커뮤니티의 권한’(community enforcement mechanism)을 어떤 모델로 
구현해 낼 것인가 하는 것.

- 커뮤니티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1. 제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거부 (Power to block a proposed Operating Plan/Strat 

Plan/Budget)
2. 기분 정관 수정 승인 (Power to approve changes to Fundamental Bylaw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3. 일반 정관 수정 거부 (Power to block changes to regular bylaws.)
4. 이사회 이사 개인의 임명 및 사퇴 (Power to appoint and remove individual board 

directors)
5. 이사회 전체 사퇴 (Power to recall the entire board of directors)
6. 독립적 감사권한 강제 (Mechanism for binding IRP where a panel decision is enforceable 

in any court recogniz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results — even if ICANN’s board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binding arbitration.)  

- CCWG-Accountabilty 그룹에서 2015년 8월의 2번째 제안서에서 제안한 모델은 Comunity 
Mechanism As Single Member (CMCM) 모델이었음.

- 하지만 ICANN 이사회에서 membership 모델이 부여하는 지나친 권력(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권력)에 우려를 표시, 9월 11일에 대안 모델인 Multistakeholder Enforcement 
Mechanism(MEM)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안 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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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권한 행사의 정도 vs 법적 구속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모델의 
‘권한 (enforceability)'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ICANN 이사회가 CMCM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MEM 모델을 새롭게 주장함에 따라 
9월 25-26일에 LA에서 CCWG-ACCT 긴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이 회의에서 ICANN 이사회에서는 
membership 기반의 모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더블린 회의 전까지 온라인 상으로 논의된 것은 ‘sole designator model'로, MEM에 비해서는 강화된 
권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CMCM 모델 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약화된 형태. 하지만 이에 대해서 ICANN 
이사회가 10월 3일에 역시 우려를 표시한 상태

- 이번 회의에서는 single membership 모델과 single designator 모델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single 
designator model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냄.

- ccNSO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모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 가상임시투표(temperature check)
를 한 결과 약 60%가 single designator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B. CCWG-Accountability 주요 결정 내용

- Sole Designator 모델을 기본 모델로 설정함
- 'consensus'에 기반한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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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개시 및 최종 결정에 필요한 각 SO 및 AC의 동의 수

- 독립적인 감사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관제정 및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 시작
- 차기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과정 마련 작업
- 이사회의 개별 이사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때 Nominating committee와 AC/SO가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을 승인함
- Mission Statement와 Core Value에 대한 지지 선언
- 인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에 합의함
- Affirmation of Commitments를 정관에 포함시키는 구체안 마련
- 투명성(transparency)에 초점을 맞춘 WS2 작업 목록 채택

* CCWG-ACCT 활동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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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이슈

A. cnt-crosscom

- 또 하나 주목할만한 이슈로 국가명과 지역명에 대한 커뮤니티 연합회의인 ctn-crosscom (country 
and territory names cross community)에서 ISO-3166 리스트에서 정하고 있는 country and 
territory에 대한 3 letter code를 gTLD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지난 회의에서 2 letter code를 gTLD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 불가론을 채택한 바 있음. 
- 3 letter code의 경우는 ISO-3166 리스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신규 gTLD로 130개 이상이 

승인된 상황
- 또한 ISO-3166 리스트에 국가명으로 정해져 있는 com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
- 현재는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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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Community Powers
Should we 

have a 
Conference 

Call?

Should we 
Convene a 
Community 

Forum?

Consensus 
Support to 

exercise the 
power?

1. Block a proposed Operating 
Plan/Strategic Plan/Budget

2 AC/SOs 
support

3 AC/SOs 
support

4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2. Approve changes to 
Fundamental Bylaw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2 AC/SOs 
support

3 AC/SOs 
support

4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3. Block changes to regular bylaws 2 AC/SOs 
support

2 AC/SOs 
support

3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4. Remove individual board 
directors appointed by NomCom

2 AC/SOs 
support

2 AC/SOs 
support

3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5. Recall the entire board of 
directors

2 AC/SOs 
support

3 AC/SOs 
support

4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minority said 1 
objection to 
block consensus 

6. Mechanism for binding IRP 
where a panel decision is 
enforceable in any court 
recogniz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results

2 AC/SOs 
support

2 AC/SOs 
support

3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R e q u i r e 
mediation before 
IRP begins

7. Reconsider/reject board decisions 
relating to reviews of IANA 
functions, including trigger of PTI 
separation

2 AC/SOs 
support

3 AC/SOs 
support

4 support, and 
no more than 
1 objection

국외 출장 보고서 
1. 출장자 (소속/직급/성명): KAIST/교수/이동만
2. 출장 기간: 15.10. 16~ 15.10.21. (4박6일)
3. 출장지 및 출장 목적: 더블린/ ICANN 54차 회의 참석 
4. 출장 일정
10.16(금)  서울 출발 → 더블린 도착; 
10.17(토)  CCWG 및 GAC 회의 참석
10.18(일)  GNSO/GAC 회의 & IDN CJK LGR 회의 참석
10.19(월)  Opening Session & IDN CJK coordination 회의 참석 
10.20-21(화/수) 더블린 출발 → 서울 도착
5. 회의 내용

A. CCWG ICANN Accountability 
- Community decision 모델/enforcement model/ removal of individual directors/budget plan veto  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소그룹 토의 진행
- Community decision 모델

· consensus를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 논의 (단순한 투표에 의한 방법이 아닌)
· pre-call (adobe meeting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를 통한 사전 의견 취합 (각 SO/AC 별로) 

->  f2f 미팅  -> 최종 결정 미팅 (최소한 3개의 SO/AC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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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I review/director removal/budget plan veto는 이러한 절차에서 4개 이상의 SO/AC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중요 이슈에 대한 코뮤니티의 높은 지원을 요구함

· 모든 이슈에 대해 하나 이상의 코뮤니티의 반대가 있으면 consensus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제안 
-> 과반수 혹은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의제가 만들어지더라도 반대 의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최종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라 반대하는 코뮤니티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임

- Enforcement model
· PTI separation review team이 제시한 안에 이사회가 반대할 때와 이사회가 IRP를 장악했을 때에 

어떻게 코뮤니티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모델 논의 
· Single member model과 single designator model 간의 상이점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어떤 

모델이 더 효과적인지 논의가 필요함

- Removal of individual board members
· 이사 해임에 관한 절차 및 파생 이슈에 대한 논의
· 기본적으로 SO/AC에서 추천한 이사에 대한 탄핵으로 해당 코뮤니티의 2/3 동의로 이뤄지는 것

으로 제안됨; 
· Noncom 추천 이사에 대한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SO/AC 이사 해임과 유사한 형식 (전체 

커뮤니티)으로 해임하는 것으로 가정
·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각 이익집단 간의 차이, 사안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한정적으로 리스트 업하는 것이 어렵기 떄문; 그러나 해임을 제기하려면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코뮤니티의 포럼이 구성되어야 함

· 과연 이 코뮤니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음 – voting structure와 연결된 이슈임; 
또한 SO는 AC와 매우 다른 구조 (예를 들면, ALAC은 GNSO에 liason을 두고 있으나 그 반대는 
없음)를 갖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슈

· 해임 건의가 제기되었으나 성공되지 못했을 때 재해임 제기가 가능(얼마나 빨리, 어떤 절차로?)
한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이 지적됨

· CEO는 이사회 멤버이지만 직원이기에 이 탄핵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 이사의 책무는 선출된 코뮤니티 보다 전 인터넷 코뮤니티를 대변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CCWG의 제안은 코뮤니티가 지향하는 의견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목적으로 함

- Budget/Operating plan veto
· 1 yr budget/operating plan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어떤 이슈가 있으며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non discretionary budget에 대해 검토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코뮤니티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GAC이 single designator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번 제시되었음
- SDM vs SMM

· 이사회에서 SDM(Sole Designator Model)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기본적인 차이는 조직의 
대표에게 vs  멤버들의 컨센서스에 결정권을 주는가)

·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정하기 보다는 이 두 모델의 장점을 모은 융합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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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C 회의
- 구성 변화
· 지난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 부의장 숫자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현 부의장이 재선출

되는 것으로 결정
· 5번째 부의장은 새로 선출해야함

- ICANN Accountability 
· 책임성의 가장 핵심 주제를 의사 결정권 (해임권 포함)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GAC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다시 말해서, 책임성 강화의 핵심은 그동안 (이사회) voting에 의한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onsensus 기반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혹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ICANN의 core value는 private sector를 지원함에 있었는데 정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구도에 정부가 새로운 코뮤니티로서의 역할 정의가 필요함
· CCWG의 제안서는 GAC이 chartering org로의 역할 변화를 제안함  

§ 이는 ICANN bylaw의 변경이 필요함 (stress test 18*) “GAC의 조언과 맞지 않으면 이사회는 
반드시 상호 용인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함”에서 “GAC의 consensus가 있을 떄”로 변경될 
것이며 이러한 consensus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e

§ 다시 말해서, 코뮤니티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egotiation이 아닌 컨센서스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라는 의미임

· GAC이 chartering organization이 될 수 있는가?
§ CCWG가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chartering org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통일된 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함

§ 이러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구조에서 pre-call 다음 단계에는 f2f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GAC의 현 구조에서는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시 말해서 GAC의 현 
구조에서 virtual meeting (이메일 포함)을 통한 방법을 컨센서스를 얻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

§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GAC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사회와의 직접적인 채널이 약화되고 조언자 
역할을 수행못할 수 있음을 우려함; 즉,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이사회 의견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은 
이사회의 권한이 너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미국, 브라질, 영국 등은 그동안 이사회에 제안했던 안들이 모두 컨센서스 기반으로 했기에 
bylaw에 보다 분명히 그 점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GAC의 역할을 강화하고 코뮤니티의 일원
으로 다자간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

* 스트레스 테스트 18의 제안 배경 (Steve DelBianco의 설명)
Stress Test 18은 ICANN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코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이 하나이다 (ICANN 
bylaw 변경). 제안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ICANN 코뮤니티 멤버들이 인지하기를 일부 GAC 멤버들이 그동안 GAC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컨센서스(컨센서스를 반대가 없는 일반적 동의를 통한 의사 결정)를 바꾸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단순한 과반수에서 더 낮은 표준인 majority voting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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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WG는 ICANN의 현재 bylaws에 명시되기를 이사회가 GAC의 제안을 따르지 않기로 결
정하더라도 이사회-GAC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
으며 이는 다른 SO/AC에는 없는 GAC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특권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GAC 컨센서스에 의하지 않거나 상당한 소수 GAC 멤버들의 반대가 있었던 제안이라도 이
사회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 Narrow mandate in the bylaws: is this a problem for public policy advice?
§ 제안된 bylaw 개정안으로 인해서 GAC이 지향하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제언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에 대한 찬반이 갈렸음
· CCWG 제안서 core value 정의 5번의 “led by private sector” (vs. “multistakeholder”)

§ 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private sector의 주도로 정의하게되면 정부가 어떻게 이런 구도에 참
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도 다자간 협력 구조의 일원이 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이 강하게 개진됨 

- ICANN CEO의 IANA transition 설명
· NTIA 이전이 진정 이뤄지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제안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함을 설명함 

(연장된 계약 – 2016/9/30 - 이 끝나기 전에 미 정부가 원하는 검토 기간 (5-6개월)을 주기 위해)
· 이를 위해서는 ICG 제안서는 10말까지 완성되어 11월말까지 코멘트를 받아 최종 완성하고 

CCWG 제안서도 11월말까지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여전히 여러나라에서 새로운 ICANN도 여전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 우

려를 보임 -> 다자간협력에 의한 consensus 기반 결정의 enforcement가 핵심이며 법정 결정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함 ->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enforcement 수단
이라는 반대 입장이 온라인에 있었음 (캘리포니아 법의 멤버쉽 기반 조직인 경우 멤버들의 동의에 
의한 이사 해임 권한 부여)

· 이 발언 이후 많은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Fadi가 이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여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었음

- 3글자 gTLD
· CWG의 코멘트

§ 3글자 국가 코드는 ccTLD를 위해 유보
§ 국가 코드가 아닌 3글자 gTLD 허용
§ 지역 이름의 경우, 국각 코드와 상충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지원 혹은 반대가 없는 경우 허용
§  IDN 3글자 코드 유보

- 지역 이름 기반 gTLD WG 제안에 대한 public comments 논의
· 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지역 이름이 상표권으로 등록된경우 정부의 권리 주장은 해당 국가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라는 점이 지적됨 -> 어떻게 형평성있는 결정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
· 정부가 지역기반 이름에 대한 권리 기반으로 활용하는 public interest (공공이익)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코멘트가 있었음 -> 표준 혹은 가이드라인이 필요
· 2007년 gTLD 가이드라인 작성 때에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이와 관련된 국제법이 없기에)에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결론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 현재 가이드북에 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각국 정부마다 어느 부서가 관련 

부서인지 명시하여 의견 수렴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됨
· 독일의 경우, 지역기반 이름은 공공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상표등록자의 권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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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GR
- CJK private meeting
· 중국은 IICore로 부터 172 code point 추가 (일본 한자에 포함된 글자 중에서 관련된 글자) 
· 한국은 중국 variant 셋과 충돌이 있는 37 그룹에 대하 CJK 메일링 리스트에 보내기로 함
· variant에 대한 해석이 CJK 나라 별로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람이 개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서를 중국에서 ICANN에  보낼 예정임(-> ICANN의 제안은 이 문제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분
명히 하며 이를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일본도 유사한 의견으로 의견서를 보낼 예정임; 핵심 포인트는 일본은 현재 모든 코드 포인트를 
allocatable로 했지만 (즉, no variants) 글자 조합을 할 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다른 나라와
의 충돌을 고려해야 하기에 applicant가 원하는 글자 조합을 사전에 미리 정의할 수 있는 (너머지
는 blocked) super RootLGR을 제안 

-  CJK coordination group meeting
· CJK integration algorithm (v0.4) 설명

§ 가장 중요한 변화는 1) LGR-a는 LGR XML schema에 따라 작성 2) review type을 정의하여 
다른 GP와의 충돌이 예상될 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

§ 이를 어떻게 과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의 필요
· JGP의 allocatable variant lable 숫자 축소를 위한 조사 결과 발표

§ JGP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한자 기반 도메인 이름(일본에서 등록된)은 6 이하의 allocatable 
variant를 가지며 전체 숫자는 540으로 예측되며 이 또한 매우 희박하게 일어나는 경우라고 함

§ 실제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1-2 variant label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기계적으로 자동화할 수 없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 중국과 일본에서 이를 위해 사람이 개입을 해야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제안
§ 이로 인해서 LGR 테이블 구성이 너무 복잡해지는 우려가 있으며 IP도 가급적이면 초기단계에

서는 예외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안
§ 이 제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의를 계속 하기로 함

D. IANA transition ICG proposal
- 진행 상황 업데이트
· 2015년 7월에 제안서 안을 내었으며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코멘트를 받았음
· 65% 찬성과 20% 반대
· 주된 코멘트는 

§ dependency on CCWG-accountability
§ PTI
ü Relationship among entities
ü PTI board remit, membership
ü Separation processes and cooperation

§ RZM
§ Jurisdiction of ICANN
§ ccTLD reference

· CWG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CCWG 제안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안될 예정임 
· 2016년 9월 30일까지 조직으로 존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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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ICANN 정례회의(더블린) 회의보고서

1. 참가자 :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2. 참가기간 : 2015. 10. 16 ~ 10. 22
3. 회의장소 : 아일랜드 더블린
4. 참가 session
 - 10. 17(토) : ICG, GAC 
 - 10. 18(일) : 인터넷표준(IETF) , Domain Name Registry Protocols. Root Server Operation 

Newcomer, Transition Perspective(from US congress)
 - 10. 19(월) : 개회식, CJP GP 조정 회의, CCWG
 - 10. 20(화) : Joint Meeting of the ICANN Board and AC/SO, IPC
 - 10. 21(수): GNSO Privacy and Proxy Services Accreditation Issues, ccNSO 멤버 미팅, NCSG 

CSR to Respect Human Rights, DNS Anti-Abuse Workshop for Business
 - 10. 22(목) : CJK GP 조정회의, CJK only meeting
5. 세션 내용

A. CCWG Accountability
O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은 크게 보아 2가지의 방향임
- ICANN 이사회에 대한 커뮤니티의 견제 권한 부여
- 핵심가치(Core Value)를 유지하기 위하여 Independent Review Mechanism을 강화
O 커뮤니티의 권한 강화(5개)
- 이사회의 예산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심사/기가
- 일반 정관 변경에 대한 재심사/기각
- 핵심 정관 변경에 대한 동의
- 개별 ICANN 이사의 탄핵
- 전체 ICANN 이사회의 소환
O 강화된 Independent Review Panel(IRP) 모델
- 상임 패널
- 커뮤니티 권한에 대한 승복, 정관 위반, IANA 관련 결정사항에 대한 분쟁 조정
- ICANN이 커뮤니티 IRP를 재정지원
O 커뮤니티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논의
- Individual petition -> pre call(2 support) -> community forum(3 support) -> community 

decision(4 support + no more than 1 opposed) -> (이사회 거부시) resolution dialogue 
-> (이사회 거부시) IRP -> (이사회 거부시) enforcement

- Consensus 기준은 1개 이하 커뮤니티의 반대와 3내지 4개 커뮤니티의 찬성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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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사 탄핵
- 탄핵절차에 관한 논의 

- 해당 커뮤니티의 75% 동의로 탄핵 진행
- Nocom 추천 이사에 대한 탄핵절차는 미정임
- 탄핵사유에 관하여,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위반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배임을 해임사유로 할 것인지 미정. 최초 제안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상법 논리에 따르면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배임을 탄핵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됨.

O 법집행
- single member 모델과 single designator 모델이 대립하였으나, single designator 모델로 정리
-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것으로서, single member 모델이 single designator에 비하여 

최종 소송단계에서 행사할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함. 다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사회와 타협함

- 실질적인 차이를 알기 위하여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야 함
O CCWG 공동의장 성명(2015. 10. 22)
(https://www.icann.org/news/blog/cross-community-working-group-on-enhancing-icann- 
accountability-icann54-co-chairs-statement)
- 법집행에 관하여 Sole designator 모델을 채택
-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논의 시작
- IRP(Independent Review Process) 강화. 전문가 그룹이 정관에 포함될 진행절차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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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에게 1년 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재심사/기각 권한을 부여함
- 커뮤니티에게 개별 이사 탄핵권을 부여함. AC/SO에서 선출된 이사 뿐만 아니라 NomCom에서 

선출된 이사에 대하여도 탄핵 의사결정 방법을 승인함
- Mission과 Core Value에 대한 지지
- 일반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기로 합의함. 그러나 단어 선택에 관하여 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Human Right Working Party에 위임함
- AoC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편입함.
- 투명성 요건을 강조하는 Work Stream 2 리스트를 채택함
- (향후 일정) 2015. 11.15. 책임성 3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이후 35일 동안 public 

comments를 받음. 동시에 이를 Chartering Organization에게 보내 피드백을 받음. 그 이후 
20일 동안 public comments 등에 대한 논의. 2016년 1월 말경에 Work Stream 1 제안을 
ICANN 이사회에 제출.

B. Privacy and Proxy Services Accreditation Issues
O (워킹그룹 현황)
- 최초 보고서에 대한 public comments가 7.8.에 마감됨
- 150건의 온라인 조사 회신, 10,000여건의 온라인 청원, 250건의 개인의견, 11,000건의 

fome-based 의견이 제출됨
- 워킹그룹은 더블린에서 사전 미팅을 가짐
- 2015년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
O 예비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public comments를 반영하여 

몇가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
O 온라인 금전 거래(상업적 거래)에 관련한 도메인에 대하여 P/P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서에서 어떠한 consensus도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제한이 권고되지 않을 예정.

O 서비스제공자는 요청전달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요청자의 같은 
도메인에 대한 정보요청의 횟수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는 제안된 바 없음

O 이번 더블린 사전 회의에서 P/P서비스의 정의, IP 권리자에 대한 공개 프레임워크, 인가 취소 
원칙을 확정함
O (향후 일정)
- 최종 보고서 발행전에 공식적인 consensus 요청이 수행될 것임
- GNSO Council이 consensus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 투표
- 만약 채택되면 최종 보고서가 ICANN 이사회에 제출되고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진행됨
O 미국정부가 최근 OECD회의, TPP협상에서 후이즈 정보의 공개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ICANN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EFF 활동가가 지적하였으나, WG는 정부의 주권 내지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ICANN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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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ransition Perspective from US congress
O 미국 의회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멀티스테이크 접근을 지지한다고 천명
O 미국 의회는 NTIA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TIA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이 있음을 강조
O 의회가 이양제안서에서 관심있게 볼 사항 중에 하나는 NTIA가 제시한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임
O IANA 이양에 관한 최종 제안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일말의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예컨대 

potential capture)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고 각종 stress 
test를 통하여 그러한 가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

O 2016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IANA 이양이 지체될 가능성에 관한 플로워의 질문에 대하여, 
일부 상원의원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으로 
답변

O 개회식에서 파디가 우려한 바와 같은 멀티스테이크홀더시스템에서 정부의 장악(government 
capture)는 없을 것이라는 플로워의 의견에 대하여, ICANN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시스템에서 
정부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간의 균형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와 같은 현실적인 우려는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변

O (평가 및 시사점) 미국 의회는 NTIA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NTIA와 협력하여 제안서가 
NTIA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임. 미국 대선 일정 때문에 IANA 권한 
이양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됨. 

D. NCSG-CCWP ICANN's Corporate & Social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O 금년 10월 발행한 CCWP 보고서의 권고사항
- PDP(policy development process)에서 영향받는 제 인권에 대한 검토(검토사항과 절차에 

대하여는 부록A, B 참조)
- ICANN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적 권리에 집중하여야 함
- ICANN은 이러한 검토 절차에 따른 인권보고(human rights report)를 개발하여야 함
- ICANN은 whois 개혁과 같이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야 

함
- ICANN은 법집행 요청과 관련한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ICANN은 HRIA(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기반하여 조직전체에 걸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O 향후 논의될 주제

O 개별 주제에 대하여 sub group 형성하고 그 결과를 다음 마라케시 회의때 발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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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ICANN Operation Potential  Rights  at  RiskGeneral ICANN • Right to access information
• Right to access free education (by implication)
• 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Sensitive String Review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association
• Freedom of religion

Auctions • Due process
• Freedom of association
•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LDs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association
• Freedom of religion
•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 Property rights

Application Guidebook and RAA / WHOIS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association
• Personal data protection
• Right to privacy

Sensitive expression in the Application Guidebook • Freedom of expression
Trademarks • Freedom of expression

O 보고서 부록 A
Annex A

Potential   Rights   at   Risk   in  relation  to   various    ICAN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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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based TLDs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association
• Right to access culture
• Right to access and impart information
•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Protected domains (e.g. doctor/medical) • Right to health

Restricted/criminal (e.g. child pornography etc) • Freedom of expression
• Rights of the child

UDRP • Due process
• Right to fair trial

Rights concepts that need consideration

Source: Comments of CCWP-HR members, Council of Europe, and IHRB

• Public interest
• Pluralism
•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 What community means
• Due process
•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Multi-stakeholder (what it really means in this context)
• Internet governance (what is ICANN’s perspective) / managed in a sustainable and people-centered fashion
• An open, inclusive, safe and enabling internet
• Equal access (to ICANN)
• Minorities and vulnerable communities
• Security and stability
• Right t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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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 Public Trustee
Sovereignty over delegation Mercantilist Post, Telephone, Telegraph model
No sovereignty over delegation Free trade RFC 1591

E. Sovereignty and Property Rights:ICANN, ccTLDs and national governments
O ccTLD가 주권의 영역인지, 재산권의 영역인지 문제되고 있음
- Ben Hail, et al v. Islamic Republic of Iran et al. 사건 
O ccTLD에 대하여 국가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레지스트리와 이용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TLD가 주권의 영향력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O 그러나 도메인 이름은 민간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함
O 거버넌스 시나리오

O 주권 모델의 장단점
- 장점 : 글로벌 다양성과 권한의 분배
- 단점 : 정부가 모든 이해당사자를 제압할 가능성
O 재산권 또는 공적 신탁
- 장점 : TLD는 재산권으로 인식되어 있고 투자를 촉진시킴
- 단점 : 재산권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적 기관이 관리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O 거버넌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 중상주의자 모델 : 최악
- PTT모델 : 인터넷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공적 신탁 모델 : ICANN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함
- 자유무역 모델 : 경쟁적이고 글로벌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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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ICANN 더블린 정례회의 출장 결과

                       

주소분과위원회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박윤정

□ 인터넷이용자자문위원회(ALAC) 회의(10/18) 및 신뢰성 WG 요약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40 ~ 50 여 명 참석

    ※ 아태지역 참가국: 한국, 호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태평양, 사우디아라비아

(실제 영국 거주)   

o ICANN 더블린 코디네이션 

- 이사회와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회의 

- 정책 논의 분담: CCWG WG,

- ICANN 참가 비용 펀딩 마련  

o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장기 계획 및 예산 배정

- 지역 별 총회 개최(Regional General Assembly)

◯ 다음 회의 미정, 가능하면 매년 혹은 2년 마다 정기적으로

- 정상회의 (Summit)

◯ 다음 회의 미정, 가능하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 제 1차 2009년, 제 2차 2014년 개최함 

o 신뢰성 WG

- CCWG: 지난 이틀간 많은 진전이 있었고, 고무적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커뮤니티: 낙관론과 긍정론 공존

□ 신뢰성 WG (CCWG) 논의 (10/17) 주요내용 

< 정부자문위원회 (GAC) 신뢰성 WG (CCWG) 논의 > 14:30 ~ 17:30

o 파디: 한 달간 리뷰 후 미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제안서를 

받지 못 하면 가능성이 없다. (미국 정부 리뷰는 1월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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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헝가리 ITU 텔레콤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들에게 IANA 관리권 이전

관련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한 말은 “ICANN 모델이 이해관계자의 

독점 (capture)로 이어질 것 같으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Multi stakeholder 모델을 해할 수 있다.”

파라구와이: 관할권(jurisdiction)은 여전히 미국으로 유지될 것인가?

CCWG 답변: 그렇다.

아프리카 유니온: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했으면 한다. 마지

막으로 사이버 안보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영국: 파디가 얘기한 대로 만약 기한 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 전에 우리는 정부 (capital)와 협

의가 필요하다. 결국, 3번째 public comment period가 필요하리라 본다.

파디: 그런 경우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3월 말 4월 초에야 끝날 것이다.

래리가 BA에서 언급했듯이 미정부가 적어도 4개월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렇게되면 계약은 연장될 것이고 그 후의 결과는 장담 못 한다.

브라질: 우리가 두 번째 public comment 기간동안 보였던 협조를 고려한

다면 우리는 기간 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관할권 이슈에 

대해 우려가 있다. 브라질은 이번 프로세스에서는 이슈화하지 않겠지만 이

전이 끝나면 WS2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GAC을 대표하여 GAC의 

논의를 발표한 올가 (라틴아메리카 부의장)의 발표내용에서, ICANN의 속

성을 사기업위주의 논의에 대해서는 WSIS논의를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는 

이미 사기업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

파디: GAC은 ICANN에게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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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우리는 정부가 MS 모델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부가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관

계자 그룹의 컨벤션 모델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란: 사기업위주의 MS 제안은 적당하지 않다. 사기업이 정부를 이끄는 

모양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파디: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

1. Capture를 조심해라

2. 관할권 논의를 할 때 조심해라.

3. 미국으로부터 독립의 기회를 잃지 마라 

<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신뢰성 WG (CCWG) 논의 >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40 ~ 50여 명 참석  17:30 ~ 19:00

o 알란 (캐나다): CCWG는 Multi-stakeholder 프로세스에 대한 테스트다.

현재 UN GA에서는 WSIS 논의가 한창이다.

o 카일라 칸 (중국): 우리는 인터넷이 미국에서 탄생한 것이 정말 다행이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IANA 관리권 이전 논의를 계기로 현 ICANN

의 이해관계자간 역학관계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o 세바스찬 (프랑스): IANA 관리권 이전이 가까운 시일 내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이용자자문위원회(ALAC) 회의(10/18) 및 신뢰성 WG 요약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40 ~ 50 여 명 참석

    ※ 아태지역 참가국: 한국, 호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태평양, 사우디아라비아

(실제 영국 거주)   

o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

- 인터넷 이용자 자문 위원회 검토 WG 논의

◯ 2017년 상반기에 최종 보고서 산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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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ANN 사무국과 의견 교환 

- 글로벌 이해관계자 그룹 팀과 의견 교환: ALAC 활동 진작  

- CEO와 의견교환

◯ 54회 개회식에서 ICANN 지도자상이 ALAC에게 수여될 것임.

- GNSO 팀과 의견교환  

o 신뢰성 WG 논의

- 멤버쉽 모델 vs 단일 Designator 모델 vs 복수 Designator 모델 

- 커뮤니티: 단일 및 복수 Designator 모델 논의 중  

□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Review WG 논의 >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10 여 명 참석  

o 라리사 구믹 (전략 Initiative director)

- 2008년 self-assesment 가 행해진 바 있음.

- 2016년 4월부터 Review가 시작될 예정임

ICANN 56 회의에서 인터뷰 커뮤니티 설문조사

ICANN 57 회의에서 Public Comment for Draft 보고서 제출

- Procurement 기획됨 (CFO) Independent Examiner 임명관련

- 2017년 2월 Review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함

- 제안된 Working Party Charter: ICANN At-Large Review WG은  

ALAC, At-Large Community, independent Reviewer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와 사무국 대화 >

o ICANN 스태프 브리핑: 샐리 코스토톤과 지역별 VPs. 아프리카, 남미,

유럽, 동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o ICANN에서 공식적으로는 5개 지역으로 나뉘지만, 실제 GSE는 8개 지역

으로 나뉘어 프로그램 진행 (Middle East, Eastern Europe,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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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TLAS II 권고 1 강조: ICANN은 지속적으로 outreach 프로그램을 지

원해야 한다.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하고, 모

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다.

o CEO Search Update

약 100명 이상의 신청서가 들어왔고, 13명의 short list가 결정된 상황임.

남성 후보자가 93 %, 여성 후보자는 약 7% 정도였음. 세 가지 자질이 가

장 중요하다고 결정됨. 리더쉽(CEO)과 조직 관리 경험, 외교력, 커뮤니티 

조직력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음. 강력한 후보는 여전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신뢰성 WG (CCWG) 논의 >

이용자 자문 위원회는 멤버쉽 모델에 대한 기존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공

식 입장을 정함. Designator 모델 논의 중 단일 모델로 갈 지 복수 모델로 

갈 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봄.

정부 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논의

o 커뮤니티 포럼을 포함한 강화된 커뮤니티에서 정부자문위원회 역할 

o 스트레스 테스트 18과 합의를 기반을 한 정부자문위원회 권고에 관련된 

정관 변경  

o 기업이 주도하는 vs Multi-stakeholder 모델 간 논의 

o 의장: 정관에서 “기술적 코디네이션”만을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mandate가 ICANN이 Public Policy 권고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가?

프랑스: 만약 좁은 의미의 정당성만 유지한다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의장: 소비자 보호와 같은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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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 공익, 인터넷에서 아동 보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

인가 하는 문제들을 CCWG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도네시아: ICT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ICT의 동력을 

담으려면, 정당성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CANN이 

지향하는 하나의 인터넷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란: 사기업 주도 vs Multi-stakeholder 논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스트

레스 테스트 18, 가버넌스 모델 논의처럼 아주 중요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 우리는 기업 주도라는 정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영국: 우리는 처음부터 ICANN은 기업 주도의 프로세스라고 이해하고 

있다. GNSO 중심의 정책 논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 개회식 및 회의들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40 ~ 50 여 명 참석

    ※ 아태지역 참가국: 한국, 호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태평양, 사우디아라비아

(실제 영국 거주)   

o 개회식

- 파디: 본인이 떠나더라도 ICANN 내부에서 향후 IANA관리 이전 관리 

업무는 아크람과 데이비드 콘래드에 의해 지속될 것이다.

o 신뢰성 CCWG

- Single Designator 모델을 토대로 커뮤니티 합의를 논의 중       

o 정부 자문 위원회의 Public Safety WG

- Law Enforcement 기관들을 중심으로 whois 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간 커뮤니티 균형에 대한 합의 프로세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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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 인터넷 이용자 정상 회의 II 권고문 검토 >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30 여 명 참석  

o 매해 지역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와 펀딩 확보가 거론됨.

< ICANN 내부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 >

o ALAC/NCUC/NPOC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ICANN 사무국의 지원 가능.

o ICANN 사무국에서 유럽 내 관련 회의들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o 나이지리아,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기존

에 ISOC/NSRC를 통해 ALS 참여 활성화 경험이 있는데, ICANN의 

시민사회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주

길 바란다.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o 태국: ICANN 사무국의 시도가 ALS의 지속 가능한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지, ICANN 사무국 재정지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 등과 

같은 고민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

o ICANN 답변: 우리는 지속적으로 ALS들과 협력하면서 이런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신뢰성 WG (CCWG) 논의 >

이란: Sole designator vs Sole membership model을 비교하는 두 장정도 

문서를 ICANN 변호사가 제출해서, 우리가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

티자니 ALAC: 이사회가 sole designator 모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  

고무적이다. 우리는 관리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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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ina Fragkouli RIPE: 우리는 Multi-designator 모델을 제안했지만, 커뮤

니티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철회했다. 우리는 합의에 거의 왔다고 생각한

다. 우리 모두 이런 태도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말콤 허티 영국: 이사회가 구속력있는 IRP를 수용한다는 브루스의 설명은 

아주 긍정적이다. 싱글 멤버모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델과 상

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자문 위원회의 Public Safety WG>

Scope

- 최상위 신규 도메인에서 소비자 안전망 확보

- 레지스트라 계약 및 레지스트리

- Whois 정확성 제고

- 2013 RAA whois 정확성 스펙 검토

- Privacy proxy를 통한 소비자 보호

향후 과제

- 최상위 신규 도메인에서 경쟁, 소비자 선택, 소비자 신뢰 확보

- IP주소의 Whois 정확성

- 정부와 ICANN 이해관계자 outreach

Privacy Proxy (PP) 등록 이슈

- 상업 vs 비상업 이용자 구분

- PP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의무화

차세대 whois

- 소비자 권리 보호 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환경 조성 간 균형

[유럽의회] 유럽 의회도 멤버로서 참가하고 싶다. 관련 활동으로 이번 6월에 

ICANN과 인권에 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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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케이크, NCUC] 데이터 보호 그룹도 이 WG에 참여하길 바란다.

[세네갈 정부]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정부사람들이 야후, 지메일을 통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

는 일들이 많은데,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한편, 구글과 같이 글로벌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 에토스 상이 커뮤니티가 선정하는 상이라면,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ICANN Leadership상은 ICANN 직원들에 의해 선정되는 상.

APRALO 의장인 시라나쉬 (아르메니아)에게 수여됨.

□ 인터넷 이용자 자문 위원회 및 IANA 관리권 이양 관련 회의들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40 ~ 50 여 명 참석

    ※ 아태지역 참가국: 한국, 호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태평양, 사우디아라비아

(실제 영국 거주)   

o 인터넷 이용자 자문 위원회

- 인터넷 이용자 자문 위원회 정상회의   

o NCUC와 상무부 대화 (11:00 ~ 12:00)

- 우리 입장에서 이제까지 프로세스에 만족한다. 다만 관할권 변경 논의는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o 인터넷 소사이어티 CEO와 챕터 리더들과 만남 (15:00 ~ 14:00)

- Law Enforcement 기관들을 중심으로 whois 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간 커뮤니티 균형에 대한 합의 프로세스 논의  

□ 인터넷 이용자 자문위원회

< 인터넷 이용자 정상 회의 II 권고문 검토 >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약 30여개 국 30 여 명 참석  

o 매해 지역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와 펀딩 확보가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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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UC와 상무부 대화, 래리 스트리클링, 피오나 알렉산더 >

래리: 2주전 LA회의와 비교했을 때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력이 돋보이는 

더블린 회의. 날카롭게 이슈를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정관련, 올해 말까지 가능하면 내년 1월 중순까지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하다.

드레이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의 프로세스가 Multi stakeholder 프로세

스를 충족한다고 생각하냐?

래리: 그렇다. 아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만약 닷컴액트가 통과되면 의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 

보고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한편, 보고서 제출 후 30일 정도 의회에 시간을 

줘야 하는데, 우리도 의회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 icann 이사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즉 시간적으로 압박이 많을 것이다.

의회는 이양을 통해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

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가 더 큰 역할을 못하도록 정관변경을 원하는데 많

은 정부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미국 정부는 멤버쉽모델과 다른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호하는지 어떤 모

델이 capture에 취약한 지 분석을 안해서 아직 모른다. NTIA는 이양 후에

도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의회는 절대로 관할권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과는 별도

로 분쟁해결관련 관할귄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슈가 모델 논의와 관련있다고 보느냐?

만약 Public comment 중 합의가 필요가 있을 경우 상무부가 역할을 할 의

향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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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oecd를 통해서 도메인 whois 정보 공개와 udrp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간 협상과 트레이드 협상에서 나오는 것은) multi stakeholder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래리: 이건 cctld에 대한 것으로 cctld 는 icann과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

라고 알고 있다.

우리는 multistakeholder가 이상적 모델로서 브라질의 cgi 모델이 글로벌하

게 수용되길 바란다

< 인터넷 소사이어티 CEO와 챕터 리더들과 만남 >

ISOC 참석자: CEO 캐시 브라운, 샐리 원트위드, 테드 무니, 아이샤 하산, 그 외 4명

관계 참석자: ICANN 나이젤 힉슨, IETF 의장, IETF IANAPL WG의장, 미

국 비즈니스 베라이존, 미국 기업협회, 국방부 관계자 두 명, 지부관계자 

6명, CRISP팀 누리니 이즈미, APNIC 파블로 케니 황

처음으로 UN이 인터넷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도구로 인정했

다. 우리는 인터넷의 중요성 그 이상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터넷 SECURITY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본다. 우

려가 된다. 더 중요한 건 이 인터넷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의료, 교육 등

과 같이 관련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TRUST 신뢰

는 아주 중요하다.

ACESS CONNECTION DATA FLOW와 같은 이슈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는 지부들과 INTERCOMMUNITY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부로

부터 왜 우리가 WSIS에 대해 신경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순진한 반응이 

있었다.

MULTISTAKHOLDER관련 제네바 UN기구들은 전문적인 논의를 한다면,

뉴욕은 정치적 논의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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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인터넷을 개발의 도구로 보려고 한다. ICT관련 뉴욕은 지정학적 정

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현재 ISOC은 ECOSOC에 시민

사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올해 UNESCO는 고위급 회담의 형식으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등 

Connecting the Dots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ITU는 개발에 관련한 일들

을 하고, CSTD 는 전반적인 WSIS ACTION LINE 분석을 한 바 있다

10월 19일 뉴욕에서는 STAKEHOLDER DAY가 개최되었고, ISOC에서는 

콘스탄스, 라울, 도미니카 fellow가 참석했다. 모두 1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는 30% UN 미션으로 알려졌다.

10월 20일, 10월 21일 정부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GF에 

대한 논의, ENHANCED COOPERATION 논의, 많은 정부들이 EC를 정부 

역할 확대 요구의 근거로 쓰고 있다.

한편, 개도국 시민사회들이 국제 협약을 요구했으며, 심히 우려가 된다.

프랑스 브라질 TFM TECHNOLOGY Facility Mechanism이라는 것을 제안

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술이전과 같은 이슈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아직은 의문이다. (Private Talk: ISOC과는 상관 없지

만, 기술이전, 지적재산권과 같은 이슈들은 미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이

슈들이다.)

나이젤 힉슨: 어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일련의 시민사회로부터 2020년에 정상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들

었다. 걱정된다. SECURITY에 대한 국제조약을 하자는 건의도 있었다고 들

었다

베라이존: IGF 연장 관련 5년보다는 10년 이상의 연장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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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 ISOC 45개 지부가 올해 로칼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 것

으로 안다. 남미만 12개로 안다. 지속적으로 지부와 연계해서 행사를 강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IGF 메인 세션 WSIS 있을 것이다. 이번 IGF는 

WSIS 회의 바로 전이라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IGF에서도 멤버  

모임이 있을 것이다.

WSIS가 개최되는 12월 15일 16일에 참여하는 고위급들은 IANA 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우리 ICANN ISOC 는 그 때 무엇을 할 수 있

을 것인가? 그 때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발언할수 

는 없지만 참가는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아마 11월에 이틀정도 12월에 사

이드 이벤트로 이틀정도 더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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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Privacy and Proxy Services Accreditation Issues
(ICANN 54차 정례회의 PPSAI 워킹그룹 논의 내용)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O (워킹그룹 현황)

- 최초 보고서에 대한 public comments가 7.8.에 마감됨

- 150건의 온라인 조사 회신, 10,000여건의 온라인 청원, 250건의 개인의견, 11,000건

의 form-based 의견이 제출됨

- 워킹그룹은 더블린에서 사전 미팅을 가짐

- 2015년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

O 예비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public comments를 

반영하여 몇가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

O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온라인 금전 거래(상업적 거래)에 관련한 도메인에 

대하여 P/P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서에서 

어떠한 consensus도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제한이 권고되지 않을 예정.

- ‘Online financial activity’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규율하

기도 어려움

- 다만, 일부 WG 멤버가 상업적 거래 도메인에 대한 P/P서비스 제한을 계속 주장하

는 것으로 보임

O (On Escalation of Relay Requests) 서비스제공자는 요청전달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요청자의 같은 도메인에 대한 정보요청의 횟수를 합리적인 범

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는 제안된 바 없음

 - 최초 보고서에서 제안된 문구는 아래와 같음. 괄호부분은 최종 보고서에서 결정될 

예정

“As part of an escalation process, and when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concerning a persistent delivery failur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have been met, the provider [should] [must] upon request 

forward a further form of notice to its customer. A provider should have the 

discretion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forwarding such a request 

[and to charge a reasonable fee on a cost-recovery basis]. [Any such 

reasonable fee is to be borne by the customer and not the Requester]. A 

provider shall have the right to impose reasonable limits on the number of 

such requests made by the sam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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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EA(Law Enforcement Agency)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은 제안되지 않음

- 후이즈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는 상표권자 및 저작권자의 요청에 대한 프레임워크

임

- 법집행기관 등 다른 요청자에 대한 유사한 프레임워크는 제안되지 아니함

O 이번 더블린 사전 회의에서 P/P서비스의 정의, IP 권리자에 대한 공개 프레임워크, 

인가 취소 원칙을 확정함

O (향후 일정)

- 최종 보고서 발행전에 공식적인 consensus 요청이 수행될 것임

- GNSO Council이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투표

- 만약 채택되면 공개 의견수렴 기간(public comment period)이 진행되고 최종 보고

서가 ICANN 이사회에 제출됨

- WG 사이트의 기재를 보면, 최종 보고서(안)이 제안될 때,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때에도 public comment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함

O 미국정부가 최근 OECD회의, TPP협상에서 후이즈 정보의 공개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ICANN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EFF 활동가가 지적하였으나, WG는 정부의 주

권 내지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ICANN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