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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22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7.1.20(금) 16:00~18:00 장소 KISA 서초사무소 11층

참석자

(총 14인)

- 위원: 9인

- 비위원 : 5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인숙(온라인)*, 박기식

(ETRI)*,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이영음(한국

방송통신대),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조진현(KISA),

한선영(건국대)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참여)

- 비위원 : 김예슬(KAIST), 박유리, 채령, 박신영, 김보영(이상 KISA)

□ Action Items
 

o 차기 주소자원분과 구성을 위해 사무국에 기존 위원 활동 지속 여부 

확인 요청(doodle 등 활용)

o PDP&KIGA 워킹그룹 관련하여 사무국에 기존 인터넷주소자원 

3개년 계획(2015~2017) 파일 공유 요청

□ 지난 회의록 검토

o 도메인 등록 정책 워킹그룹 논의 범위에 한자 도메인을 포함할 것

인지에 대해 위원 및 사무국 내 이해의 차이가 있어 금일 회의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

o 지난 회의에서 도메인 정책 관련 KISA에서 진행 예정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공유한바 있으며, 그 중 2단계 숫자 도메인 정책 도입 관련

해서는 KISA 내부에서 방향을 고민중임

□ 도메인 등록 정책 워킹그룹(WG)

o 도메인 등록 정책 워킹그룹 논의범위에 한자 도메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진행

- 국제적으로는 한국어언어패널(KGP)을 중심으로 한자도메인 이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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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확보를 위한 한중일 협의를 진행 중임. 도메인 네임 공간에

서의 영토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며, 국내에서도 한자 도메인

관련 정책 논의 필요

- 본 워킹그룹은 ’17년 과제 선정 당시 한자도메인 논의를 염두에 

두고 만든 워킹그룹이며, 본 워킹그룹에서 한자 도메인 관련 등록

정책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KIGA 및 KISA 내부에서 일반도메인(gTLD)에서 한자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관련 중요성 공감에

대한 작업이 필요

- 한자도메인 이슈는 국외에서 도메인이름 공간에서의 영토 확보 

차원에서는 긴박한 사안이나, 내부적으로는 정책 입안자가 국내 

상황과 연관시켰을 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논의 우선순위에 뒤

처지는 것으로 사료됨 

- 금번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본 워킹그룹에 한자 정책 포함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o 김국 위원님의 본 워킹그룹 의장 활동 의사 명료화 필요

- 워킹그룹 의장(김국 위원)에게 활동 활성화 요청(금번 활동보고 누락)

o 본 워킹그룹 멤버에 김경석 위원을 추천 

□ 정책개발절차(PDP) 워킹그룹(WG)

o PDP&KIGA WG 활동 1차보고 (박기식)

     * 붙임 문서 참고

- ICANN의 PDP를 KIGA 의사결정 절차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현재 정책의 문제 및 핵심 이슈 선정을 위해 사무국에 기존 3개년 

기본계획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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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이라는 명칭보다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단어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임

o KIGA에 인터넷주소 정책 수립 관련 역할(role)이 없으므로 정책

개발절차 수립에 규범력이 없다고 생각함

o 본 워킹그룹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공식화(formalize)

하자는 의도이며, 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개방되었으니 본 과정을 

통해 KIGA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제 정책으로 건의하기 위함임

o KIGA 운영위 산하 제도화 워킹그룹은 KIGA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워킹그룹의 인터넷주소 정책 수립 절차를 공식적

으로 만들이 위함임

- 정책문제 및 핵심 이슈 선정을 위해 기존 3개년 기본계획 활용 예정

- PDP 수립 과정을 차기 3개년 기본 계획에 과제에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사료됨. KISA에서 고민 필요

o 본 정책개발절차(PDP)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처럼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자는게 목표

이니 이를 충족하되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의사결정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후이즈 프라이버시 워킹그룹(WG)

o ICANN은 WHOIS(도메인등록정보) 서비스 대체 모델인 등록데이터

서비스(RDDS)를 개발하였으며, 일부 도메인(.com, .net, .jobs)은 

Thin→Thick 등록데이터 서비스(RDDS) 후이즈 정책으로 변경될 예정

    ※ Thin RDDS :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하며, 등록

대행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등록인 연락처 등)를 보유

    ※ Thick RDDS : 등록기관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등록인 연락처 등)를 보유

- 사이버 범죄 관련 WHOIS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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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OIS 프라이버시 WG의 뚜렷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며, 국외 

케이스 스터디와 국내 레벨에서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o 기존 .com, .net을 운영하는 베리사인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Thin WHOIS), Thick WHOIS로 정책을 바꾸는 

경우 등록기관이 모든 정보를 보유하게 됨

o 도메인 관련해서는 1)선점하는 사람이 도메인을 소유하게 되며, 2)

후이즈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이 있는데, 후이즈 정보 

공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는 이슈임 

- 등록인은 도메인 등록 시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음

o Thin RDDS, Thick RDDS, 사이버 범죄, 법집행기관이 어떻게 개인

정보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연구 필요함 

o 본 이슈는 정책 수립 워킹그룹 보다 스터디 및 토론회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됨

□ 차기 주소자원분과 위원 구성

o KIGA의 외연 확대(기존 위원 유지, 신규 위원 추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 해야함 

o 도메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KIGA에서 로컬 거버넌스 이슈를 발굴

해야함 

o 차기 회의 전까지 신규 위원 추천 요망. IX, ISP 등 산업계 분야 확대 필요

- 사무국에 기존 위원의 활동 지속 여부 조사 요청

□ 차기 회의 일정

o ‘17년 2월 24일(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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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PDP & KIGA WG 활동 1차 보고]

KIGA 주소자원분과: PDP&KIGA WG 활동 1차 보고

작성: 2017.1.20. PDP&KIGA WG

1. PDP&KIGA WG 활동 경과 및 계획

ü 2016.11.25: PDP&KIGA WG 구성 결정 및 위원 구성 (제20차 주소분과위원회)

ü 2016.12.16.~2017.1.19: PDP&KIGA WG 위원 보완 요청(제21차 주소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별 의견 정리(이 메일 discussion)

Ÿ PDP&KIGA WG 위원 추가: KISA 인터넷 주소센터 조진현 센터장

Ÿ 토론을 위한 KISA 측의 정보 제공: 3개년 기본 계획 및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 

수립 과정(김보영 선임) <별첨1> 참조.

Ÿ PDP 및 KIGA WG 방향 제안(전응준 위원) <별첨2> 참조.

Ÿ 각 위원별 의견 제시와 교류 추진

ü 2017.1.~2017.3.: 위원별 의견 제시 및 지속적 의견 교류(on-line, off-line meeting)

ü 2017.4.: PDP&KIGA 논의 결과 의견 수렴 및 WG 초안 도출

2. PDP&KIGA WG 잠재적 논의 이슈

ü 현재 ICANN에서 활용하고 있는 PDP(Policy Development Process, 정책개발절

차)를 주소 정책을 포함한 KIGA의 주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활용할 가치가 있

는가? *현재 ICANN의 PDP개요: https://icannwiki.com/PDP 참조.
ü (If yes,) ICANN의 PDP 절차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적절히 수정할 것인가? (향후 운영규정 등에 반영도 고려, “정책” vs. “의사결

정” 등)

ü 한국적 PDP 절차의 시험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이슈 선정 및 적용 시도 

ü 향후 KIGA의 활동 및 전략적 위상제고를 이끌 수 있는 정책문제 및 핵심 이슈 

선정 및  공감대 확산 *현재 3개년 계획 자료는??

3. WG 구성

이름 (가나다순) 소속 비고

김 인 숙 한국소비자원 경제학박사
박 기 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책학박사/컴퓨터공학박사
박 지 환 (사)오픈넷 변호사
전 응 준 유미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조 진 현 KISA 인터넷주소센터장

??? 미래부, 국회 정책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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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3개년 기본 계획 및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 수립 과정

○ 3개년 기본 계획

- 미래부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매3년마다'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함(기본계획 포함사항은 법 조항 참조)

- 수립절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3개년 계획 초안 마련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미래부 장관 승인-> 공표

○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 수립과정

- 도메인 등록기관, 소비자(등록인) 등의 정책요구 공론화 

: 국내외 환경 변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안) 작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 주무부처(미래부) 담당부서 승인 

: 정책 적합성 검토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미래부 장관 승인

-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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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PDP 및 KIGA 방향

2017. 1. 19. 전응준

1. PDP 규정

○ 목적

- KIGA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개방성을 제고함

○ 현재의 상황

- KIGA 홈페이지(www.kiga.or.kr)에 KIGA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소자원분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 각 게시물의 조회수는 200~300 번 정도임

- 현재 KIGA는 인터넷 분야에서 법률적으로 조직의 근거를 확보하거나 권한을 위임받

을 바 없으므로, 외부에 공개할 만한 토론결과 내지 결정이 많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자 TLD에 대한 한중일 GP의 합의사항을 일종의 PDP에 의해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할 만한 PDP

- ICANN의 각 커뮤니티의 PDP를 참고할 수 있고, 특히 GNSO PDP가 유용할 것으로 

보임

- GNSO PDP URL

• 개괄적 설명 https://gnso.icann.org/en/node/31379/

• ICANN bylaw Annex A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overnance/bylaws-en/#ann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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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작성 후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워킹그룹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GNSO

평의회 및 ICANN 이사회에서 채택하는 구조임.

- 각 단계에서 수차례 public comment를 받음

- implementation 진입 단계에서 다시 Implementation Review Team(IRT)를 만듬

- 리포트 작성 단계에서 ICANN staff의 지원을 받음

○ 논의 방향

- KIGA의 현실에 부합하는 PDP 설정

- PDP를 구현할 수 있는 KIGA 웹사이트 형식을 고민

- KIGA 운영규정에 PDP 관련 규정을 도입

2.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

○ 목적

- 민간 영역, 시민 사회의 참여를 증진

- 특히 도메인이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듬

○ 제안 리스트

- 인터넷주소법상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

- KIGA의 법률적 근거 및 재정 확보

- 인터넷주소법 차원에서 사이버범죄, 온라인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 최근 세계 각국이 사이버 범죄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인터넷이 파편화

(fragmentation)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대응조치로서 행정처분 성격의 접속

차단을 활용하고 있는데(망법 제44조의7 제3항, 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1항), 인터넷

주소법에서 정한 대심적 구조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것

을 고려

• 행정청의 일방적인 접속차단 조치는 인터넷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접속차

단을 하더라도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