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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24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7.03.24(금) 16:00~18:00 장소 KISA 서초사무소

참석자

(총 18인)

- 위원: 13인

- 비위원 : 5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김경석

(부산대)*, 김국(서경대), 박기식(ETRI), 박지환(오픈넷),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이동만

(KAIST), 이민수(가비아),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참여)

- 비위원 : 이동기(부산대)*, 이정민(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채령, 김보영, 박신영(이상 KISA) (*온라인참여)

□ Action Items

o 워킹그룹 별 논의 타임라인 작성 요청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주소자원분과 신규 분과위원장 선출

 o 주소자원분과 새 임기 시작에 따른 신규 분과위원장 선출을 진행

- 임시사회 : 이동만(KAIST 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장

- 분과위원장 임기 : 2년 (‘17.3월~’19.2월)

- 선출 방식 : 추천제

 o 추천을 통해 윤복남 위원(법무법인한결 변호사)의 연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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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차 ICANN 정례회의 결과 공유

 o 시간 관계상 KISA를 제외한 결과보고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함

<KISA>

 o 일시 및 장소: ‘17.3.11.(토) ~ 3.16.(목), 덴마크 코펜하겐

 o 참석 규모: 약 2,000명 참석, 348개 세션 진행

 o IANA 민간이양 이후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면적으로 도메인 및 DNS 보안 등이 강조됨

 o IANA 이양 이후 ICANN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ICANN 정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관련 이슈 중에서도 GAC은 특히 ‘ICANN의 관할권’ 이슈를 강조

 o ICANN GAG(정무자문위원회)에서 ‘신규 gTLD 2단계에서 2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 및 ‘신규 gTLD로 3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가

논의되었음

 o GNSO는 4개 트랙으로 나누어 신규 gTLD 1라운드 검토 및 차기

라운드 준비를 진행 중

- (1)신청자 지원, 홍보 등 일반 신청 관련, (2)지역명, 영토명 포함한 

법률 및 규제 이슈, (3)분쟁 해결, 반대, 조기 경고 등 분쟁 해결 

절차, (4)기술 평가, 재정 평가 등 평가기준

 <이영음>

 o 보고서 중 ‘ccNSO 관련 이슈’ 부분만 추가적으로 발표

 o PDP Review Mechanism and Retirement Framework PDP 개시 

의결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음

- 금번 회의에서는 1개의 PDP를 2개의 WG에서 다루되, Retirement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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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 & KIGA 향후방향 워킹그룹 보고(박기식 의장)

 o PDP 관련 현재까지의 논의 및 활동 중간보고와 직전 WG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o 워킹그룹 소속 위원들이 온라인으로 각자 PDP 관련 의견을 제시

- 전응준 위원은 GNSO와 ccNSO PDP의 특징 및 의사결정절차를 

분석하여, KIGA PDP 개발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붙임 1] 문서 참고

o 직전 WG 회의에서는 ICANN PDP 기반의 KIGA 의사결정절차 개발

(안)을 작성 및 검토

- 기존 GNSO의 경우 13단계의 절차를 거치지만, KIGA의 경우 

GNSO PDP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PDP 중

가장 중요한 ‘공개의견수렴’에 중점을 두어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o KIGA 의사결정절차를 어떤 이슈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KISA에도 KIGA 의사결정절차를 시험해 볼 만한 이슈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o KIGA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의결된 KIGA 의견의 경우 필요시 

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 KIGA의 공식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KIGA PDP가 개발되면 KIGA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o 의사결정절차를 논의하는 PDP 워킹그룹이나, 실제 도메인 정책 

안건을 논의하는 등록정책 워킹그룹 등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서로의 연관성 및 타임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려움

- 각 워킹그룹 의장 및 KISA에 워킹그룹 별 · 준비 중인 안건 별 

타임라인 제출 요청

   ※ PDP 워킹그룹의 경우, KrIGF에서 세션 개회를 통해 KIGA의 PDP가 필요한 이유, 

공개의견수렴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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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ISA에서 준비 중인 안건 중 주소지 개방 이슈의 경우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숫자도메인 관련 계획안은 확정되면 공유 예정

- 주소지를 개방하는 경우 외국주소로 등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이 어려우며 분쟁 관련해서도 이슈 발생

□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김 국 의장)

 o 등록정책 관련하여 기술적 이슈와 운영상의 이슈로 분류하여 접근

하였으며, 크게 3가지로 이슈 구분 가능 ※ [붙임 2] 문서 참고

① 도메인 이름 구성요소 (숫자, 한자 등 포함)

② 유보어

③ 등록정책 (주소지 개방 등)

 o 숫자&한자도메인 확장과 관련된 ①번 이슈를 메인 주제로 먼저 

작업을 수행하고, ②③번 이슈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o 한자도메인 관련 논의 현황 공유

- 지난 2년간 한중일 한자최상위도메인 국제생성규칙 제정에 대해 

논의 진행(이체자 포함). 최근 ICANN에서 한글+한자가 혼용된 

도메인 사용 사례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위 논의는 한국 LGR에 기존 한글에서 한자로 확대하는 논의이며,

한글+한자가 혼용된 도메인은 상표권 사용 사례는 많을 것으로 사료됨 

o 워킹그룹에서 한자 도입 필요성을 포함한 도메인 이름 구성요소(숫자,

한자 등)를 주요 주제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

□ 차기 회의 일정

o 2017년 4월 28일(금) 14시~16시, KISA 서초사무소 인터넷주소센터

붙임 1. PDP & KIGA 향후방향 워킹그룹 보고

     2.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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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PDP & KIGA 향후방향 워킹그룹 보고

PDP 관련 현재까지의 논의 및 활동 중간 보고

작성: 2017. 3. 23. PDP&KIGA WG

■ 2017. 3. 24. 대면회의 결과

(이 부분은 구두 보고 예정)

■ PDP 관련 현재까지의 주요 논의 요약 

[박지환 위원, 2017/03/23]

- KIGA PDP 의결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결의 결과가 어떻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순히KIGA 정관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서 
  근거 법령의 개정까지 요구될 수 있음.

--- 
[박기식 위원, 2017/03/22]

Draft 의사결정절차 개발(안) 제안

--- 

[조진현 위원, 2017/03/21]

KIGA차원의 연례계획을 수립하고 중요EVENT별로LEAD TIME을 고민하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응준 위원, 2017/02/09]

○ Draft 의견 제출

- GNSO PDP 분석

- KIGA PDP 고려사항

- 참고: GNSO PDP 예시

☞ 상세내용 <별첨> 참조.

--- 
[김인숙 위원, 2017/02/10]

ICANN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국형 KIGA 의사결정절차를 개발,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 
[전응준 위원,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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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GA의 의사결정절차를 만드는 것이며, 만약KIGA의 의견을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 올

린다면 이러한PDP를 거쳐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음.

- ICANN PDP(특히GNSO PDP)를 참고하여 관련 ICANN bylaw를 좀 더 살펴보고 절차를 다

소 간략화할 것을 제안

--- 
[박기식 위원, 2017/02/08

○ PDP 관련 활동 목표 구체적 제안

- 현재I CANN에서 활용하고 있는 PDP절차를 우리나라의 인터넷거버넌스 및 KIGA의 의사결

정에 바람직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 및 보완을하여(Localization or 

Customization) 실제로 KIGA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KIGA의(PDP형)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함(KIGA 주소자원분과위의심의 안건 상정)

- 실제로(구체적으로) KIGA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그 절차를 시험 적용해 봄으로써 다양

한 그룹의 의견 수렴 등 보다 바람직한 의사결정절차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토록함.(주소

정책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 
[전응준 위원, 2017/01/20]

○ PDP 관련 개요 및 논의방향 제안

- KIGA의 현실에 부합하는 PDP 설정

- PDP를 구현할 수 있는 KIGA 웹사이트 형식을 고민

- KIGA 운영규정에 PDP 관련 규정을 도입

--- 
[박기식 위원, 2017/01/10]

PDP&KIGA WG 작업 일정 제안 및 의견 수렴

--- 
[박기식 위원, 2016/12/13]

PDP&KIGA WG 활동게획 작성 및 주소분과위 보고

<별첨>

- KIGA PDP 개발문서(2017. 2.22)

- ICANN PDP 기반의KIGA 의사결정절차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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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GA PDP 개발 문서(2017. 2.22) 

전응준

1. GNSO PDP 분석(ccNSO PDP도 유사함)

○ Issue Report 작성
- Issue Report 작성 요구권자
  • Council or Board, 기타 AC, SO, Regional Organization(ccNSO) 등
  • GNSO의 경우 ICANN staff manager가 Issue Report 작성
  • ccNSO의 경우 Issue manager가 Issue Report 작성 (Issue manager가 ICANN staff가 아닌 때에

는 ccNSO가 비용 부담)
- Preliminary Issue Report를 기초로 Public Comment를 받은 후 Final Issue Report 작성

○ Issue Report 채택 및 PDP의 개시
- Issue Report를 기초로 Council이 PDP를 시작할 것인지 의결함
- GNSO의 경우 각 House의 1/3 또는 하나의 House의 2/3의 찬성이 있을 때 PDP 개시
- ccNSO council의 경우 10명이상의 평의원의 찬성으로 PDP 개시

○ Working Group(GNSO), Task Force(ccNSO,필수적X)의 결성
- Initial Report 작성 후 public comment 기간
- public comment를 반영하여 Final Report 작성

○ Council 단위의 검토, 의결
- WG가 작성한 Final report를 대상으로 Recommendation 의결
- 수정, 보완하여 의결할 수 있음

○ ICANN Board 승인
- Public comment 수렴
- 일정 요건하에 해당 SO의 Recommendation을 거부할 수 있음
- 예컨대, GNSO의 supermajority 찬성인 경우 Board는 2/3의 반대가 없는 한 해당 제안을 승인하여야 

함
- GNSO의 supermajority 찬성이 아닌 경우 Board는 일반 다수결에 의해 해당 제안의 수용을 결정할 수 

있음
- 거부시 이유를 달아 해당 SO에게 Board Statement 전달
- SO와 Board의 견해 대립을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SO는 Supplemental Recommendation을 결정하고 

이를 다시 Board에 제출)
- Board의 승인이 없으면 policy는 실행되지 않음(Board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음)

* A "GNSO Supermajority" shall mean: (A) two-thirds (2/3) of the Council members of each 
House, or (B) three-fourths (3/4) of the Council members of one House and a majority of the 
Council members of the othe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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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GA PDP 고려사항

○ KIGA PDP의 의결 대상
- KIGA PDP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 PDP의 주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PDP 진행은 개별 분과(eg 주소분과)가 수행, 의결하고 PDP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운영위가 승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가?
- 운영위의 수정 내지 거부권의 발동 허용 여부
- 개별 분과의 의견과 운영위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합의절차

○ PDP를 진행하는 개별 분과의 scope의 문제
- ICANN 커뮤니티에는 각각의 역할 및 영역을 갖는 7개의 AC, SO가 존재하므로, ICANN general 

counsel이 제안된 PDP가 해당 커뮤니티의 scope 내에 있는지를 검토함
- KIGA 내에 여러 분과가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 PDP 개시의 요구권자 및 정족수
- 개별 분과가 스스로 제안할 수 있고, 운영위 기타 커뮤니티가 제안할 수 있음
- 이 경우 PDP 시작을 제안할 수 있는 정족수(threshold)를 정하여야 함
- PDP 시작 정족수는 PDP 승인 정족수보다 덜 엄격하여야 함(eg. 1/4)

○ PDP에 대한 해당 분과의 의결 정족수, 운영위의 승인 정족수 결정
- GNSO PDP의 경우 GNSO가 super majority(eg. 2/3)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는 Board의 수정/거부권

이 제한됨

○ Public Comment를 받아야 하는 시점 및 방식
- KIGA 상황에 맞게 횟수 및 방식을 정하여야 함
- KIGA 홈페이지나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
- GNSO의 경우 ICANN staff가 public comment를 정리함

○ KIGA PDP는 KIGA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 9 -

3. 참고 : GNSO PD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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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PDP 기반의 KIGA 의사결정절차 개발(안) 

작성: 2017.3.22. 박 기 식

■ 주요 단계 및 단계별로 검토되어야 할  이슈들 (비용, 인력, 기타 문제들등)

① 이슈 보고서 초안 작성 단계
- 누구의 요청으로 누가 작성?? 작성 요구권자와 실제 작성자 구체화 필요 
- 비용 발생 시 재원은 어떻게 조달??

② 보고서 초안 공개(Publication) 및 공중 의견 수렴
- 어떤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 KIGA 웹싸이트 활용??

③ 이슈 보고서 최종안 공개 단계

④ 의사결정절차 공식 개시 (c.f. Initiate PDP)
- 누가/어디서(위원회 등) 어떤 방식으로(의결 정족수 등) 결정??
 
⑤ 의사결정절차 추진을 위한 소그룹 구성 (c.f. WG, TF)

⑥ 다양한 Stakeholders 및 관련자들에게 의견 요청

⑦ 소그룹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수차례)

⑨ 소그룹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해당)위원회 결과물 채택

⑩ KIGA의 권고안 의결

⑪ 최종 공개 의견 수렴

⑫ KIGA 심의·의결

⑬ 시행/집행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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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

I.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위치 을 으로 비고

제4조(등
록 조건)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1안: 삭제
2안: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제한 무의미

3단계kr

신청시 별표1의 ...자격... 
(seoul등):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해당 지자체 산하 기초단
체, 산하 기관, 단체(지자
체 관리 하)

모호한 규정을 현실적이
고 안정적으로.

2 단 계 , 광
역지자체

세종시 빠짐 sejong

지자체 2글자 예약

1 seoul su
2 busan bs
3 daegu dg
4 incheon ic
5 gwangju gj
6 daejeon dj
7 ulsan us
8 gyeonggi gg
9 gangwon gw
10 chungbuk cb
11 chungnam cn
12 jeonbuk jb
13 jeonnam jn
14 gyeongbuk gb
15 gyeongnam gn
16 jeju jj

sejong sj

영문철자가 한글에 비해 
복잡함

seo.incheon.kr=인천 서
구
seongbuk.go.kr=서울 성
북구. seoul이라는 자치
단체명 빠짐. 이러면 경
남고성(goseong.go.kr )
과 강원고성
(gwgs.go.kr)이 혼동.
동구, 중구는 6곳, 서구, 
남구는 5곳. 북구 4곳
따라서 광역지자체+kr을 
기본으로 해야 함. 기존 
쓰는 것은 인정. (포워딩
하든지) 앞으로도 기초
단체 명칭이 중복될 가
능성 많음.

2단계kr

3자 이상 2자 이상 3단계kr과 일관성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
[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단, 숫자와 하이픈만
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한다.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
[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
자], 숫자[0-9], 한자, 하
이픈[-]의 조합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한국도메인 등록기준과 
일치시킴. 123.kr 화이
낫? 
3.항 때문에 하이픈만으
로는 불가능함(서술 간단
히) 西京.kr 화이낫? 실
제 쓰는건 별개문제

한 국 도 메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 12한sk.한국 같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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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
[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다만, 한
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
[A-Z][a-z], 숫자[0-9], 
한자, 하이픈[-]의 조합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 된다고?
123.한국, SK.한국, 西
京.한국 화이낫

정자체든, 약자든, 중국
한자든, 일본한자든, 비
주얼한 한자임. 문자이름
은 선출원주의일 뿐, 실
제 쓰는 것은 각 국가 
ime일 뿐이다.

9조(등록)

②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
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
지 않을 수 있다.

②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
한 최소한의 도메인이름
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
다.

효용성은 차이가 없지만, 
선언적인 어귀

제11조(등
록 말소)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
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
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
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
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심하다. 수수료납부
를 잊어서 도메인 말소
(타인에게 넘어감) 많음. 
학회 등 관리자 태만으
로.(이런곳 관리자는 전
임 아니고 자주 바뀜) 
abc.kr 쓰던걸 abc1.kr 
식 신규등록. 분쟁 소지
수수료 내면 소급..    

공통 언더바(_) 없음 언더바(_) 포함 언더바는 불가능한가?

일반(근본 
철학)

한글kr,
한국도메인의 2원화

한국도메인으로 일원화
한글kr 제도 삭제

한글kr은 한국도메인이 
없었을 때의 편법이었음.
이제 한국도메인이 있으
니 불필요. 
적절한 경과조치와 등록
인 구제절차로 일원화.
상품이 많다고 잘팔리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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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위치 을 으로 비고

제 4 조 
(go/...) (go/... 등록)

(go/kg/es/ms/hs/ac.k
r/mil.kr 및 광역지자체 
관련의 등록)
⑤ seoul, …, jeju 의 경
우, 해당 지자체 산하 기
초단체, 산하 기관, 단체
(지자체 관리 하)

광역지자체(seoul등) 신
청인 자격 모호하지 않게

[별표] : 
등 록 제 한 
도 메 인 이
름 목록

알파벳순 체계적(분류별) 알파벳순

o 2단계 
영문 kr도
메인

기초단체명, 예) 
changwonsi.kr 전부 전부 삭제

의미없음. 거추장스럽기
만 함. 창원시는 
changwonsi.kr를 사용
하지 않음.  
(changwon.go.kr임)
하지만, 렛잇비하고, 
changwon.gyeongnam.
kr 또는 
changwon.gn.kr을 유도

대다수 예) arpa.kr, 
rfid.kr 등 삭제

rfid.kr, northkorea.kr 
까지 금지가 무슨 이득인
가. 아는게 병

비속어들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 과잉하다.

o 3단계kr 0.ac.kr, a.ac.kr 등 없어도 됨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중 한글자목록
은 등록금지되어 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뭐 취지는 
문제없으니 그냥둬도..)

o 한글.kr 과잉, 예컨대 자전거.kr, 
잡화.kr, 항공.kr... 삭제 이런 예가 왜 금지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음

o한국도메
인

비속어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 과잉하다.

국가명 예) 네팔연방민주
공화국.한국, 네팔.한국 
등

(노코멘트) 이게 다 필요한가 싶음

국내 지자체 예) 울산광
역시.한국, 울산시.한국, 
울산.한국

예) 울산.한국 울산.한국으로 충분하지
만, 이왕의 것은 렛잇비

다수 예) 인터넷주소.한
국, 인터넷주소자원.한국 
등

다수 삭제 인터넷거버넌스.한국은? 
아는게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