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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28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7.07.13(목) 16:30~18:00 장소 KISA 서초사무소

참석자

(총 16인)

- 위원: 14인

- 비위원 : 2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강경란(아주대),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김경석(부산대)*, 김예슬(KAIST), 박기식(ETRI),

박지환(오픈넷), 신중현(한국도메인호스팅협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이동만(KAIST),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참여)

- 비위원: 김인숙(한국소비자원), 김보영(KISA)

□ ICANN 결과 보고 

o 결과보고서 참고

□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강경란 의장)

 < 워킹그룹 보고 >

o 워킹그룹 논의 사항을 주제로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인터넷주소자원 개방 정책’ 워크숍을 제안

- 총 4가지 주제에 관하여 8월까지 워킹그룹 내 컨센서스를 수렴하고,

KrIGF에서 이슈 제기 및 공개 의견수렴 진행 예정

① 한자가 혼용된 도메인 이름 허용

② 숫자로만 구성된 도메인 이름 허용

③ 해외 주소지 개방

④ 예약어/유보어 개방

o 해외 주소지 허용 정책에 대해 워킹그룹 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워킹그룹 위원들의 찬반 논거와 분과 논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 

활동을 문서로 정리함     ※ [붙임 2]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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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찬성 논거

① 외국의 유사 사례와 비교

② .kr 도메인의 국내 신규 가입자 감소에 따른 해외 수요 유치

- 주요 반대 논거

① 해외에서의 불법적 사용 및 관리의 어려움

② 국가의 공공재로서 .kr 도메인의 가치

 < 세부 논의 >

 o (2017 KrIGF 워크숍 제안 관련)

-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김경석 교수님의 한자

도메인 관련 워크숍과 통합하고 ‘60분→90분’ 진행으로 변경됨

- 워크숍 주제가 너무 광범위함. 워킹그룹 내부 회의를 통해 4가지 

주제 중 중요도 높은 주제를 선정하였으면 함

▸ 본 세션은 결론 도출 보다는 이슈 제기가 목적이므로 4가지 이슈

모두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 (신중현) KrIGF 세션에서 업계 대표로 해외 주소지 개방 관련 

발표를 요청받아 도메인 등록대행자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업계는 

관심이 없는 상황임

▸ (이동만) 신규 gTLD 확장 시기에 맞춰 국내 도메인 사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반면, 도메인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측면 역시 포럼에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o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 주소지는 거소를 의미하며,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주소지를 갖기 어려움

▸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도메인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후이즈 정보가 실제 등록인의 정보와 상이하기 

때문에 인터폴에서는 도메인 추적 시 실제 추적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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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해외주소지를 허용할 경우, 분쟁 발생시 관할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고려 필요

- 해외주소지 허용 관련 제한요소(한국과 관련된 사업 증빙 등) 없이 개방할

경우 .tv처럼 되어버릴 수 있음. 더 이상 국가도메인으로서 한국의 

공공재가 아니게 될까 우려되는 점이 있음

▸ 해외주소지를 허용해도 관리는 여전히 KRNIC이 수행해야 하며,

등록 범위만 넓힐 뿐 공공재로서 가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

▸ 도메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주소지를 의무화 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을 경우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 국내 도메인 시장은 수요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됨. 신규 gTLD

확장 시기에 국내 등록대행자들도 해외로 영역을 넓힐 기회라고 

생각 됨

- 주소지 개방 시 수요 예상치를 고민해 보았으나, 도메인 업계 

에서는 주소지 개방을 포함한 도메인 이슈에 큰 관심이 없으며,

업체 규모가 영세하여 주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존재함

-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 필요

   ※ 관리 및 추적의 어려움, 블라인드 서비스 및 에이전트 명의 등록 관련 이슈 등

 < Next Step >

 o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 리스트를 정리하여 KrIGF에서 

활용 예정

- 주소자원분과와 워킹그룹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했음을 보여

주고, 공개의견수렴 진행 예정

o 워킹그룹에 해외주소지 허용 필요성 관련 논거 보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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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 & KIGA 향후방향 워킹그룹 보고(전응준 의장)

 < 워킹그룹 보고 >

 o KIGA PDP의 기본 절차는 총 4가지로 구성

① 이슈 제기

② 이슈 채택, PDP 개시

③ WG 결성

④ WG 보고서 채택, 수정 권고

 o 단계별로 다양한 정족수를 구성하고 싶었으나, 일단은 과반수 찬성

으로 통일하였음. 추후 논의를 통해 변경 필요

 o PDP와 KIGA 운영규정이 일치해야 하는데, KIGA에는 정족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당 부분 논의가 필요

 o Public Comment를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필요

 < 관련 논의 >

 o KIGA는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할 뿐이며 과반수로 결정되는 체제는

아님. PDP에서 세부 정족수를 지정하는 것은 KIGA 방향성과 다소

어긋날 수 있음

-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투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족수 보완이 필요함

o PDP의 핵심은 Public Comment라고 생각됨. 무엇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코멘트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고민되어야 함

- PDP 수립의 목적 중 하나는 KIGA에서 대외적으로 의견을 제안

할 때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 KIGA가 오픈되어 진행되는데 비하여 엄격한 PDP를 갖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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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CANN은 워킹그룹 구성 기반이지만, KIGA는 제안서를 통해 좀 더 

간략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진행 예정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박지환 의장)

 o 워킹그룹 의장과 위원이 2가지 주소자원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

였으며,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 및 과제 논의 진행

- (1안) 인터넷주소정책 관련 의사결정을 민간에 대폭 이양. 기존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 결정 및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

회로 격상 및 개정 

- (2안) 심의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 추가 및 실무위원회-심의위원회

연계 강화 

 o 의원 입법이라 하더라도 정부와의 합의 도출 및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어려

움이 있음

- 향후 워킹그룹에서는 이해당사자 설득을 위해 개정안 자체보다는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예정

① 해외사례 정리 및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에 대해 명확히 정의

하고 민간과 공공 간의 밸런스에 대한 논의 예정

▸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사례 스터디 예정

②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내사례 조사 및 분석

▸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례 조사 필요

▸ 현재 조사된 국내사례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게임물등급

위원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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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회의 일정

o 2017년 8월 17일(목), 15:00~16:20

     ※ 13:00~14:50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회의

        16:30~18:00 : 운영위원회 회의

붙임 1.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 한국 IGF 2017 워크숍 제안서

     2.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논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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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 한국 IGF 2017 워크숍 제안서

한국 IGF 2017 워크샵 제안서

1. 제안자(단체) 관련정보
1) 신청 단체: 한국다자간인터넷협의회 주소자원분과위원회
2) 실무 연락처: 강경란 (아주대학교 교수, korykang@ajou.ac.kr,  010-9831-3004)

2. 워크샵 관련 정보
1) 워크샵 제목
- “인터넷 주소 자원 개방 정책”

2)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다자간인터넷협의회 (KIGA) 산하의 주소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주소 자원 관련 정책을 논의하
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주소자원분과위원회 내에서는 기존에 도메인 이름 관련해서 닫혀 있던 정책에
서 개방하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소 자원 특히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가버넌
스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므로, 그동안 주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한국 IGF에 다양한 의견
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한자가 혼용된 도메인 이름 허용
- 숫자로만 구성된 도메인 이름 허용
- 해외 주소지 개방
- 예약어/유보어 개방 

3) 워크샵 소요 시간 : 60분

4) 패널
- 사회자 : 강경란 (주소분과위원회 도메인등록정책WG 의장, 아주대학교 교수)
- 발제자 : 김경석 (한자가 혼용된 도메인 이름 허용, 부산대학교 교수)
          조진현 (숫자로만 구성된 도메인 이름 허용, 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센터장)
          김국 (예약어/유보어 개방, 서경대학교 교수)
          신중현* (해외 주소지 개방,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장) - 미정
- 운영 방식: 발제자들이 주제 당 10분 이내 발표 후 참석자들과의 Q&A 진행 예정
          
5) 기타 워크샵 진행을 위한 요청사항
- 워크샵 참석자 외에 전체 KrIGF 참가자 대상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정책 관련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생성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세션과 발표자가 중복되므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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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논의(안)
2017.7.11.

도메인등록정책WG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논의(안)

1. 개요
-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kr/.한국 신청자/등록자 주소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개정하는 방안

2.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논거

의견 근거 반대 근거

찬성

- 일본, 싱가폴, 태국, 영국, 프랑스, EU, 이탈리
아,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서 해외주소지의 등록이 제한함

- 그러나, 제한 정책을 강하게 적용치 않음 
(admin 컨택만 적용, 제한 정책은 있으니 유명
무실 등)

- kr 도메인의 국내 수요는 이미 정점에 다다랐
고, 최근 등록추이를 보면 신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총 등록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수요를 주소
지 제한 정책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하여 kr 도메인 활성화할 필요 있음

반대

- 해외의 불법적인 사용과 그에 따른 관리가 어려
울 것이다

- 국내에는 kr도메인 이외에 다양한 
gTLD, ccTLD가 유통/운영되고 있
고, 이 도메인들로 발생하는 각종 불
법적인 케이스들을 잘 처리하고 있음

- 국가도메인을 국가의 공공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재화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인
주법이나 준칙, 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논의 관련 추가 활동 제안
1) 기존에 국내 주소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kr/.한국 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례 조사
2) 해외주소지 개방의 범위 정의 필요
- 임의의 등록자에 대해 개방할 것인지 해외 주소지를 개방하는 예외 상황을 정의할 것인지 결정 필요
3) 해외 개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 필요
- 구체적인 계약 내용
- 불법악용사례 처리 방법
- 해외 주소지관련 분쟁이 발생한 구체 사례나 연간 통계 
4) 해외 주소지 확인 여부 및 확인 방법에 대한 논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중략)
제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제4조(등록 조건)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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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r/.한국 도메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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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 사례 조사
1. 일본 (https://jprs.co.jp/en/regist.html)

Q1: Can a non-Japanese corporation register a JP domain name?
A1: Companies or individuals that have a permanent postal address in Japan are eligible for registration of 
2nd level, i.e., General-use JP Domain Name. 3rd level name under CO.JP may be applied by the 
companies incorporated with official registration in Japan. Non-Japanese corporations registered in Japan as 
"Gaikoku Kaisha (Foreign Company)" may also apply for a CO.JP domain name.
Q2: How can our company register a CO.JP domain name?
A2: Registrant of a CO.JP name must be a corporation registered under the laws of Japan. Non-Japanese 
corporations registered in Japan as "Gaikoku Kaisha (Foreign Company)" may also apply for a CO.JP 
domain name. CO.JP domain name may be registered through JP Registrar. Please consult with them for 
details. The list of the Registrars is found at:
Q3: How can I register a 2nd-level, General-use JP Domain Name?
A3: Any individual, group or organization having a permanent postal address in Japan is eligible for 
registration of General-use JP Domain Name. Please consult a JP Registrar for details. You can find out 
your JP Registrar from the list at the following URL:

2. 싱가포르 (https://www.sgnic.sg/sg-categories-rules.html)

sg: This category is available to all persons. A foreign applicant must appoint and duly authorise a local 
agent as its administrative contact. The administrative contact must furnish a valid Singapore postal address 
for SGNIC's records.

3. 영국 (https://www.nominet.uk/resources/policy/policies-rules/)

7. SLD registrations (NOTE RESERVATION RIGHTS APPLY TO CERTAIN HOLDERS OF THIRD 
LEVEL REGISTRATIONS UNTIL 10 JUNE 2019)
In order to register a new Domain Name as a SLD within .uk, the following requirements apply:
- Any person may register a SLD within .uk
- Where a registrant address is not within the United Kingdom, a UK address for service must also be 
supplied
- PO Box addresses (or equivalent services) are not permitted
- The sale of third level registrations to unrelated third parties is not permitted

4. 캐나다 (https://cira.ca/policies-0)
2. Canadian Presence Requirements. 
On and after November 8, 2000 only the follow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ll be permitted to apply to 
CIRA (through a CIRA certified registrar) for the registration of, and to hold and maintain the registration 
of, a .ca domain name:
a) Canadian citizen. A Canadian citizen of the age of majority under the laws of the province or territory 

in Canada in which he or she resides or last resided; 
b) Permanent resident. A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Canada) S.C. 2001, c. 27,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as 
defined below) and of the age of majority under the laws of the province or territory in Canada in 
which he or she resides or last resided;(amended June 5, 2003)

c) Legal representative. An executor, administrator or other legal representative of a Person listed in 
paragraph (a) and (b) above;

d) Corporation. A corporation under the laws of Canada or any province or territory of Canada; 
e) Trust. A trust established and subsisting under the laws of a province or territory of Canada, more than 

66.6% of whose trustees meet one of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s (a) to (d) above;
f) Partnership. (생략)
i) Political party. (생략)
j) Educational institution. (생략)
k) Library, Archive or Museum. (생략)
l) Hospital.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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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http://web.neustar.biz/registrars/fcfs/registrar_info_packet.pdf)

6. 오스트레일리아 (https://www.domainregistration.com.au/domains/tips/)

m) Her Majesty the Queen. (생략)
n) Indian band. (생략)
o) Aboriginal Peoples. (생략)
p) Government. (생략)
q) Trade-mark registered in Canada.  (생략)
r) Official marks. (생략)

2 U.S. Nexus Requirement 
Prospective Registrants in the .US ccTLD must certify that they fall in one of three U.S. Nexus categories 
by demonstrating real and substantial lawful contacts with, or lawful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at only thos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a 
substantive lawful connection to the United States are permitted to register for .US ccTLD domain names. 
(생략)

Nexus Category 3 
“A foreign entity or organization that has a bona fide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any of 
its possessions or territories. 

• Applicant must state country of citizenship. 
• Applicant must also (1) regularly engage in lawful activities (sales of goods or services or other 

business, commercial or non-commercial including 
not-for-profit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or (2) maintain an office or other property within the 

United States.“

∎.com.au and/or .net.au 
A .com.au name is the Point Piper of Australian website address real estate for businesses. It has the best 
level of awareness and trust in Australian online shoppers.

To be eligible to register com.au or a net.au domain name, registrants must be:
•an Australian registered company; or
•trading under a registered business name in any Australian State or Territory; or 
•an Australian partnership or sole trader; or
•a foreign company licensed to trade in Australia; or
•an owner of an Australian Registered Trade Mark; or
•an applicant for an Australian Registered Trade Mark; or
•an association incorporated in any Australian State or Territory; or
•an Australian commercial statutory body. 

∎.org.au and/or .asn.au 
Domain registration available to "non-commercial organisations" only. 
To be eligible for a org.au or .asn.au name, the registrant must be; 
•an Australian incorporated association
•an Australian political party
•an Australian Trade Union or organisation under Workplace Relations Act 1966 
•an Australian sporting or special interest club.

∎.id.au
To be eligible for an id.au domain name, registrants are required to be: 
•an Australian citizen; or
•an Australian 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