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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30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7.10.25(금) 15:00~16:30 장소 KISA 서초사무소

참석자

(총 10인)

- 위원: 9인

- 사무국 : 1인

- 위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강경란(아주대), 김예슬(KAIST),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사무국: 김보영(KISA)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KrIGF 개최 결과보고

o (2017 KrIGF 개최 결과보고서)

- 전반적인 행사 개요와 서포터즈가 작성한 워크숍 보고서로 구성됨

- 재정 사용, 사진 및 설문조사 결과, 금일 KrIGF 평가 내용을 추가 예정

o (National IGF Proposal 제출 논의)

- KrIGF 결과 보고서(영문)를 National IGF에 제출하여 한국의 공식 IGF로

인정받고자 함

o (KrIGF 평가내용 요약)

- 전반적으로 진행과 운영이 매끄러웠으며, 지난해보다 참석자가 증가한 

편이나 여전히 홍보는 부족했음

- 워크숍을 토론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워크숍 진행 

포맷을 실험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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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와 패널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토론

이 진행되어야 함

- 대중에게 KrIGF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세미나 마련,

KrSIG와 연계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KrIGF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메일링리스트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할 예정

□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강경란 의장)

 <워킹그룹 보고>

o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논의)

- 지난 회의 이후 추가 논의된 사항은 없으며, 제시되었던 의견을 

취합 및 정리하였음    ※ [붙임 1] 문서 참고

- 해외 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쟁점 5가지 위주로 의견을 정리

① 허용의 범위

② 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

③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

④ 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

⑤ 도메인 등록 절차의 재구성 및 추가 인력 필요

-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쟁점별 증빙 자료, 공증 가능 

여부, 신뢰도 확인, 시장 수요 등 다방면의 조사가 필요함

- 해당 작업은 워킹그룹 차원이 아닌 용역이나 위탁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워킹그룹 내부 논의는 보고서로 마무리하고자 함

o (예약어 개방 정책 논의)

-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가하여 논의(안)을 작성하였음

※ [붙임 2] 문서 참고

-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약어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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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유효성 판정 작업과, 정책 담당자의 참여가 필요

- 정책 담당자의 참여 없이는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마무리하고자 함

 <세부 논의>

 o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논의)

- 주소지 개방에 대한 해외 사례, 국내에서 느끼는 우려사항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 필요

  - 정책 필요성 여부가 미약함. 향후 정책 담당자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책 필요성이 구체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해외 사례 조사 등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정책 필요성 여부도 구체화 가능

- GDPR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해외 주소지가 개방되어서 유럽인들이

국내 도메인 업체에 등록하게 되었을 때, 관련 비용과 요구사항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o (예약어 개방 정책 관련)

- 예약어 개방에 대한 정책 담당자 혹은 시행자, 등록인의 구체적 

니즈가 없는 상황에서 워킹그룹 차원의 추가 논의가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워킹그룹 보고서 마무리

 o (결론)

-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논의 모두 워킹그룹 차원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로 마무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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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오병일 위원)

 <워킹그룹 보고>

o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된 2가지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KrIGF 워크숍 진행하여 공개적 검토 절차를 거쳤음

① 1안 : 인터넷주소정책 관련 의사결정을 민간에 대폭 이양

② 2안 : 심의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 추가 및 심의위원회와 연계

o 1안은 근본적인 해결에, 2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KrIGF 워크숍에서 1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도출되었음

- 2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근본적인 법 개정의 방향성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안은 추후 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거나,

혹은 두 가지 개정(안)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o 워킹그룹에서는 최종 개정(안)으로 1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입법 

추진을 위하여 주소자원분과 내 의결을 요청함

 <세부 논의>

 o 개정(안)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KrIGF 워크숍을 통해 이미 첫 활동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식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소자원분과 혹은 운영위원회 차원의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함

- 의결이 될 경우 입법 추진을 위한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결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o 인터넷정보센터의 재단법인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4번 항목은 

단일 의견으로 모이지 않은 의견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 [붙임 4] 문서 참고

 o 1안을 공식 개정(안)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소자원분과 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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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연기되었음

- 금일 회의에 참석한 분과 위원은 총 9명이며, 8명 찬성하였고 1명 

기권하였음

- 차기 주소자원분과 회의에서 해당 논의 관련 의결을 재진행하고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 예정

□ 차기 회의 일정

o 2017. 11. 24(금), 16시~18시

붙임 1.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논의

2. 예약어 개방 정책 논의(안)

3. 도메인 등록 정책 관련 KrIGF 설문조사 결과 정리

4. 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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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논의
2017.9.27

도메인등록정책WG

해외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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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필요성
1)  .kr/.한국 도메인 산업 활성화
 - .kr/.한국 의 최근 등록추이를 보면 신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총 등록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수요를 주소지 제한 정책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kr 도메인 활성화할 필요 있음

2) 해외 법인과 개인 간의 .kr/.한국 도메인 등록 형평성 해결
 - 개인은 비교적 국내 주소지 확보가 용이하나, 법인은 국내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 .kr/.한국 에 도메인 

등록이 어려움
 - 해외주소지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법인들의 국내 도메인 등록 기회 개방
3) 문제 발생 시 등록자 주소 추적 방법 확보
- 현재 국내 대행업체 주소를 사용해서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례의 경우, 대행업체가 주소지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주소를 추적할 수 없음
- 공개적으로 해외 주소지를 등록하게 허용할 경우, 등록자 주소 추적이 더 용이해짐

3. 해외 주소지 허용 정책 관련 쟁점
1) 허용의 범위
- [의견1] 임의의 개인이나 법인이 .kr/.한국 하에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 
- [의견2] 임의 등록을 허용하면, ccTLD로서의 특성이 희석되므로 한국에서 business 등 관련된 활동을 하

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허용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 및 기준 
확립 필요).

2) 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
- [의견1] 주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된 국가에서 공증된 주소만 허용함 (해외 모든 국가에서 주

소에 대한 공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증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 필요).
- [의견2] 연락처를 우편 주소에서 email로 변경하여 가입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연락의 신속성

을 보장함

3)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 
- [의견1] .kr 혹은 .한국 하에 등록된 이름이므로,⌜도메인이름관리준칙⌟, ⌜도메인이름관리세칙⌟ 등 국

내 도메인 이름 관련 정책이 집행되는 것으로 등록 시에 명시하여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중략)
제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제4조(등록 조건)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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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1] 해외 주소 입력을 위한 화면 추가 개발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이로 인한 도메인 등록 건수 확
대에 대한 기대가 낮음

- [의견2] 한류 확산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요 예측을 위한 조
사는 별도 실시 필요). 

5) 도메인 등록 절차의 재구성 및 추가 인력 필요
- [의견1] 도메인 등록 시 해외 주소지인 자와 국내 주소지인 자에 대한 처리 기능이 분리되어야 하고, 해

외주소지인 경우에 한해, 해외 주소지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외에도 등록 범위에 따라 등록 자격 여부
를 확인하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임.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는 경우, 임의의 자료를 upload한 것
인지, 형식에 맞는 자료를 upload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할 것임. 

부록 1. KrIGF 2017 설문조사 결과
1)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14건의 응답 중 반대하는 의견이 9건(64%)으로 나타남
2) 해외 주소지 개방을 위해, 중복 응답을 허용할 때,
  - 이메일 등의 대안적인 연락 방법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6건
  - 해외 주소지 공증이 7건
  - 주소지가 허위일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의견이 6건임
3) 해외 주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국내에서 business를 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8건 (57%)임
4) 개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5건의 응답이 있었음. 특히, 무제한적 개방 시 유사 

도메인을 이용한 불법 사이트 운영이나 도메인 선점 판매 사업자가 늘어날 우려가 제안되었으며, 내국인
(국내주소)과 해외주소지를 가진 자와의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부록 2. 해외 ccTLD 사례
1) 일본 (https://jprs.co.jp/en/regist.html)
- “Non-Japanese corporations registered in Japan as "Gaikoku Kaisha (Foreign Company)" may also apply for 
a CO.JP domain name.”
2) 미국 (http://web.neustar.biz/registrars/fcfs/registrar_info_pack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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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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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국 (https://www.nominet.uk/resources/policy/policies-rules/)
“Where a registrant address is not within the United Kingdom, a UK address for service must also be supplied”
4) 호주  (https://www.domainregistration.com.au/domains/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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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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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예약어 개방 정책 논의(안)
2017.9.27

도메인등록정책WG

예약어 개방 정책 논의 (안)

1. 예약어
1) 아래와 같은 상황들 중 하나가 예상되는 글자조합에 대해 예약어로 설정하고 일반인의 등록을 불허함 
  - 사이버스쿼팅의 대상이 되어서 타인의 선량한 사용을 방해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 공공자원인 도메인이름으로 사용 가능 
  - 반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
2) ⌜도메인이름관리세칙⌟ 내에 구체적인 목록이 명시됨

2. 예약어 현황
구분 예약어 근거

2단계 영문 도메인
(967개)

영문 두 글자 이하로 구성된 문자열
(702개)

- 2글자 단어들은 공공도메인으로 활
용될 가능성이 높음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열
[주: 개방 예정]

-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숫자
와 하이픈으로만 구성된 문자열 금지

비속어의 영어 표현 (12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의무

기존 2단계 공공 도메인 (12개) - 기존 2단계 공공도메인 보호

지역명을 영어로 표기한 사례 (191개) -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 전용
기존 등록된 gTLD (39개) - 도메인 사용의 혼란 방지
남북한 국가명 표기 (11개) - 정부에서 활용 가능

3단계 영문 도메인
(491개)

비속어의 영어 표현 (12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의무

숫자 한 글자, 영어 알파벳 한 글자 
(36개)

-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2글자 
이상 문자열만 허용 

.pe.kr 의 경우 성씨를 영어로 표기한 사례 
(397개)

- 성씨를 특정 개인에게만 등록을 허
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예약어로 설정

- 성씨 영어 표기는 RFC-KR-119 참고

‘청와대’ 영어 표기 (56개) - 국가 주요 기관이므로 보호

한글.kr
(11,984개)

한 글자 단어 전체 (11,172개)
- 자원의 희귀성을 고려해 유보

[참고자료: 인터넷주소정책포럼, “.한
국 도메인 이름 등록 정책 제안(안), 
2010.11.19.]

보통 명사 (765개)
- RFC-KR-144 ‘한글도메인 이름을 

위한 유보어’ 근거
- 공공도메인 활용 가능한 보통명사

비속어 (43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의무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 (4개) - KRNIC 수요를 위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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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어의 개방 정책 방향 
1) 개방 목적
-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 확대
- 도메인 등록 수요 증진 
2) 개방 범위
-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2단계 영문 도메인은 개방 예정 
- 예약어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개방 
  (예) 성씨 영문 표기에 대해,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기부턴 개방 → 총 397개 중 259개 
  
4. 개방 정책 쟁점
1) 개방 후에는 예약어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2) “규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일부 유보어를 개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3) 예약어 개방으로 예상되는 추가 도메인 등록 건수는 최대 14,000여 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1% 이내

로 도메인 등록 수요 증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음 
4) 예약어 확보 근거의 유효 여부를 판정할 방법이 불분명함
- 지역명 혹은 기관명의 경우 해당 기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야 하는가
- 보통명사 중 공공도메인으로서의 수요가 없음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부록 1: KrIGF 2017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14명 중 10명(71%)이 예약어 및 유보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2) 예약어나 유보어를 인지하고 있던 배경은 직접적인 등록 경험보다는 도메인 등록 정책 관련해서 알게 

된 것임
3) 기존 예약어와 유보어 중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 제안은 아래 그래프와 같음

   

4) 예약어/유보어 개방 정책 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 비속어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 혐오표현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 성씨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한 글자 우리글은 희소성은 있으나 공공성은 크게 낮으므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유보어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부록 2: ⌜도메인이름관리세칙⌟ 내에 기록된 예약어 내역  

구분 예약어 근거

한국 도메인
(569개)

자살,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단어 
(97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의무

국가명, 지역명 (460개) -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 전용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 (12개) - KRNIC 수요를 위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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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 영문도메인
1) 영문 두 글자 이하로 구성된 문자열 
2)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열
3) 기존 공공 도메인: ac, co, es, go, hs, kg, ms, ne, or, pe, re, sc
4) 남북한 국가명 표기: 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republic-of-korea, 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rok, southkorea, dprk, northkorea, south-korea, 
north-korea, republicofkorea

5) 국내 지역명 로마자 표기: 
andongsi gimjesi jangheunggun siheungsi
ansansi gimposi jangseonggun sinangun

anseongsi gochanggun jangsugun sokchosi
anyangsi goesangun jecheonsi sunchanggun

asansi goheunggun jeju suncheonsi
boeungun gokseonggun Jejusi suwonsi

bonghwagun gongjusi jeonbuk taeangun
boryeongsi goryeonggun jeongeupsi taebaeksi
boseonggun goseonggun jeongseongun tongyeongsi

buangun goyangsi jeonjusi uijeongbusi
bucheonsi gumisi jeonnam uiryeonggun
bukjejugun gunposi jeungpyeonggun uiseonggun

busan gunsansi jinangun uiwangsi
buyeogun gunwigun jincheongun uljingun

changnyeonggun gurisi jindogun uljugun
changwonsi guryegun jinhaesi ulleunggun
cheonansi gwacheonsi jinjusi ulsan

cheongdogun gwangju masansi wandogun
cheongjusi gwangjusi miryangsi wanjugun

cheongsonggun gwangmyeongsi mokposi wonjusi
cheongwongun gwangyangsi muangun yanggangdo
cheongyanggun gyeongbuk mujugun yanggugun
cheorwongun gyeonggi mungyeongsi yangjusi
chilgokgun gyeongjusi najusi yangpyeonggun
chuncheonsi gyeongnam namhaegun yangsansi

chungbuk gyeongsansi namjejugun yangyanggun
chungjusi gyeryongsi namwonsi yecheongun
chungnam hadonggun namyangjusi yeojugun

daegu haenamgun nonsansi yeoncheongun
daejeon hamangun okcheongun yeongamgun

dalseonggun hamgyeongbukdo ongjingun yeongcheonsi
damyanggun hamgyeongnamdo osansi yeongdeokgun
dangjingun hampyeonggun pajusi yeongdonggun
danyanggun hamyanggun pocheonsi yeonggwanggun

dongducheonsi hanamsi pohangsi yeongigun
donghaesi hapcheongun pyeonganbukdo yeongjusi

eumseonggun hoengseonggun pyeongannamdo yeongwolgun
gaeseong hongcheongun pyeongchanggun yeongyanggun

ganghwagun hongseonggun pyeongtaeksi yeosusi
gangjingun hwacheongun pyeongyang yesangun

gangneungsi hwanghaebukdo sacheonsi yonginsi
gangwon hwanghaenamdo samcheo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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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속어 (12개): asshole, bozizazi, jajiboji, fuck, zaji, zazi, boji, bozi, bojijaji, bozizaji, jaji, jazi
7) 기타 도메인 관리: 

 
2. 3단계 영문kr도메인  
1) 영문 알파벳 한 글자로 구성된 문자열 (26개)
2) 도메인 이름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 krnic. www
3) 비속어: asshole, boji, bojijaji, bozi, bozizaji, bozizazi, fuck, jaji, jajiboji, jazi, zaji, zazi
4) pe.kr하의 성씨 로마자 표기

gangwondo hwaseongsi sancheonggun
gapyeonggun hwasungun sangjusi
geochanggun icheonsi seocheongun

geojesi iksansi seogwiposi
geumsangun imsilgun seongjugun

gijanggun incheon seongnamsi
gimcheonsi injegun seosansi

gimhaesi jagangdo seoul

a chyum heo ka li rae sung
ae chyun her kae lim ram sunwoo
aeh dae hno kal lin ran tae
ah dam ho kam loi rang tak
ahn dan hong kan lyu reu tan
aht dang hu kang ma rhee uem
an do huh kangchon mae rhi uen
ann doe hun kangjul maeng rho uh
back doh hung kangjun mah roh uham
bae dokgo hur kea man roi uhan
baeg dokko hwa kee mee roo um
baek don hwan keum mi ru wang
bahn dong hwang keun min rue we
bai dongbang hwhang kho mo ryo wee
baik doo hwoan ki moh ryoo whan
bak du hwoang kil mok ryu wi
ban eom hwon kim mook sa won
bang eu hwong ko moon sagong woo
bee eum hyeon koh mun sah woon
been ga hyeong kok myo sam ya

bi gae hyun kong myung sang yah
bin gal hyung koo na se yang
bing gam im kook nae see yaung
bok gan in koon nam seen yea
bom gang ja koong namgung semoon yeo

address edu icann museum registrar
aero egovernment info name registry
arpa e-government int net rfid
asia email jobs nic tel
biz ftp krdomain ong travel
cat gov mail org unic

com government mil post xxx
coop http mobi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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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kr  
1) 공공도메인을 활용 가능한 보통명사:

bong gangchon jam kouk nan semun yeom
boo gangjul jan kowk nang seo yeon
bu gangjun jang kown no seob yeun

bum gea janggok ku noh seok yi
byeon gee jangkok kueh noi seol yim
byoun geo je kuen noo seomoon yin
byun geom jean kuk nu seomun yo

ch geon jee kun oe seong yoan
cha geun jegal kung oh seun yon
chae gi jekal kwak ohk shib yong
chai gil jeng kwan ohn shim yoo

chang gim jeo kwang ohng shin yook
changgok go jeom kwangjul ok shon yoon
changkok gok jeon kwek on shong you

chea gong jeong kwen ong si young
cheoi goo jeoung kweok oum sib yu
cheon gook jeu kweon pack sim yueo
cheong goon jeum kwok pae sin yuk
cheung goong jeun kwon paek so yum

chi gu jeung kwuk pag sobong yun
cho guk ji kwun paik soh
choa gun jin kyek pan sohn
choe gung jo kyen pang son
choi gwak joa kyo park song
chom gwok joe kyuk pee soo
chon gwon joeng kyun peel soon

chong gyo joh kyung pi soung
choo gyun jong la pil su

choon gyung joo lae po sub
chu ha joung lam poong suh

chum hae ju lan pung suhmoon
chun hah jum lang pyo suhmun
chun hak jun lee pyun suk

chung ham jung leem pyung sul
chyu han jwa leen ra sun

가게 난방 미술 속기 요리 전설 캐릭터
가격비교 날씨 미식축구 속담 요식 전시 캐피탈

가구 남성 미용 쇼파 요업 전업 캠핑
가스 내과 미친년 쇼핑 욕탕 전자 커튼-브라인드
가전 내기 미친놈 수도 용역 전장 컨설팅
가정 내장 바닥재 수리 용품 전쟁 컬링

가정의학
과 냉동 바둑 수산 우슈 전척 컴퓨터

가족 냉열 박물관 수산물가공 우스개 전화기 코팅

가죽 냉재료 반도체 수영 우편업 전화카
드 콘크리트

간판 네트워크 발전기 수예 운동 정공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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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노동 방사선과 수의 운세 정구 쿵푸
감리 노인 방송 수의업 운송 정기 퀴즈
강건 논문 방재 수지 운수 정밀 크리켓
강업 놀이 배구 수집 운영체제 정보 킥복싱
강원 농구 배드민턴 숙박 울산 정부 탁구

강재 농산 배우 순위 원격 정부기
관 태권도

개발 농산가공 백화점 슈퍼 원단 정수기 택견
개인 농수산 버스 슈퍼마켓 원화도 정치 택배

거래소 농업 번역통역 스노우보드 웹진 정형외
과 터미널

건강 농축산 번지점프 스케이트보
드 위원회 정화 테니스

건기 뉴스 범죄 스케이팅 윈드서핑 정화조 테이프
건설 다방 법률 스쿠버 유도 제강 테크
건업 다이빙 법학 스쿼시 유리 제과 텔레비전
건영 다이어트 벤처 스키 유머 제관 텔레컴

건자재 단체 벤치마크 스포츠 유선 제본 토건
건장 단체급식 변압기 승마 유아 제약 토목
건재 단체복 병원 시계 유업 제조 통산
건철 닷넷 보관 시멘트 유원지 제주 통상
건축 닷컴 보디빌딩 시뮬레이션 유치원 제지 통신

검도 당구 보세장치
장 시사 유통 제철 통운

게임 대구 보습 시설 유학 제화 통일
견인폐차 대여 보안 시장 유화 조경 투자

결혼 대전 보일러 시험 유흥 조립 특송
경기 대학 보짓물 식료 육가공 조명 특수

경기장 대학교 보청기 식품 육상 조선 특수강
경남 대학원 보트 신경외과 육아 조세 특장
경마 대행 보험 신경정신과 은행 조정 파이낸스

경매 대형할인매
장 복사 신문 음료 종교 판매

경북 대화 볼링 신화 음반 종이 판지

경비행기 대회 부동산 실업 음식 종합관
리 패러글라이딩

경영학 댄스 부메랑 실험 음식점 주류 패션
경제 덤핑 부산 심리테스트 음악 주유소 패스트푸드
계기 도매 분식 심부름 음향 주장 패치
계전 도박 분재 씨름 응급처치 주점 퍼즐
고등 도서 뷔페식 아이 응원 주택 펄프
고무 도서관 비금속 아이템거래 의료 죽음 펌프
고시 도시락 비뇨기과 아케이드 의류 중개 펜싱

골동품 도장 비디오 악기 의복 중고차 편조

골재 독서실 비료 안경 의약 중고매
매 폐기물처리

골프 독신 비즈니스 안과 의약품 중공업 폐백
공공 동문회 비철 안전 의원 중기 포럼
공관 동물원 비행 알선 의학 중식 포장
공구 동식물원 빈곤 애니메이션 이민 중전기 풍자

공동구매 동창회 사격 애드 이벤트 중학교 프라모델
공무 동호회 사냥 애완동물 이비인후과 증권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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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산 사람 액세서리 이사 증상 프로덕션
공업 디자인 사랑 액션 이삿짐센터 지관 프리뷰
공영 라디오 사무 야구 이슈 지류 프리스비

공제기금 라켓볼 사법 야트 이십일 지리학 피부과

공조 라크로스 사용자그
룹 약국 이엔지 지물 피아

공중보건 래프팅 사이클 약업 이천 지업 피혁
공학 럭비풋볼 사전 약품 이혼 지역별 하드웨어

공해방지 레미콘 사주 약학 익스프레스 지질 하키
과학 레스토랑 사진 양궁 인간관계 직물 학교
관광 레슬링 사회 양식 인권 직조 학문

관련학과 레저 산기 양행 인력 진공 학술
광고 레져 산부인과 어드벤처 인쇄 진흥 학습

광업 레크리에이
션 산업 어린이 인용구 질병 학원

광주 레포츠 산전 어린이집 인천 참고자
료 학회

광학 렌즈 상가 어업 인터넷 찻집 한식
교구 렌터카 상공 언론 인테리어 창고 한의원
교역 로켓제작 상담 업종불능 인형 창업 할인점
교육 롤플레잉 상사 에너지 일보 창호 할인카드
교통 리그 상선 에어로빅 임대 채팅 합기도

구두수선 리뷰 상식 엔지니어링 임상병리과 천문 합섬

구조 리서치 상역 엔터테인먼
트 임신 철강 합성

국가 리스업 상운 여객 임업 철물 합판
국경일 마술 상재 여관 입시 철인3종 항공
국방 마취과 상품검색 여론 자격증 철재 항업
국제 마케팅 생활 여성 자동차 철학원 항운
군대 마트 서비스 여행 자동화 청소 해상
궁도 만화 서울 역도 자수 청소년 해운
권투 멀티미디어 서적 연구 자원 체스 해킹

귀금속 명언 석유 연극 자전거 체육관 핸드볼
근대5종 명절 석재 연금 잠지 체인 행글라이딩

금고 모델 선무도 연료 잡지 체조 행사

금속 모방 선물 연수 잡화 체형관
리 행정

금연 모임 선박 연예 장기 초등 향수
금융 모터사이클 선수 연주 장난감 축구 협회
금형 모터스 선재 연탄 장례 축산 호텔
기건 모피 설비 열기 장르별 축전지 홈패션
기계 목공소 섬유 열기구 장비 출산 화공

기공 목욕관련업
체 성형외과 열쇠 장애 출생 화물

기관 목재 세대 열처리 장의 출장연
회 화섬

기기 무기 세상 염공 재난 출판 화성
기념일 무선 세일 염색 재생처리 충남 화장품
기술 무에타이 세탁 염직 재테크 충북 화학

기업 무역 세팍타크
로 영상 재해 취미 화합

기연 무예 섹스 영화 재활의학과 취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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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속어: 갈보, 갈보년, 개갈??, 개상년, 개상놈, 개새끼, 개쌍년, 개쌍놈, 개잡년, 개지랄, 걸레년, 공씹,
끽연, 니노지, 돌림빵, 똥갈보, 똥갈보년, 병신새끼, 빠걸, 빠구리, 뻐큐, 뽁, 사까시, 상년, 상놈, 상놈새
끼, 상놈의새끼, 선오브비치, 섹알바, 십팔기, 쌍년, 쌍놈, 쌍놈새끼, 쌍놈의새끼, 씨부랄년놈, 씨부랄연
놈, 양??보, 조까, 지미씨부럴놈, 찢어발길년, 화냥년, 화냥잡년, 화냥질

3) 기타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도메인등록, 디비

 4. 한국도메인
1) 지역명 

기전 무용 소개업 예매 저널 측량 회계
기초 문고 소독 예술 저널리즘 측정 회사

기타업체 문구 소매 예식 전공 치과 후드
기타여가 문명 소방 예약 전기 치료법 휴양지

기획 문서 소비자평
가 오디오 전남 치안 흥산

길드 문학 소아과 오락 전략 치트 흥업
꽃꽂이 문화 소재 오토바이 전력 침대

꽃배달 물류 소프트 온수기 전문대 카다로
그

꽃집 물물교환 소프트볼 외과 전북 카메라

나라 물산 소프트웨
어 외국어 전산 카바디

낚시 미디어 소호 외식 전선 칼럼

가나 라선특별시 베트남 아루바 전남 통티모르

가봉 라오스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아르메니아 전라남도 투르크메니스탄

가이아나 라오인민민주공
화국 벨기에 아르메니아공화

국 전라북도 투발루

가이아나협동공
화국 라이베리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전북 튀니지

감비아 라이베리아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아르헨티나공화국 절도 튀니지공화국
감비아공화국 라트비아 벨리즈 아메리칸사모아 제주 트리니다드토바고

강원 량강도 보네르 아이슬란드 제주도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

강원도 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아이티 제주특별자치도 파나마

개성 러시아연방 보츠와나 아이티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파나마공화국

개성공단 레바논 보츠와나공화국 아일랜드 중국 파라과이
개성공업지구 레바논공화국 볼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 파라과이공화국

개성시 레소토 볼리비아공화국 아제르바이잔공
화국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파키스탄

개성특별시 레소토왕국 부룬디 아프가니스탄 중화인민공화국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건지섬 레위니옹 부룬디공화국 아프가니스탄공
화국 지부티 파푸아뉴기니

경기 루마니아 부르키나파소 안도라 지부티공화국 팔라우

경기도 룩셈부르크 부르키나파소민
주공화국 안티구아바부다 지브롤터 팔레스타인

경남 르완다 부베섬 알바니아 짐바브웨 팔레스타인자치정부
경북 르완다공화국 부산 알제리 짐바브웨공화국 페로제도

경상남도 리비아 부산광역시 알제리인민민주
공화국 차드 페루

경상북도 리비아인민사회
주의아랍자마히 부산시 앙골라 차드공화국 페루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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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
과들루프 리투아니아 부탄 앙골라공화국 체코 평남
과테말라 리히텐슈타인 부탄왕국 앵귈라 충남 평북
과테말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북마리아나제도 양강 충북 평안남도

괌 마다가스카르공
화국 북한 양강도 충청남도 평안북도

광주 마르티니크 불가리아 에리트레아 충청북도 평양
광주광역시 마샬군도 브라질 에스토니아 칠레 평양시
광주시 마샬군도공화국 브라질연방공화국 에콰도르 칠레공화국 평양직할시
교황청 마요트 브루나이 에콰도르공화국 카메룬 포르투갈
그레나다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에티오피아 카메룬공화국 포클랜드

그루지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민주

연방공화국 카보베르데 포클랜드제도

그리스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왕
국 엘살바도르 카보베르데공화

국 폴란드

그리스공화국 마케도니아 사우스조지아사
우스샌드위치 영국 카자흐스탄 폴리네시아

그린란드 마케도니아공화국 사우스조지아사우
스샌드위치제도

영국령버진아일
랜드 카타르 푸에르토리코

금강산관광지구 말라위 사이프러스 영국령인도양지역 카타르국 프랑스
기니 말라위공화국 산마리노 예멘 캄보디아 프랑스령기아나

기니비사우 말레이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예멘공화국 캄보디아왕국 프랑스령남부와남
극지역

기니비사우공화
국 말리 상투메프린시페

민주공화국 오만 캐나다 프랑스령세인트마
틴섬

기아나 말리공화국 생바르텔르미섬 오만왕국 케냐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나미비아 맨섬 생피에르미클롱 오스트리아 케냐공화국 피지
나미비아공화국 멕시코 서사하라 오스트리아 케이맨 핀란드
나우루 멕시코합중국 서울 온두라스 케이맨제도 필로폰
나이지리아 모나코 서울시 온두라스공화국 코모로 필리핀

나카라과 모로코 서울특별시 왈리스퓌튀나 코모로회교연방
공화국 필리핀공화국

난자매매 모로코왕국 세네갈 요르단 코소보 핏케언
남극 모리셔스 세네갈공화국 요르단왕국 코스타리카 핏케언제도

남아공 모리셔스공화국 세르비아 우간다 코스타리카공화
국 한국

남아프리카공화
국 모리타니 세이셸 우간다공화국 코코스제도 함경남도

남포 모리타니회교공
화국 세이셸공화국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함경북도

남포시 모잠비크 세인트루시아 우루과이동방공
화국

코트디부아르공
화국 함남

남포특급시 모잠비크공화국 세인트빈센트그
레나딘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함북

남한 몬테네그로 세인트킷츠네비스 우즈베키스탄공국 콜롬비아공화국 허드맥도널드

네덜란드 몬트세랫 세인트킷츠네비
스연방 우크라이나 콩고 허드맥도널드제도

네팔 몰도바 세인트헬레나 울산 콩고공화국 헝가리
네팔연방민주공
화국 몰도바공화국 소말리아 울산광역시 콩고민주공화국 호주

노르웨이 몰디브 소말리아민주공화
국 울산시 쿠라사오 홍콩

노퍽섬 몰디브공화국 솔로몬 이라크 쿠바 홍콩특별행정구
누벨칼레도니 몰타 솔로몬군도 이라크공화국 쿠바공화국 황남
뉴질랜드 몽골 수단 이란 쿠웨이트 황북
니노지 미국 수단공화국 이란회교공화국 쿡아일랜드 황해남도
니우에 미국령군소제도 수리남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황해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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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사회적 단어:

3) 기타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 IP주소, kr도메인, 다국어도메인, 대한민국도메인, 도메인등록관
리기관, 도메인등록기관, 도메인등록대행자, 디엔에스, 인터넷주소, 인터넷주소자원, 케이알도메인, 한국
인터넷정보센터

니제르 미국령버진아일
랜드 수리남공화국 이스라엘국 크리스마스섬

니제르공화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집트 키르기즈

니카라과공화국 미얀마 스리랑카민주사
회주의공화국 이탈리아 키리바시

대구 미얀마연방 스발바르얀마옌 인도 키리바시공화국
대구광역시 미합중국 스와질랜드 인도공화국 키프로스
대구시 바누아투 스와질랜드왕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대만 바누아투공화국 스웨덴 인도네시아공화국 타일랜드
대전 바레인 스위스 인천 타지키스탄

대전광역시 바베이도스 스페인 인천광역시 타지키스탄공화
국

대전시 바티칸 슬로바키아 인천시 탄자니아
대한민국 바티칸시국 슬로베니아 일본 탄자니아합중국
덴마크 바하마 시리아 잉글랜드 태국
도미니카 방글라데시 시에라리온 자강 터크스케이커스

도미니카공화국 방글라데시인민
공화국 시에라리온공화국 자강도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도미니카연방 버뮤다 신의주 자메이카 터키
독일 버진아일랜드 신의주특별행정구 잠비아 토고
독일령세인트마
틴섬 베냉 싱가포르공화국 잠비아공화국 토고공화국

동티모르민주공
화국 베냉공화국 싱가폴 저지 토켈라우제도

라선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적도기니 통가

라선시 베네수엘라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
합국 적도기니공화국 통가왕국

갈보 대마초 사까시 씹 죽일놈
갈보년 도박 사제총기 아동포르노 지미씨부럴놈
강간 돌림빵 사제폭탄 양갈보 찢어발길년
강도 동반자살 살인 양귀비 청부

같은년 뒈질년 상년 엑스타시 카드생성기
같은놈 뒈질놈 상놈 원조교제 컴퓨터바이러스

같은새끼 똥갈보 상놈새끼 육시랄 코카인
개갈보 똥갈보년 상놈의새끼 음란물 포르노
개상놈 마약 선오브비치 음란물사이트 폭력
개새끼 매춘 성매매 자살 폭발물제조
개쌍년 메일폭탄 성매수 자살사이트 폭탄제조
개쌍놈 미친년 섹알바 자살카페 해킹
개잡년 미친놈 쌍년 자지 헤로인
개지랄 병신새끼 쌍놈 잠지 화냥년
걸레년 보지 쌍놈새끼 장기매매 화냥잡년
겜블 보짓물 쌍놈의새끼 조건만남 화냥질
공씹 빠걸 씨발 조까 히로뽕
노름 빠구리 씨부랄년놈 좃

논리폭탄 뻐큐 씨부랄연놈 좆
대리모 뽁 씨팔 죽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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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도메인 등록 정책 관련 KrIGF 설문조사 결과 정리
2017.9.27.

도메인등록정책WG

도메인 등록 정책 관련 KrIGF 설문조사 결과 정리

1. 설문조사 참여자
- 온라인 설문 4건 (KrIGF 페이스북 페이지 및 KIGA 메일링 리스트 홍보)
- 오프라인 10건 (KrIGF ‘인터넷 주소자원 개방’ 세션 참여자 대상)
 
2. 숫자 도메인 허용 정책 관련 정리
1) 전체 14명의 응답자 중에서 13명(93%)이 숫자 도메인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중 2명은 

.kr 외에 .한국에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2) 숫자 도메인을 허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이유에는, 중복 응답을 허용할 때, 
  -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 이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기타 의견 4개 중에는 간편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가능하고, 특정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억하기 

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3) 숫자 도메인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1건 있었는데, IP주소와 같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힘
4) 숫자 도메인 관련 제안 사항에, 정책 시행 전에 기존 3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자와의 충돌문제, 특수번호 

등에 대한 고려 및 절차 수립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3.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 관련 정리
1)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14건의 응답 중 반대하는 의견이 9건(64%)으로 나타남
2) 해외 주소지 개방을 위해, 중복 응답을 허용할 때,
  - 이메일 등의 대안적인 연락 방법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6건, 
  - 해외 주소지 공증이 7건, 
  - 주소지가 허위일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의견이 6건임 (중복 대답을 허용해서 전체 응

답자 대비 응답 건수가 많음)
3) 해외 주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국내에서 business를 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8건 (57%)임
4) 개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5건의 응답이 있었음. 특히, 무제한적 개방 시 유사 

도메인을 이용한 불법 사이트 운영이나 도메인 선점 판매 사업자가 늘어날 우려가 제안되었으며, 내국인
(국내주소)과 해외주소지를 가진 자와의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4. 예약어/유보어 개방정책 관련 정리
1) 응답자 중 10명(71%)이 예약어 및 유보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2) 예약어나 유보어를 인지하고 있던 배경은 직접적인 등록 경험보다는 도메인 등록 정책 관련해서 알게 된 것임
3) 기존 예약어와 유보어 중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 제안은, 아래 그래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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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어/유보어 개방 정책 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 비속어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 혐오표현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 성씨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한 글자 우리글은 희소성은 있으나 공공성은 크게 낮으므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유보어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5. 한자 혼용 도메인 허용 정책 관련
1) 우선 한글 도메인의 인지 여부를 질문했는데, 응답자 전체가 한글 도메인을 인지하고 있음
2) 한자 혼용 도메인의 허용 여부에 대해 8명(57%)의 응답자가 동의함
3) 허용하자는 응답자(8명)은, 중복 응답을 허용할 때 다음의 이유로 허용을 제안함 
   - 예전보다 다양한 이름을 만들 수 있어서 3건
   - 우리말에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4건
   -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문화권을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5건
   - 기타 2건 :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자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민족의 얼이니까
4) 허용을 반대하는 응답자(6명)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다음의 이유로 허용을 반대함
   - 한자를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3건
   -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니까 3건
   -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니까 2건
   - 기타 3건: 관리가 어렵고, 자판 입력이 불편하고, 문자별 개수가 많아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
5) 한자 혼용 도메인 관련 기타 의견 
   - 문제도 없겠지만 별 수요도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라면 일단 가능하게 운영하

면 될 것임
   -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이용자 특성상 현재 한글 도메인도 기대했던 활용도를 보이지는 못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 도메인의 필요성이란 거의 전적으로 한자 문화권 홍보 수단으로서
의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kr"이나 ".한국"과 같은 비한자 최상위 도메인보다 ".韓國"이나 ".韩国"등이 
필요함. 

   - 영문, 한글은 뜻, 의미를 모르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나 한문의 경우 변환 혹은 검색이 부가적인 문제
로 대중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국내 기준)

   -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한자 수가 매우 많고, 또한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 상대로 무역, 문화교류
도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역시 한자를 쓰면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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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사항

주소자원법 WG 보고사항 (2017. 10. 20. 최종수정)

1. KrIGF 주소자원법 세션 논의 내용 및 향후 논의 과제

1) 2차에 걸친 WG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총 주소자원법 2개 개정안 도출 (별첨)

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1안)

1) 인터넷주소에 관한 정부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

2) 민관정책기구로서 멀티스테이크홀더 구조에 의한 상향식, 민주적 선출에 의한 인터넷주소위원회 신설 

3) 정부의 최종적 감독권한은 유지 

4)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KISA 소속 ‘인터넷정보센터’의 재단법인화 고려

②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2안)

1) 현실적으로 1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 선택하면 되는 수정대안으로서의 존재

2) 현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선출절차를 변경하여 상향식에 가깝도록 개정

3)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참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멀티스테이크홀
더 방식으로 운영 (2005-2006 실무위원회모델의 단점 보완)

2) KrIGF 세션 진행 및 주요 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KrIGF 세션 보고서 참조)

① 2017. 9. 15. 10:45 ~ 12:15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② 사회 : 이동만 위원장 / 발제 : 윤복남 위원 / 패널 심우민 교수, 김기중 변호사, 전길남 교수

③ 논의 주요내용

- 1안은 법률 전면개정이 필요하며 상당한 논의 및 협의가 전제

- 2안은 부분적 변화이며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

- 여건에 맞게 논의하되, 법개정의 진정한 취지는 민간 참여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 법 개정안 현실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의원 입법 가능성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부 의견수
렴, 각 이해당사자의 공개적 의견 수렴. 

- 설득 논거로서 국제적인 사례 수집(OECD국가 내 선진국 주소거버넌스 사례 연구), 국내 다른 분야에
서의 유사사례 수집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례 연구)

- (1안) 정부주관의 기본계획을 삭제하고, 주소위원회 신설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 부여. 주소위
원회는 실제 주소자원에 관한 최고기구로 격상(방통위처럼). 인터넷진흥원->주소위원회 권한 이양. 

- (2안)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것을 각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 실무위원
회를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 실무위원회가 안건을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여 적극적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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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 

- (OECD자료) 정부가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국가는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중국 등 몇개 국 
안됨.

- 일본 역시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방식(JPRS), 정부는 필요시 상의 및 자문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역할에 
한정.

3) WG 제안 및 결론

- KIGA 단일안 도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의결이 필요한지 논의하였음

- WG 최종안으로 1안을 주소자원분과 및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
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의결을 거치기로 결론

2. 제2차 주소자원법 WG 논의 내용

1)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럽 등 주요 해외의 IG 거버넌스 구조 검토 (첨부서류: 이영음 위원 작성)

2) 2016년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검토 

소결 : 대부분 국가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통제하기 보다는 재정적 지원 또는 사후적, 소극적 개입 형태임 

3) 차후 논의 과제: 국내 입법사례 추가 조사 - 게임산업법 등 다수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이해관계조정
을 위한 법령  

3. 제1차 주소자원법 WG 논의 내용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 구축과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주소자원법 개정

현재까지 2개 안 초안 도출, 전략적 접근이 필요 

1) 해외사례 –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 정의 / 각각의 밸런싱 중요,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사례 (일본 통신법 개정 최근, 뉴질랜드 법 개정으로 민간영역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 예컨대 특정 지명에 대한 지재권 문제, 재난시 정부 개입 등, 보고의무 위주)

2) 국내 사례 – 현재 정부 100 / 상향식 의사결정 부족

민관 협력 모범적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조사 결과 많이 없다.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별도 법인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투명성, 책임성 강화할 수 있는 참고 사례 추가 조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

3) 차후 논의 과제

KIGA 안 도출을 위한 법안 작업 계속 / 해외사례, 국내사례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