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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33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8.2.22(목) 16:00~18:00 장소 363 바이미디어그룹(서초동)

참석자

(총 11인)

- 위원: 7인

- 옵저버 : 2인

- 위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국(서경대), 김상민(가비아),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영음(한국방송대),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 참여)

- 옵저버 : 안정배(연세대),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KISA : 김보영, 박신영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 붙임1 참조

o ’17.12월 KIGA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을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이후 현재 유승희 의원실에서 검토 중

- 의원실에서 ‘인주위원회’의 법인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당 부분 제외하고 검토 진행 중 

o 향후 국회 논의 및 본 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적 준비 필요 

- 국회의원 및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및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구축 필요, 워킹그룹 

멤버 확대 희망

- 전 세계 gTLD 시장 규모는 약 2조원 규모이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경험이 부족하며, 한국 

사업자들의 국제적 경쟁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함

- 전 세계 gTLD 시장 분석을 위해 아래 자료 구축 필요(가비아에 통계자료 요청)

‣ 전 세계 gTLD 시장 규모 vs 한국 gTLD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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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gTLD 등록 건수

‣ 국가별 등록대행자의 gTLD 보유수

- 해외사례(일본, 뉴질랜드 등) 및 통계 추가 필요

o KIGA에서 현재까지 작성한 성명서는 KIGA의 의견으로 하고,

기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자료 작성 필요 ※ 붙임2 참조

- 기자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되 어필할 만한 

포인트 부각 필요

- 보도자료와 보도자료 참고자료 작성 필요

□ KIGA PDP 워킹그룹 보고 ※ 붙임3 참조

o (전응준) PDP 워킹그룹의 논의는 KIGA의 정책개발 ‘절차’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지, 의결정족수는 워킹그룹 범위 밖이라는 의견

-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PDP는 인터넷 공공정책에 적용되는 것이며 

KIGA의 모든 의사결정을 본 PDP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PDP 절차를 KIGA 운영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

o (이동만)

- KIGA 운영규정에 다음의 내용 반영 필요 : KIGA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PDP에 다라 규칙을 만들고 결정해야 한다

- PDP 절차는 KIGA 운영규정 내 세칙의 형태로 추가 필요 

o (윤복남) PDP 워킹그룹 보고서 중 운영규정에 반영해야할 내용 

추출 및 구체화 필요

o PDP 워킹그룹은 마무리하고, 운영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별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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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o 법인의 경우 도메인 등록시 등록정보를 오픈하도록 디폴트로 되어

있는지?

-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책임자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도록 되어있음

      ※ 법인의 관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음 

- 법인의 관리자의 개인정보를 디폴트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 확인 필요(준칙 등 확인 필요)

□ ICANN 주요이슈 공유

o 유럽 GDPR 발표가 국내 도메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최은창)
    ※ 자료 비공개 

o 신규 gTLD 차기라운드에서 지역명 보호 이슈(이영음)
    ※ 붙임4 참고

□ 차기 회의 일정

o 일시 : 2018. 3. 30(금), 16:00 ~ 18:00

o 장소 : 363 바이아이디어 그룹(강남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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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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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인주법 개정 관련 KIGA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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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KIGA PDP WG 보고서

KIGA PDP WG 보고서

2018. 02.07   
        작성자 전응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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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DP의 기본절차
   2.2 PDP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방식
   2.3 PDP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의 기준
   2.4 PDP 개시 요구권자
   2.5 분과위원회의 견해와 운영위원회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
   2.6 Public Comment 방식
3. PDP 내용
   3.1 이슈 제안/PDP 개시 요구
   3.2 이슈의 채택/PDP 개시
   3.3 WG의 결성
   3.4 WG보고서 채택, 수정 권고
   3.5 PDP의 중단, 폐기
4. KIGA 운영규정 편입
5. 참고자료 – GNSO/CCNSO P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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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KIGA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개적인 
토론과 컨센서스에 의하여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원칙, 규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참여
자 주도의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KIGA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원칙, 규
범, 정책 등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절차
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 투명성, 공개성, 자율성, 책임성 등이라
고 한다면 정책개발절차도 이러한 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KIGA 운영
규정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 개방성, 책임성, 컨센서스 기반 의사결정 등의 일반 원칙
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책개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본 WG 보고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일반적 원칙을 구현하고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현실을 고려한 
KIGA의 정책개발절차(Policy Development Process, 이하 ‘PDP’라고 함)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검토 사항

2.1 PDP의 기본 절차

KIGA PDP에 관하여 ICANN 커뮤니티가 채택하고 있는 PDP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GNSO, CCNSO의 PDP 내용이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위 PDP들은 Issue 
Report 작성 – Issue Report 채택 및 PDP 개시 – WG/TF 구성 – WG Report 작성 
– 커뮤니티 평의회(Council) 및 ICANN 이사회에 의한 WG Report 채택 등의 여러 단
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상당한 정도의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PDP 내용을 참고하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예컨
대 이슈리포트 작성시 ICANN General Counsel의 의견을 구하는 것, Issue Report를 
2회에 걸쳐 작성하는 것 등은 적절히 가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PDP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 방식

KIGA는 컨센서스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KIGA 운영규정은 ‘컨센
서스’라는 용어 대신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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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는 용어는 참여자 전원의 만장일치적인 합의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참여의 제한
이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소수자의 전횡도 가능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를 취하기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KIGA가 채택하고 있는 ‘합의’는 공개적인 토론과 참여에 
의하여 ‘참여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대다수의 동의’가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져야 하는지,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투표의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본 WG의 임무가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
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PDP에 관하여 이를 일정한 범위에서 논할 필요가 있다. 
본 WG의 생각은, KIGA가 규정하고 있는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IETF 등에서 채택
하고 있는 ‘rough consensus’ 내지 ‘지배적인 견해(dominant view)’와 같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고, 다만 IETF의 rough consensus 개념은 IETF가 멤버쉽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을 배제한 것이지만, KIGA의 경우 KIGA 위원회는 오히
려 멤버쉽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반대
적 견해로 현행 KIGA 운영규정은 내부 운영 등 실무적 쟁점만을 투표의 방식으로 결정
할 수 있을 뿐 그 외 의사결정은 투표에 의한 방법이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PDP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겠지
만 PDP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KIGA에서 처리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 WG은 PDP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방식도 현행 KIGA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다만, 위 조항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투표방식이 채택
된 경우 의사정족수만을 정하고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투표방식
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3 PDP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의 기준

KIGA의 모든 논의주제, 이슈를 모두 PDP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PDP는 한국 인
터넷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하여 KIGA 차원에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경우에 적용

KIGA 운영규정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며, 내부 운
영 등 실무적 쟁점은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의 임기, 회의록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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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KIGA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최종적으로는 
KIGA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KIGA가 PDP에 의하여 WG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한 정책을 결정한 경우, 이 사
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KIGA 명의의 성명서를 작성하는 사안은 PDP에 의할 것
은 아니고 일반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KIGA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족할 것이다. 

2.4 PDP 개시 요구권자 

PDP 개시 요구는 크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
회 모두 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PDP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DP 개시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해당 분과위원회 등의 컨센서
스가 없는 PDP 진행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DP 개시 단
계에서부터 일반적인 컨센서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5 분과위원회의 견해와 운영위원회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

PDP에 따라 개발된 정책안은 KIGA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가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론이 해당 정책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분과위원회
의 견해와 충돌할 수 있다. GNSO PDP의 경우 GNSO가 supermajority로 찬성한 사안
에 대해서는 ICANN 이사회의 2/3의 반대가 없는 한 해당 제안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GA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나 PDP 시행
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에 고려하기로 한다.

2.6 Public Comment 방식

ICANN의 경우 게시판이나 메일링 리스트에 의해 PDP 진행상황이 공개되고 public 
forum이나 공식적인 public comment 접수를 통하여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
다. 우리의 경우에는 KIGA 홈페이지에 public comment 게시판을 설치하거나 의견수렴 
용도의 메일링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하고 KrIGF 등에서 공식적인 public forum을 개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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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P 내용

3.1 이슈 제안/PDP 개시 요구

-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3인이 제기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형식의 이슈 제안서를 작성한다.

3.2 이슈의 채택/PDP 개시

-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PDP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 KIGA 운영규정 제10조,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 WG를 결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의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3.3 절차를 생략하고 제안서 내용에 대해 public comment 절차를 진행
한다.

3.3 WG의 결성

- WG이 보고서(WG Report) 작성한다.
- 보고서 작성 후 public comment를 접수한다.
- public comment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상으로 하되, 긴급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 public comment 후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재 작성할 수 있다.

3.4 WG 보고서 채택, 수정 권고

이슈 제안서
이슈 제안자
제안자가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
제안자가 속한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이슈 이름
논의의 필요성, 근거
논의의 주요 내용
이슈의 정책적 파급력
제출일
예상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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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WG 보고서를 심의, 채택한다.
- 운영위원회가 WG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가 WG보고서에 수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결할 수 있다면 수정권

고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WG는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후 최종 public comment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공람의 

성격이며 public comment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5 PDP의 중단, 폐기

- PDP 개시 후 사정변경, WG 구성 불발, 제안사항 없음 등으로 PDP가 중단되거나 폐
기될 수 있다.

- WG 구성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중단 내지 폐기 요청을 할 수 있다.
- WG가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중단,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4. KIGA 운영규정에 편입

현행 KIGA 운영규정에 ‘정책개발절차’의 장을 만들어 이상의 PDP 내용을 편입한다.

5. 참고자료 – GNSO/CCNSO P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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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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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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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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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아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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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당 제안을 승인하여야 함
   - GNSO의 supermajority 찬성이 아닌 경우 Board는 일반 다수결에 의해 해당 제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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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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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신규gTLD에서의 지역명 관련 이슈 정리

신규 gTLD에서의 지역명 관련 이슈 정리

2018. 2. 22.
주소자원분과 발표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

1. 최상위 도메인에서의 국가명 이용 시작 배경

- 최상위 도메인에서 국가명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4
- 1984년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IETF 문건인 RFC 920(저자: Jon Postel)에서 최상위 

국가 도메인명으로 ISO 3166-1 코드 리스트 중 영문 2글자 코드를 이용할 것을 
언급함

- 이후 RFC 1032와 RFC 1591에서 최상위 국가 도메인에 대한 구체적 요건 언급함

2. 2000년 7개 신규 최상위 도메인 추가 

- .aero, .biz, .coop, .info, .museum, .name, .pro
- 2001년 9월 ICANN 몬테비데오 회의에서 .info 최상위 도메인에서 ISO-3166 리스트

에 있는 327개의 국가 및 지역명을 유보해 줄 것을 GAC이 요청하였고 ICANN 이
사회에서는 아직 할당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해서 유보어 지정하기로 함

- GAC의 관리 하에 국가 및 지역명 할당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함

3. 2003년에 ,asia와 .cat 할당

- 2003년에 15개의 신규 최상위도메인이 생성됨
- 그 중 2개의 sponsored 도메인인 .asia와 .cat이 지역명이었음

4. 2007년 GNSO의 IDN-WG에서 향후 지역명에 대한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시 

GAC 및 해덩 언어 커뮤니티 의 자문을 받도록 권고함

- 2006년에 GNSO에서 향후 PDP로 다루어야 할 이슈 관련 정책을 찾아 명시하도록 
IDN-WG을 생성함

- 신규 gTLD 생성시에 특정 문자열에 대한 정치적-지역적 영향의 여부는 GAC의 자문
을 구하도록 권고

- 또한 IDN에 있어서 관련 언어 커뮤니티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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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 신규 gTLD의 생성에 관란 GAC Principle 발표

- 신규 gTLD의 생성에 있어서 관련 정부나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국가, 영토, 지역 또
는 인구 관련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 또한 신규 gTLD가 기존 TLD와 혼동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하면 안된다고 명시. 
따라서 모든 2글자 최상위 도메인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

6. 2007년 GNSO의 유보어 WG (RN-WG)에서 영문 2글자 최상위 도메인 금지는 

유지하지만 지역명을 유보해서는 안된다고 함

- 2글자 최상위 도메인은 국가명에만 한정하는 것에 동의
- 하지만 지역명을 유보하는 것에는 반대. 각 국가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기관에

서 도메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호 장치는 불필요하다고 주
장

- 동시에 국가, 영토, 또는 지역명이 포함된 신규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자는 GAC 
principles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

7. 2012년 최종 Applicant Guidebook(AGB) 

- 2008년 AGB 초안에는 3글자 이상의 최상위 도메인 생성에 있어서 ISO 3166-1, ISO 
3166-2, 도시명, 대륙명, UN 지역명 등의 이용에 있어서 해덩 정부의 지지가 있으
면 가능하다고 함

- 이에 대한 GAC, ICANN, GNSO간의 논란 끝에 다음의 원칙이 포함됨

v Blocked
Ÿ All 2 letters in latin alphabet are blocked/ reserved ccTLDs 
Ÿ 274 3-letter combinations from ISO 3166 (out of 17,576) l
Ÿ Country names and translations 

v Requires govt/ authority support or non-objection
Ÿ Sub-national names (.wales) 
Ÿ Capital city names (.berlin) 
Ÿ City names where representative use is intended (.melbourne) 

8. 2012년 신규 gTLD 생성시 지역명 관련 이슈

- 66개의 “지역명” 신청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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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graphic Names Panel(GNP)에서는 이 중 6개가 AGB에서 정의한 지역명에 속하
지 않는다고 판명 (vegas, zulu, ryukyu, scot, ist, frl)

- GNP에서 지역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3 개의 신청서가 지역명 관련 조항에 해당 된다
고 판명 (tata, bar, tui)

- 최종적으로 63개의 지역명 관련 신청서 중 56개가 관련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지 문건 제출, 이 중 54개의 신규 최상외 도메인 생성됨

- 추가로 지역명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18개의 문자열이 존재함 (ROMA, 
AFRICA, SWISS, PERSIANGULF, PATAGONIA, CAPITAL, CITY,  TOWN, VIN, 
YUN, �� [GUANGZHOU], SHANGRILA, ���� [SHANGRILA], ��
[SHENZHEN], ZULU, AMAZON, DELTA, INDIANS)

- 이 중 특히 Amazon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9. 2014-2017의 CWG-UCTN 활동에서 합의 도출 실패

- Cross-Community Working Group on Use of Country and Territtory Names
- 범 커뮤니티적으로 합의 도출 시도
- 2글자, 3글자 국가명에 대한 논의
- 2글자 금지 원칙에는 합의
- 3글자 문제에서는 합의 도출 실패 (ccNSO는 현상 유지 지지, GNSO는 확대 주장)

10. 신규 gTLD 생성에 따른 지역명 보호를 위한 GAC  WG

- 목적:

Ÿ Developing practical options that are aimed at improving protection of geographic 
names during any future expansion of gTLDs.

Ÿ Developing practical suggestions and rules to lower uncertainties both for the 
governments, communities and also for the applicants, once using a geographic or 
community name.

Ÿ Developing best practice rules to avoid misuse of geographic and community names as 
new gTLDs and at the same time lowering uncertainties for the applicants, trademarks 
and the business involved.

Ÿ To ensure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y,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ini&al stage to avoid future risks and delays for such new gTLDs 
applications.

Ÿ Mainly focused in those names with geographic significance which are NOT included in 
any of the lists considered in the AGB or future similar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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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NSO의 신규 gTLD 관련 PDP 내의 Work Track 5 (WT5)

- 2017년 11월 생성
- 145 명의 멤버, 82명의 옵저버 (ALAC, ccNSO, GAC, GNSO  모두 참여)
-  goals, objectives, scope, deliverables, and rules of engagement 결정됨
- 목적: 최상위 도메인에서의 지역명에 대한 이슈 다루고 있음

dedicated to the singular topic of geographic names at
the top-level and will be seeking to develop a consensus-driven
set of recommendations/implementation guidance

- 이슈 범위: 최상위 도메인에서의 지역명

Ÿ Country and Territory Names (all alpha-2, alpha-3 on 3166-1, short and long-form on 
3166-1, additional categories in section 2.2.1.4.1 of AGB)

Ÿ Capital Cities in 3166-1, city names, sub-national names (e.g., county, province, state 
on 3166-2)

Ÿ UNESCO regions
Ÿ Other geographic names such as geographic features (rivers, mountains, valleys, 

lakes, etc.) and economically or culturally significant terms related to geography
Ÿ Geographic indicators
Ÿ The extent to which languages will receive protection

- 관련 리스트

Ÿ All 2-char ASCII
Ÿ 3-char ASCII on ISO 3166-1 list
Ÿ Country and territory names on ISO 3166-1 list and as commonly known
Ÿ Subnational places on ISO 3166-2 list
Ÿ Capital city name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Ÿ City names
Ÿ Regions on UNESCO list or UN Statistical Division Regions list

12. 한국 관련 리스트

v All 2-char ASCII: kr, kp
v 3-char ASCII on ISO 3166-1 list: kor, prk
v Country and territory names on ISO 3166-1 list and as commonly known
v Subnational places on ISO 3166-2 list: 

u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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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6 metropolitan cities
Ÿ 1 special city
Ÿ 1 special self-governing city
Ÿ 8 provinces
Ÿ 1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 KP
Ÿ 1 capital city
Ÿ 1 special city
Ÿ 9 provinces

v Capital city name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v City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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