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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37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8.6.15(금) 15:00~16:30 장소 363 바이미디어그룹(서초동)

참석자

(총 10인)

- 위원: 6인

- 옵저버 : 4인

- 위원 : 박지환(오픈넷), 강경란(아주대),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옵저버 : 김태은(KISDI),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KISA : 김보영, 박신영

□ Action Item

o 사무국에서 일본 거버넌스 체계의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이동만 

위원장 명의로 JPNIC 또는 JPRS에 질문 요청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o 지난 회의 이후 업데이트 된 사항 없음

□ KGP 워킹그룹 보고(전응준 위원)

o (배경) ICANN은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에서 영문 도메인 외에 

다국어 도메인의 도입을 결정(’09년)하고 한자 일반최상위도메인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국가(한․중․일)들이 합의한 각 국가별 언어

표준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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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황) 한국어언어패널(KGP)은 ICANN에 ‘한국어(한글+한자) 언어 

생성규칙 제안서’를 제출(’18.1월)하였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18.1.25~3.17) 진행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한국 제안서 

관련 의견 주신 분들을 KGP 회의에 참여 요청하여 논의를 진행 

-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 반대, 모양이 비슷한 한글-한자(예: ‘한글’ 슴,

‘한자’ 合(합할 합)) 이체자 추가 여부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이 존재 

o (향후일정) 한국어언어패널(KGP) 회의 개최 예정(7월 중)

□ 올해 신규 이슈논의 (계속)

<일본 거버넌스 체계 조사 결과 보고>

o 일본 거버넌스 체계를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로만 스터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질문을 정리하여 JPNIC 또는 JPRS에 직접

문의하기로 논의

☞ 사무국에 요청 : 질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동만 위원장 명의로 질문 요청

(질문정리) - 36차 주소자원분과 의견 반영

o JPRS 의사결정 방법, 커뮤니티 의견수렴 절차

 - .JP 정책은 JPRS의 이사회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JPRS 이사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

o JPRS 이사회 구조, 이사회 선임 절차

 - JPRS의 주요 주주는 통신사 등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JPR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선출되는지?

o JPRS-JPNIC-ICANN 관계

 - 일본은 JPNIC과 JPRS가 분리되어 있는데, 두 기관의 관계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책결정 시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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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정책 검토>

o 워킹그룹 멤버와 참여 가능한 등록대행자가 모여 논의 개시 예정

o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KIGA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GDPR이 주소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하기로 함

- GDPR 시행 이후 ICANN이 독일 도메인 등록대행자인 EPAG를 

상대로 GDPR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한 사례가 있음

- ICANN이 GDPR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WHOIS

정책을 수립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 그 전까지는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자 별 WHOIS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회의록 작성 방식 논의

o 지난 회의 이후 회의록 검토 결과 본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요청한 

위원이 없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작성하고, 익명을 요청

하면 그에 따라 회의록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

- 위원장 검토 → 위원별 회의록 검토 시 이름 기재 동의 → 차기 

회의 시 회의록 검토 후 온라인 공개

□ 차기 회의 일정

o 일시 : 2018. 7. 13(금), 16:00 ~ 18:00

o 장소 : 363 바이아이디어 그룹(강남역 5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