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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38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8.7.13(금) 16:00~18:00 장소 363 바이미디어그룹(서초동)

참석자

(총 11인)

- 위원: 10인

- 옵저버 : 1인

- 위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강경란(아주대), 김경석(부산대)*

김국(서경대), 김상민(가비아),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전응준(법무

법인 유미),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 참여)

- KISA : 김보영

□ Action Item

o 사무국에서 일본 거버넌스 체계의 질문 내용 이동만 위원장 명의로

JPNIC 또는 JPRS에 질문

o (회의록 작성) 사무국에서 1주일 이내 회의록 작성 후 전체 회람

(2일)을 통해 검토 후 2주 이내 온라인 게시를 원칙으로 함

- 위원장 검토 절차 삭제

- 위의 일정이 불가능할 경우 2주 이내 작성, 3주 이내 게시

o 도메인 등록대행자와 KIGA의 미팅 일정 확인

o IANA에 국가도메인 사례 조사

- Admin contact point가 개인으로 되어있는지, 단체(Head of

XXX)로 되어있는지

□ 지난 회의록 검토

o 일본 거버넌스 체계의 질문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

o 등록대행자 의견수렴 일정 검토

o 회의록 온라인 공개 절차에 대한 논의

- 위원장 검토 절차 삭제 후 2주 이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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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o (워킹그룹 보고) 최근 워킹그룹 내에서 유승희 위원실과 협의

- KIGA에서 만든 개정안에서 주소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만드는 

형태로 정리하여 법안을 만들기로 함

- 현재의 과기부 장관의 권한을 주소위원회와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 중

- 최근 의원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7월 말 최종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위원실에 확인 후, 발의를 진행할 예정

-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실 제출 전 온라인 공유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 예정

o (윤복남)

- 최초 1안의 ‘독립된 법인’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독립된 법인이 될

정도로 주소 업무가 많아 별도의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 산하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좌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 ⇒ 과기부 산하 행정위원회 형태

- 과기부 산하 행정위원회 형태로 권한을 나누는 것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국회, KISA 등) 의견을 수렴한 생존 가능한 법안 

제정 중

□ KGP 워킹그룹 보고

o (지난 회의) 2018. 6. 15. 금요일 한글+한자 혼용 찬반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KGP 위원 외 다른 참여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에 큰 진전은 없었음

o 현재까지 정리된 바로는, 한글문화연대는 LGR에 한자가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글+한자 혼용은 반대하는 입장임(단 한자 Only

한글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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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 중 일 언어패널은 현재까지 모양이 다르나 같은 의미로 쓰는 

글자에 대한 협의에 집중했으나, 다국어 도메인 생성규칙(RFP)에 

따라 의미는 다르나 모양이 유사한 글자(예: ‘한글’ 슴, ‘한자’ 合(합할 합))

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슈가 새롭게 부상함

- 이 부분에 대해 중국, 일본 모두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논의가 홀딩

된 상태임 

□ 올해 신규 이슈 논의 (계속)

<도메인 등록정책>

☞ KISA에 요청 : 도메인 등록대행자와 KIGA 미팅 일정 잡기, KISA

입장에서 KIGA가 논의해 줬으면 하는 이슈 구체화

<일본 거버넌스 체계 스터디>

☞ 사무국에 요청 : 영문 번역 후, 위원장 이름으로 JPNIC, JPRS에 질문

<주소지 개방>

- 주소지 개방은 국가별 주소 체계 등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이슈임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에 따라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WHOIS 모델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과정에 

한국 국가도메인의 주소지 개방은 현재시점에서 부담스러운 이슈

이며, 차기 WHOIS 모델이 시행된 이후 고민 필요

- ICANN에서 진행중인 차기 WHOIS 이슈는 향후 국가도메인 

WHOI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속적 스터디 필요

- GDPR 및 차기 WHOIS 모델 구축 과정 팔로우업을 위해 전응준 

위원과 가비아에서 2~3달에 한번 GDPR에 대한 발표 요청

☞ 전응준 위원에게 요청 : 9월에 GDPR 관련 이슈 발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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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논의 (IANA .kr admin contact)

o ccTLD admin contact 이관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후 계속 논의 예정

o (배경)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ccTLD

Manager, Technical Contact 정보는 수정되었지만 Administrative

Contact에 대한 정보는 변경되지 않음

o 국가별 ccTLD admin contact이 개인으로 되어있는지, 기관(head

of XXX)으로 되어있는지 조사해보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

하기로 함

o 최근 technical contact 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차기 회의 일정

o 일시 : 2018. 8. 31(금), 15:00 ~ 16:30

o 장소 : 363 바이아이디어 그룹(강남역 5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