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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41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8.11.2(금) 15:00~16:30 장소 363 바이미디어그룹(서초동)

참석자
(총 13인)

- 위원: 8인
- KISA : 2인

- 옵저버 : 3인

- 위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경석(부산대), 김상민(가비아),

박지환(오픈넷),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조진현(KISA)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KISA : 채령, 김보영

- 옵저버 : Joyce Chen(ICANN), 류승균(법무법인 태평양),

신동희(중앙대)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o (현황) 업데이트 사항 없음

- 국회 법제실 검토결과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음

- 국회 법제실 검토결과를 받은 후 온라인 보고 또는 다음회의에 보고예정

□ 제63차 ICANN 정례회의 결과 공유

<KGP 관련 GP 미팅 결과보고(이동만)> ※ [붙임 1] 참고

o (LGR)

- ICANN IP는 한·중·일이 합의한 한자 variant set을 결정한 원칙에

대해서 LGR proposal에 명시할 것을 요청(언어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원칙)

- CJK 커뮤니티는 의미적 동일성을 기반으로 variant set을 구성하였고

이는 다른 그룹과 다르기에 각자 어떤 방식으로 variant set을 구성

하였는지 기술하고 이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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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어 LGR with IP)

- IP는 Public comment 기간에 나온 한자 허용 반대의견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지난 KGP 회의 결과(한자 포함에 대한 

반대가 아닌 한글+한자 혼용에 대한 반대)를 전달하여 오해를 해소시켰음

- 여전히 IP는 왜 한자를 써야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용례를 더 찾아서 보강을 할 예정

o (결론)

- KLGR에 한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예제 추가 필요

- ‘한글+한자 혼용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하여 KLGR에 추가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제안서 상에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IP와 확인함

-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참여한 구성원들의

공식적 입장 재확인 필요

<ccNSO 관련 결과보고(이영음)> ※ [붙임 2] 참고

o (새로운 IANA 이양 체제에서 생성된 그룹에 대한 점검)

- RZERC, PTI 등의 활동에 대한 일반 보고서를 비롯하여 CSC의 

PTI 평가서, CSC 리뷰 결과, IFR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o (ccNSO 자체적인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활동)

- ccNSO 내에서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GRC에서 Rejection

Action을 행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중

- ccNSO의 ICANN 재정기여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ccNSO 조직을 점검하기 위한 IRP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o (ccNSO내의 정책수립 활동에 대한 보고)

- ccNSO의 정책으로 ccTLD의 소멸에 대한 정책 수립

- fast track 이후의 IDN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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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 및 국가명에 대한 논의인 WT-5에 대한 보고

- empowered community의 운영위원회인 EPA의 활동 보고

- 독일과 뉴질랜드의 GDPR 적용 사례에 대한 보고

<GDPR 및 WHOIS 관련 이슈 결과보고(KISA)> ※ [붙임 3] 참고

o (배경)

- GDPR이 18.5.25부터 발효가 되면서 WHOIS서비스가 영향을 받음

o (주요내용)

- GDPR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ICANN 이사회는 WHOIS 데이터 

처리에 관한 잠정적 상세요건(Temp Spec)을 채택하였음

- 잠정적 상세요건에 따르면 레지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라가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거나, Pubilc하게 보여주지 않게 되어있음

- 임시규정은 90일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대 1년 동안 유효

- 현재 임시적인 모델에 대해 각 레지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라가 

WHOIS 정책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

- 비공개 후이즈 정보에 대한 접근 모델이 UAM(Unified Access Model)

으로 구체화 됨

o (윤복남)

- 비공개 WHOIS 데이터 접근 권한을 어떤 조건하에서 부여할 것

인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로, 주소자원분과에서도 주시하고 

팔로우 해야 함 

□ 차기 회의 일정

 o 일시 : 2018. 12. 7. (금), 15:00 ~ 16:30

o 장소 : 강남GS타워(역삼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