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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51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19.11.21(목) 16:00~18:00 장소 서초동아타워

참석자
(총 12인)

- 위원: 10인
- 옵저버 : 2인

- 위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경석(부산대), 김상민(가비아),
박지환(오픈넷),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이정민(KISA),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 옵저버 : 박유리, 김보영, (이상 KISA)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도메인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

o (현황)

- 작업이 마감되는 상황이여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

별로 위원들이 담당하여 작성해준 원고를 검토하는 회의 진행

- PP서비스 이슈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었는데, 오병일 위원의 워킹

그룹 참여로 PP에 대한 페이퍼를 작성하기로 함

‣ gTLD PP서비스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kr 또는 국내 

레지스트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o (WHOIS 정책 연구반)

- WHOIS 정책 연구반을 운영하고자 1차회의를 11월20일(수)에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연구반에서 활동할 위원에 대한 참여 요청

- (논의 할 내용)

‣ WHOIS 관련 ICANN의 정책 및 시사점 공유

‣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도메인 kr.한국 등록 시, 해외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정책을 마련할 때 GDPR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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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gTLD WHOIS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리스트업 작업

‣ 현재 국가도메인 WHOIS 정책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

- (추가 의견)

‣ (윤복남) 연구반 운영 시 KIGA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KIGA에서 참석하는 위원이 리에종식으로 논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전응준 위원은 현재 WHOIS 정책 연구반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리에종 대표 역할을 맡고, 윤복남 위원장 및 오병일 위원 참석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o (현황)

- 10.28.(월) 이종걸 의원을 대표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KIGA 명의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마련하여 공표하고자 

하며, 초안은 워킹그룹에서 마련하여 전체 회람을 하였음

o (앞으로 할 일)

- 개정안 발의 논평 초안을 검토한 후 확정하여 KIGA 명의로 공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

o (추가 의견)

- (박지환) 국회가 마감되어 가는 분위기여서 장담하긴 어렵지만 일단

발의됐다는 점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오병일) 발의가 됐으니깐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

라도 새 국회가 구성될 경우 의원실만 섭외되면 지연 없이 발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윤복남) 논평을 사실 발의할 때 바로 냈어야했는데 3주가 지난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며, 이동만 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고 박지환 변호사님께서 리스트를 통해 배포를 해주시길 바람

- (윤복남) 상임위에서 안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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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P 워킹그룹 보고  ※ [붙임 1] 참고

o 제66차 ICANN회의(‘19.11.2~7)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CJK 회의 개최

- (일본)

‣ 글꼴이 비슷한 가나와 간지를 이체자 묶음으로 묶는 것을 극렬

하게 반대하던 Unicode의 confusalbes.txt에 있는 10개의 쌍을 

이체자로 묶는 가능성을 검토에 관한 실험을 갑자기 발표

- (중국)

‣ confusables.txt에 있는 여섯 개 쌍 가운데 세 개는 이체자 묶음

으로 묶지 않고, 나머지 세 개만 이체자 묶음으로 묶겠다고 발

표함. 중국은 실험은 하지 않음 

o (향후 일정)

- 한글-한자 이체자 묶음(슴/合)에 대하여 검토하여 알맞은 이체자 

묶음을 K-LGR(XML)에 반영시켜야 함

- 중국과 무관하게 한국만의 이체자 묶음 목록을 만드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현재의 K-LGR (v1.0)을 고쳐서 v2.0을 만들어서 IP로 보낼 예정

□ 제66차 ICANN 정례회의 참석 결과 공유

o (WHOIS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 EPDP) (전응준)

- (쟁점)

‣ WHOIS를 구성하는 정보 중 GDPR 등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Registrar 또는 Registry에 의해 수집이 되어야하고 

WHOIS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 WHOIS에서 비공개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WHOIS 비공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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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개편되는 WHOIS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EPDP Phase 2 결과물 정리)

‣ Working definition이 제안됨 

‣ 논의하고 있는 아래 핵심 주제에 관한 worksheet가 작성되고 있음

‣ SSAD의 구성요소(building blocks)를 확인하기 위한 use case 검토

- (정책권고 보고서 제출 일정)

‣ 최초 보고서는 ICANN66 까지, 최종 보고서는 ICANN67까지 제출

하기로 하였으나 검토할 사항이 많아 계획이 수정되어 2020년 2분기

까지 제출하기로 함

- (추가 의견)

‣ (윤복남) SSAD의 한국 적용을 생각해본다면 크리티컬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함

o (ccNSO의 조직 재정비) (이영음)

- ccNSO에서는 empowerd community가 되면서 조직 재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 중 주목할만한 

것은 ccNSO council의 임기 제한, 새로운 인물의 영입 등이었음

-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며, 일본의 경우 Hiro Hotta의 임기가 

2020년 3월에 끝나고 Atsui Endo를 대신 내세웠고 AP 지역 

council 선거에는 대만의 후보도 출마해서 경선할 예정

- 내년에 .kr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면 .kr의 대표가 하나도 

없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며 후보를 선정하여 3월 회의부터

ICANN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차기 회의 일정

 o 일시 : 2019. 11. 21. (목), 14:00 ~ 16:00

o 장소 : 서초동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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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klgp299_51_20191121_KIGA
날짜: 2019.11.21.목.
만든이: 김 경석, KGP 위원장
제목: 제51차 주소 자원 분과 회의에 보고 - 한국어 최상위 도메인 이름 생성 규칙 논의 현황

1. KGP 회의
  - 지난 제50차 주소 자원 분과 회의 뒤에 열리지 않았음.

2. ICANN #66 회의(2019.11.02.토.-07.목., 캐나다 몬트리올) 

2.1 CJK 회의 일정 및 참석자

  - CJK 회의에 한국 참석자: 김 경석, 이 동만, 전 응준, 김 보영 (4 명)
  - 타이완 1 명, 중국 1 명 (원격 접속), 일본 3 명, ICANN 2 명, IP 2 명

2.2 visual similarity (visual identity?): 한글 글자마디-한자 사이, 간지-가나 사이
  1) 일본: 
    - 글꼴이 비슷한 가나와 간지를 이체자 묶음으로 묶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일본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일본은 Unicode의 confusables.txt 에 있는 10 개 
쌍을 이체자로 묶는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실험하였다고 이번 회의에서 갑자기 
발표함.

    - 또한 (히라가나-가다가나) 및 (가다가나-간지) 사이의 혼란 가능성에 대하여 
ICANN으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아 간단한 실험을 했으며, 앞으로 좀 더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함.

    - 일본의 실험은 그냥 요식 행위로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 visual similarity 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더욱이 중국과 한국 GP도 visual 
similarity에 대해 일본처럼 반대한다는 공동 편지를 IP에게 보내자고 일본이 
제안하여, 실제 한중일 의견으로 편지를 보냈던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데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바꾼 일본의 행태는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아주 어이 없는 것임.

  2) 중국: confusables.txt에 있는 여섯 개 쌍 가운데 세 개는 이체자 묶음으로 묶지 
않고, 나머지 세 개만 이체자 묶음으로 묶겠다고 발표함. 중국은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참고. confusables.txt 에 대하여 IP(5 명)/IDN Prog. Mgr.(Sarmad)는 과거에 전혀 
한중일에게 말한 바 없으며, 이번에도 일본과 중국이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바, 
IP/IDN Prog. Mgr.가 한중일에 관한 한 명확한 체계나 계획이 없이 그 동안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자 세션명 (아직 정확한 일정표는 올라오지 않았음)
11.06.수. 1615-1645 IDN Root Zone LGR session (KGP status update 발표)
11.03.일. 1030-1200 CJK GPs Coordination Meeting [C]
11.03.일. 1330-1500 CJK GPs Meeting with Integration Panel [C]
11.07.목. 1130-1200 CJK GPs Coordination Meeting [C]
11.07.목. 1200-1300 CJK GPs Meeting with Integration Pane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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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중 사이의 이체자 묶음 목록 (variant group) 통합 문제
  - IDN Program Manager인 Sarmad와 IP가 한중 사이에 이체자 묶음 목록을 

통합하지 말고, 한중 각각의 이체자 묶음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대하여,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함.

  - 그래서 IP와 IDN Program Sr. Manager 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항의하였음.
    “한중 이체자 통합을 하지 않을 것이면, 도대체 왜 CJK 모임이 필요했으며, 왜 3년 

동안 통합을 하고, 몇 번이나 통합의 진행 중간 결과를 보고할 때에, IP와 IDN 
Prog. Mgr. 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는가? 3 년 동안 시간 낭비만 했다”

  - 이에 대해 IP/Prog. Mgr.는 CJK와 IP/Prog, Mgr. 사이의 의사 소통에 문제(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하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항의하였음.

    “의사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의사 소통은 잘 되었으며, 다만 IP/Prog. 
Mgr.의 입장(position)이 바뀌었을 뿐이다.”

  - IP/Prog. Mgr.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임.

3. 앞으로 KGP가 할 일

3.1 한글-한자 이체자 묶음 (보기: "슴”과 합할 합 “合”)에 대하여 검토하여 알맞은 
한글-한자 이체자 묶음을 K-LGR(XML)에 반영시켜야 할 것임.

    - 한국은 이미 한글-한자 사이의 혼란 가능성에 대하여 간단한 실험을 한 바 
있으며, 이를 이번 ICANN 66 차 한중일 회의에서 발표하였음.

    - 꼴이 비슷하여 혼란 가능성이 있는 한글-한자 후보를 현재대로 7 개 그대로 할지, 
개수를 좀 더 늘이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지 논의해야 함.

    - 또한 좀 더 체계적으로 한글-한자 사이의 혼란 가능성을 실험할지, 한다면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생각해야 함.

    - 참고. 처음에는, 꼴이 비슷한 가나-간지를 이체자 묶음으로 묶지 않기 위하여 
일본이 실험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나-간지를 이체자 묶음으로 
묶으려고 하면서도 일본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 우스운 상황임. 애초에 
IP의 요구대로 일본이 가나-간지를 이체자 묶음으로 묶겠다고 하였으면 실험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였음.

3.2 중국과 무관하게 한국만의 이체자 묶음 목록을 따로 만드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그리고 한국만의 이체자 묶음 목록을 K-LGR(XML)에 반영시키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3.3 현재의 K-LGR (v1.0)을 고쳐서 v2.0을 만들어서 IP로 보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앞으로 K-LGR v2.0에 넣을 예정인 7 개 짝
  U+C2A5 슥 - U+4ECA 今
  U+C2B4 슴 - U+5408 合 
  U+D2BD 튽 - U+9577 長 (K-LGR v1.0에는 없었던 짝임)
  U+C870 조 - U+4E15 丕 (K-LGR v1.0에는 없었던 짝임)
  U+C4F0 쓰 - U+4E1B 丛
  U+B9C8 마 - U+535F 卟
  U+B258 뉘 - U+723F 爿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