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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53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20.01.31(목) 14:00~16:00 장소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참석자
(총 14인)

- 위원: 7인
- 옵저버 : 5인
- KISA : 2인

- 위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경석(부산대)*, 김상민(가비아),
박창민(KISA),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 참여)

- 옵저버 : 최지연(오픈넷), 미루(진보네트워크), 김민정(경찰
대학교), 이재영(동국대학교), 임승재(고려대학교)

- KISA : 박유리, 김보영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o (현황)

- KIGA에서 제안한 인주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긍정

적으로 나옴

- 심사소위에서 논의한 이후 본 회의로 상정되어야 하나, 아직 심사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되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함

o (향후 예측)

- 2월에 국회가 열릴 수 있으며, 쟁점 법안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총선 이후 5월 쟁점 이외의 법안을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

- 5월 쯤 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 보고

o (현황)

- 원고는 총 4종으로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검토, 도메인 양도 시 

소유자 증명 개선 방안, or.kr 도메인 등록 요건 개선 방안, 도메인

등록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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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가의견)

- 작성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그대로 주소자원분과에서 통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 총 4종의 원고를 주소자원분과로 공유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 필요

o 향후 이슈 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함

- or.kr 도메인 등록 요건 개선 방안 (3~4월)

- 도메인 등록정보와 개인정보보호

- 도메인 양도 시 소유자 증명 개선 방안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검토 (2월)

- .kr WHOIS 개선 (2월)

☞ 온라인 코멘트를 통해 의견을 받고 추후 회의 때 논의 예정

□ WHOIS 이슈

o WHOIS 연구반은 연구반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KIGA 차원에서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받아 .kr WHOIS 개선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

o WHOIS 연구반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WHOIS
자체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외부 시선에서 보는 

검토의견도 필요하며, WHOIS 연구반 결과를 KIGA에서 검토하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추가 논의

o 제5차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차기 기본계획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브레인스토밍과 열린 토의 필요

o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KISA에서 주도적

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차기 회의 일정

 o 일시 : 2020. 2. 27. (금), 15:00 ~ 16:30

o 장소 :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