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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안)
회의명 제58차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회의

일  시 2020.10.30(금) 16:00~18:00 장소 강남 예인스페이스

참석자
(총 11인)

- 위원: 8인
- KISA : 2인
- 옵저버 : 1인

- 위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김상민(가비아), 류승균(넷플릭스)*,
박지환(오픈넷)*, 박창민(KISA),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동만(KAIST),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 (온라인 참여)*

- KISA : 박유리, 김보영
- 옵저버 : 미루(진보네트워크)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인터넷주소자원법 워킹그룹 보고

o (현황) 각 국가의 인터넷 거버넌스 사례를 1차로 번역을 함  (※ 붙임 1 참고)

o (주요내용)

-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번역

-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민관주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 중

o (정리)

- 각 국의 거버넌스 사례의 번역 부분을 수정하여 잘 정리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일본의 거버넌스 체계가 정리된 별개의 보고서를 거버넌스 사례에

통합 시키는 것으로 박지환 위원에게 요청

o (향후일정)

- 일본의 거버넌스 체계가 정리된 별개의 보고서를 거버넌스 사례에

통합 시키는 것으로 박지환 위원에게 요청

- 입법을 진행하기 위한 국회의원과의 미팅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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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P 워킹그룹 보고

o ’20.9.1 K-LGR v2.1을 IP에 보냄

o ICANN 정례회의 때 경과 보고를 하였음

□ WHOIS 이슈 논의

o WHOIS에서 법인명을 비공개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ICANN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법인 등기부 제도화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

- 등기부 제도화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등기부 제도화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인명 비공개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

o (추가의견)

- (오병일) 법인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개인정보 문제보다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기 힘들어서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 (윤복남) 법인을 비공개하는 것에 대한 리뷰를 했을 때 법 규제

및 제도상의 이점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음

- (KISA) 현재 법인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ICANN에서 정책적

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하는 여러 반대 의견과 논란이 있음

- (윤복남) 분쟁조정 신청 전에 사전적으로 준비를 위해 이해관계를

입증한다면 등록인이 누구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음

o (정리)

- 법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하되, 법인명 공개, 나머지 등록정보는

비공개(담당자 연락처 등)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차원에서의 참여 및 국내적 준비를 병행해야 함



- 3 -

□ or.kr 도메인 이슈

o (현황)

- 영리기업 개인이 비영리 자격 도메인(or.kr)을 사전 승인 없이 등록

가능함에 따라, 자격 부적격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

o (논의된 내용)

- 등록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대다수 동의하지 않음

- 앞으로도 비영리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다수의 의견

- 큰 틀에서는 현행 유지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

o (추가의견)

- (류승균) 비영리로 유지할 경우 비영리 판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등록 신청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봄

- (류승균) 비영리를 위한 도메인 등록을 위한 증명서류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공익법인설립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이동만) 비영리로 정한다고해서 사전심사를 꼭 진행할 이유가 

있을지? 이슈가 생겼을 때 사후에 조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함

- (전응준) or.kr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공공기관 문제인데 공공

기관에는 새로운 도메인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

o (정리)

- KISA의 안으로 정리해서 안건을 올리고, 다음 회의 때 리뷰 하는 

형태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 차기 회의 일정 : 2020. 11. 20. (금), 15: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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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각 국가의 인터넷 거버넌스 사례표(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

cc 국가명 현재 위상 정부의 역할 웹사이트

.at    Austria 비영리 법인 Observer http://www.nic.at

.be    Belgium 비영리 법인 none http://www.dns.be

.ca    Canada 비영리 법인 Agreement http://www.cira.ca/

.cz    Czech Republic 비영리 법인 Management http://www.nic.cz

.dk    Denmark 비영리 법인 Legislation http://www.dk-hostmaste
r.dk

.eu    European Union 비영리 법인 Legislation http://www.eurid.eu

.fi   Finland 정부기관 Legislation http://www.ficora.fi

.fr   France 비영리 법인 Council reps http://www.nic.fr

.de    Germany 비영리 법인 Observer http://www.denic.de

.gr    Greece Foundation Legislation- Contract with NRA https://grweb.ics.forth.gr

.hu    Hungary 　 Legislation http://www.nic.hu

.is    Iceland private 
sector

None http://www.isnic.is

.ie    Ireland 비영리 법인 Legislation http://www.iedr.ie

.it    Italy 비영리 법인 Management http://www.nic.it/

.jp    Japan private 
sector

Endorsement + 
자문/감독(재무․회계 보고, ‘16) http://jprs.co.jp

.kr    Korea 정부기관 Approval http://www.nic.or.kr

.lu    Luxembourg 학계 　 http://www.dns.lu

.mx Mexico 학계 Proposed legislation http://www.nic.mx

.nl    Netherlands 비영리 법인 Cabinet Review http://www.sidn.nl

.nz    New Zealand 비영리 법인 Endorsement + 협력(MoU/’16) http://www.domainz.net.n
z

.no    Norway 비영리 법인 Legislation http://www.norid.no

.pl    Poland 비영리 법인 Endorsement http://www.nask.pl

.pt    Portugal 비영리 법인 　 http://www.dns.pt   /

.sk   Slovak Republic 　 　 http://www.sk-nic.sk

.es    Spain 정부기관 Legislation http://www.nic.es

.se    Sweden 비영리 법인 Legislation http://www.iis.se

.ch    Switzerland 학계 Legislation http://www.nic.ch/

.tr   Turkey 학계 　 http://www.nic.tr

.uk    UK 비영리 법인 Advisory http://www.nic.uk

.us    US private 
sector Contract http://www.nic.us

.ar    Agentina 정부기관 none  + 외교부에서 운영 http://www.nic.ar/

.br    Brazil 다자간협의체 Participates http://www.nic.br/

.cn    China 정부기관

none 
중국공업정보화부(MIIT)+중국과
학원(CAS) 관리․감독. 
CNNIC 운영위원회에 MIIT, 
CAS 다수 참여

http://www.cnnic.cn

in     India 비영리 법인 none http://www.nix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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