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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개요

o 일정 장소 : ‘12. 3. 11(일) ~ 19(월), 코스타리카 산호세

o 회의명 : 제43차 ICANN( 세계인터넷주소기구) 정례회의 참석

□ 출장 과

o 국내 인터넷 안정성 강화를 한 L루트서버 국내 유치

- 국내 3개 루트서버 유치에 이어 4번째 L루트서버를 추가하여 국내

인터넷 운 환경의 안정성 강화 속도 개선 효과

    ※ 국내 3개 루트서버 복제본 : F루트(KISA), J루트(KT), M루트(KINX)

o 다국어도메인 이용환경 개선을 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 KISA는 '.한국'과 같은 다국어도메인 이용환경 개선을 해

ICANN 차원에서 Google, MS 등과 같은 로벌업체들의 논의

참여를 독려해 것을 공식 제안하 으며, ICANN이 제안을 받아

들여향후이들 로벌업체들이 함께참여하는 특별회의추진검토 정

o .kr 국가도메인 25주년 공로 인증서 받아

- ICANN은 25주년을 맞이한 21개국 국가도메인 리기 에게 국가

도메인 운 의 공로를 인정하고 상호 력과 발 을 다짐

    ※ 전세계 국가도메인은 총 278개, .kr 도메인은 1986년 9월 29일 서비스 개시

□ ICANN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

o 신규 gTLD 로그램 원회 구성 승인

- 2012년 1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 수 정이며 이르면

2013년 등록서비스 정인 신규 gTLD 생성 련하여 세부

이슈를 구체 으로 다루기 한 별도의 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 2 -

o SSAC(보안안정성 자문 원회) 멤버 변경(신규 임명 2명, 퇴임 1명)

- 로버트 구에라(Robert Guerra, 캐나다)와 리 해머(Julie Hammer, 호주) 신임

- 시야동 리(Xiaodong Lee)는 2010년 6월 25일부터 ICANN 보안

안정성 자문 원회 원으로 활동하 으며, 2011년 12월 ICANN

부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SSAC 멤버에서 퇴임하기로 결정

o .BH 국가도메인 재 임 승인

- ICANN은 바 인의 국가도메인 .BH 리권한을 기통신조정당국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에 재 임하기로 결정

□ 인터  거버 스 션 주요 내용

o 배경

- 오는 12월 ITU의 국제 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 기통신

규칙(ITR)1) 개정(안)에 'ICANN에 한 ITU의 통제권한 강화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ICANN에서 련 세션을 마련하여 논의 진행

     ※ ITU는 그간 전기통신에 관한 규정(ITR)만을 담당해 왔으나, 이번 12월 회의를 

계기로 인터넷 관련 규정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o 황

- ICANN은 미 상무성과의 계약 하에 설립된 비 리 민간기구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 IP) 련

국제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 미 정부 주도로 설립된 ICANN의 인터넷주소(도메인, IP주소) 리에

불만을 갖고 있던 러시아, 국, 라질, 인도 등이 합심하여, UN

산하 ITU와 같은 국가간 기구가 인터넷에 한 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번 ITR 개정(안)을 의제로 상정

1) 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 국제전기통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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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와 유럽, 호주 등 다수 선진국은 행 ICANN 모델인

다자간 의모델(multi-stakeholder model)을 통한 인터넷 거버 스

( 리방식)을 지지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립 형태를

보이고 있음

- ICANN은 번 회의 기간 인터넷거버 스 망 세션을 마련하여

인터넷 거버 스 안, 2012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인터넷거버 스포럼(IGF) 비 황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o ICANN 참석자 의견

- 인터넷의 특성상, 행 ICANN 모델인 다자간 의모델(multi -stakeholder

모델)이 료 인 ITU(국가간기구) 체제보다 민주 이고 효율 이며,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번 ICANN 회의 개최국인 코스타리카의 경우, 친치야 통령의

ICANN 개회사 연설문을 통해 ICANN 모델에 한 강력한 지지의사

표명하 으며 ICANN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

 ※ 친치야 대통령 연설 요지 : 인터넷은 모두의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모델) 민주적 접근방식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직적․폐쇄적․관료적인 국제 거버넌스 기관(ITU와 같은 국가간기구)을 통해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 설파

o ICANN 內 향후 논의 일정

- ICANN에서 자체 으로 계획 인 인터넷 거버 스 세션( 는

워크 ) 개최 계획은 재 없는 것으로 악

- ICANN 內 국가도메인 의체(ccNSO)는 6월 개최되는 제43차 ICANN

라하 회의기간 개최되는 ccNSO 멤버회의에서 ITU 련 세션을

별도 마련하여 황을 공유하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