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년 3 월 15 일 

2013 세계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WTPF) 2013 을 위한  

사무총장 보고서 

 
 

1. 서문 

 

1. 1 5 차 세계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WTPF-13) 1 

 

1.1.1 1994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신설된 WTPF 는 새로이 부상하는 

정보통신기술 정책 및 규제 문제, 특히 글로벌 문제와 부문간 이슈에 관하여 ITU 회원국과 부문 회원이 

서로 견해를 밝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결의 2, Rev. Guadalajara, 2010). 

 

1.1.2 결정 562 에 의해, 2011 ITU 이사회는 결의 101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네트워크”(Rev. 

Guadalajara, 2010), 결의 102 “인터넷 및 도메인 이름과 어드레스를 포함한 인터넷 자원의 관리에 관한 

세계적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한 “ITU’의 역할(Rev. Guadalajara, 2010), 결의 133 “국제화(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관리에서 회원국 정부의 역할”(Rev. Guadalajara, 2010) 에서 제기된 모든 이슈를 WTPF-

2013 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1.1.3 ITU 사무국은 결의 101 (Rev. Guadalajara, 2010), 결의 102 (Rev. Guadalajara, 2010), 결의 133 (Rev. 

Guadalajara, 2010)과 관련된 ITU 의 활동에 관하여 ITU 이사회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를 작성한다. 

기타 관련 활동도 ITU 의 전략, 운영 및 재정 계획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ITU 에 의해 수행된다.  

 

1.1.4  2010 전권회의의 결의 102 와 140 에 따라, 헌신 그룹(Dedicated Group) 2의 작업을 발판으로 

세계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관한 이사회작업반(CWG-Internet) 3이 별도 그룹으로 2011 

이사회의 결의 1336 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그룹의 권한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은 2009 이사회의 

결의 1305 에서 확인된 이슈를 포함한 세계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밝히고,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개협의4가 따로 있는 가운데, ITU 회원국만 CWG-

Internet 에 참가할 수 있다. 이사회 2012 의 결의 1344 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온라인 협의를 

포함시키기 위해 CWG-Internet 의 공개협의 방식을 더욱 구체화하였다5. 

 

1.1.5 WTPF-2013 에서는 처방적 규제안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단, 전권 결의 (및 ITU 회의와 

집회에서의 기타 결정 사항)과 ITU 이사회 산하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담당 실무 그룹의 담당 

                                                           
1
 Note: the title of WTPF-13 is specified in Res. 2 (Rev. Guadalajara, 2010), Council 2011 Decision 562, and Council 

2012 Decision 572. 
2
 Dedicated Group on international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y issues, available at 
http://www.itu.int/council/groups/wsis/dedicatedgroup.html 

3
 CWG-Internet, available at:  http://www.itu.int/council/groups/CWG-Internet/index.html. 

4
 Quoting instructs the Council 1 of Res. 102 (Rev. Guadalajara 2010). 

5
 Council 2012 Res. 1344 (available at: http://www.itu.int/md/S12-CL-C-0086/en). 

http://www.itu.int/council/groups/CWG-internet/index.html
http://www.itu.int/council/groups/wsis/dedicatedgroup.html
http://www.itu.int/council/groups/CWG-Internet/index.html
http://www.itu.int/md/S12-CL-C-008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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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에 따라 ITU 의 수행 지시의 일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과 WTPF 주제 및 토론 내용 간의 

모순을 방지할 필요성, 그리고 상기 1.1.3 절과 1.1.4 절의 내용을 유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통해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채택하여 ITU 회원국, 부문 회원, 관련 ITU 회의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6. 

 

1.1.6 세계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 2013(WTPF-2013) 관련 모든 정보는 http://www.itu.int/wtpf 에 

게재되어 있다. 

 

1.2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과정 

 

1.2.1 세계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 2013(WTPF-2013)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ITU 회원국과 부문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며 포럼의 단독 작업 문서로 사용될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초해 

결론을 내려야 할 주요 이슈에 중점을 둔다(2011 이사회 결정 562). 이 보고서 초안은 논의될 내용의 

잠재적 범위를 대략적으로 밝히며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현재 고려중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중 

일부를 소개한다. 

 

1.2.2  2012 ITU 이사회의 승인 및 결정 562에 따라, 사무총장은 정책포럼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균형 잡힌 비공식 전문가 그룹(IEG)을 소집했다. IEG 참여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열려 있었다.  IEG는 

페트코 칸체브(불가리아) 의장의 주관 하에 세 번 개최되었다. 두 번은 2012년(6월 5일, 10월 8일 – 

12일)에 열렸고, 한 번은 2013년 6월 8일에 열렸다. 140명 이상의 전문가가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참여하였다
7
.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ITU 사무총장보고서의 여러 초안(총 5개) 및 오피니언에 대한 약 

75개의 의견서(contribution)를 제출했다. WTPF-13 준비 과정 중 문서는 WTPF 웹사이트에서 제약 없이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이사회는 2012 회의에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는 Tunis Agenda (2005)의 35항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근거로 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그들의 독자적인 견해를 기고할 수 있도록 WTPF-2013의 IEG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전문가 그룹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를 

고려한 2011 및 2012 이사회 결정에 따라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는 IEG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이해관계자는 http://www.itu.int/wtpf에 등록해 IEG 참여 관심을 밝히도록 요청된다. 

 

1.2.3 이 보고서의 출처는 ITU 사무총장으로, WTPF-13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밑바탕을 정하기 

위해 IEG가 총체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한 코멘트, 조언(input) 및 의견(contributions)를 고려한 것이다. 

보고서의 본문은 반드시 IEG의 합의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IEG 개별 구성원들의 의견의 

총합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개별 원문에 대한 주석을 원문을 제출한 단체가 사무총장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2.4 WTPF-13 후속논의를 위해, 6개의 오피니언이 IEG의 합의를 거쳐 제출되었다.  

 오피니언 1 : 연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으로서 IXP 촉진 

                                                           
6
 주: 1.1.5 절은 2012 년 연례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사회 문건(Council Document) C12/27 (Rev. 2)에 포함됨. 

7
 List of members of the IEG is available at: http://www.itu.int/md/S13-WTPF13IEG3-ADM-0002/en 

 

http://www.itu.int/wtpf
http://www.itu.int/wtpf
http://www.itu.int/md/S12-CL-C-0027/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ADM-000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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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2 : 브로드밴드 연결성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 

 오피니언 3 : IPv6 도입을 위한 능력 배양 지지 

 오피니언 4 : IPv6 도입 및 IPv4 로부터의 전환 지지 

 오피니언 5 :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자간협의모델(Multi-stakeholderism) 지지 

 오피니언 6 : 강화된 협력 절차 운영 지지 

오피니언 초안은 이 보고서의 붙임 2 에 첨부되어 있다.  

1.2.5 준비 과정은 표 1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는 IEG 구성원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했으며, 또한 2012 ITU 이사회
8
에 의해 승인되었다.  

 

표 1: 사무총장 보고서 논의 일정표 

2012 년 3 월 9 일 사무총장 보고서 1 차 초안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마감.  

2012 년 4 월 13 일  사무총장 보고서 1 차 초안의 온라인 게재 및 회원 회람(사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 

2012 년 5 월 15 일  보고서 1 차 초안에 대한 회원 의견과 2 차 초안을 위한 추가자료 접수 마감. 

2012 년 6 월 5 일  1 차 IEG 회의. 

사무총장 보고서의 예비 2 차 초안. 

2012 년 6 월 25 일  예비 2 차 초안에 관한 의견 접수 마감. 

2012 년 7 월 3 일  접수된 의견을 담은 2 차 초안의 온라인 게재. 

2012 년 8 월 1 일  2 차 초안에 관한 의견 접수 마감 및 초안 의견을 위한 대략적 개요를 

포함한 3 차 초안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IEG 

참석 초청장 발송. 

2012 년 8 월 31 일  3 차 초안 및 초안 의견을 위한 대략적 개요의 온라인 게재. 

2012 년 9 월 30 일  3 차 초안에 관한 의견 접수 마감. 

2012 년 10 월 10-12 일 2 차 IEG 회의. 

2012 년 1 월 10 일  초안 의견을 포함하여 4 차 초안의 온라인 게재. 

2013 년 2 월 6 일-8 일 3 차 IEG 회의. 

2013 년 3 월 1 일 
9
 사무총장 보고서 확정 및 발행. 

2013 년 5 월 13 일  WTPF 전략적대화 개최 

2013 년 5 월 14-16 일  

(WSIS 포럼 2013 과 병행)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관한 5 차 WTPF 개최 

 

2. WTPF-2013 주제 

 

2.1 결정 562 에 의해, 2011 ITU 이사회는 결의 101(Rev. Guadalajara, 2010), 결의 102(Rev. 

Guadalajara, 2010), 결의 133(Rev. Guadalajara, 2010)에서 제기된 모든 이슈를 결정 2 (Rev. Guadalajara, 

                                                           
8
ITU Council 2012 Document C12/27, “Preparations for the Fifth WTPF”.  

9
 참여국들의 많은 관심 및 의견서를 고려하여,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ble interest and large number of 

contributions received, the Secretariat published the ITU Secretary-General's Report on 15 March 2013 

http://www.itu.int/md/S13-WTPF13REPORT-C-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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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에 따라 WTPF-2013 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결의 101 (Rev. Guadalajara, 2010)과 102 

(Rev. Guadalajara, 2010)는 1998 년 채택되어 가장 최근 2010 년 전권회의에서 수정되었다. 결의 

133(Rev. Guadalajara, 2010)은 2002 년 채택되어 최근 2010 년 전권회의에서 수정되었다.  

 

2.2 ITU 이사회 결정 562 에 따라, WTPF 는 결의 101, 102 및 133 (Rev. Guadalajara, 2010)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이다. 다음은 IEG 회의
10 에서 회의의 넓은 테마로 제시된 것들이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관리의 다자간협의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및 사용을 위한 글로벌 원칙;  

 ICT 의 글로벌 개발, 확산 및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 개발을 위한 전략; 

 인터넷의 성장 및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인터넷이 성장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11 

 저렴한 글로벌 접속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 인터넷 교환 지점(IXP)의 중요한 역할12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 사회에 돌아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ITU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적절히 협약을 통해 ITU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RIR(대륙별 인터넷주소관리기구), 

IETF(인터넷기술표준화기구), ISOC(인터넷사회) 및 W3C(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IP 기반 네트워크 및 미래 인터넷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관련 조직간 협력과 조정을 확대하는 방법 및 수단 모색. 

 

2.3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전권회의의 결의 101, 102 및 133 (1.1.5 유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아래 단원에 열거하였다. 

 

2.3.1 ICT 의 글로벌 개발 및 확산 

 

a) 인터넷의 기원13은 인터넷 개발에 대규모 재정적, 지적, 인적 투자를 한 미국에서 40 년 전에 

개발된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컴퓨팅, 디지털 통신 및 반도체 등 다양한 기술이 인터넷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3 년 TCP/IP 가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몇 년 후 이는 

패킷기반네트워크(packet-based network) 연결을 위해 실험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상호연결네트워크, 컴퓨터 및 인터넷으로 알려진 이러한 네트워크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세트이다. 1983 년 IP 어드레스를 유의미한 이름으로 변환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이 도입되어 호스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 인터넷 사용이 간편해졌다14.  

                                                           
10

 For further detail, please see the Chairman’s Reports of the 1
st

 and 2
nd

 IEG meetings. 
11

 UK contribution (1 August, 2012). 
12

 ISOC Contribution (26 June, 2012).  
13

 “Brief History of the Internet”, by Barry M. Leiner, Vinton G. Cerf, David D. Clark, Robert E. Kahn, Leonard Kleinrock, 
Daniel C. Lynch, Jon Postel, Larry G. Roberts, and Stephen Wolff, available at: 
http://www.internetsociety.org/internet/internet-51/history-internet/brief-history-internet/.  
14

 See US/CNRI contribution (1 August, 2012) for a more detailed timeline of major technology milestones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8/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nternetsociety.org/internet/internet-51/history-internet/brief-history-internet/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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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터넷은 초기의 실험적 환경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오늘날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잠재적 영향력 범위가 전세계에 이르는 수많은 IP 기반 공용망과 민간망, 기타 통신망을 아우른다. 

인터넷상에서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수는 5 만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5. 

c) 인터넷의 성공은 수많은 정량 및 정성적 분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터넷의 규모와 성장을 

측정하는 정량적 분석은 GDP 에 대한 기여1617, 인프라의 성장18(예: 국제 인터넷 광대역, 설치된 

광섬유 길이, 인터넷 서버 수), 컨텐츠(예: 웹사이트 수,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데이터 트래픽 양19), 

인터넷 사용(예: 인터넷 가입자 수, 고정 및 무선 광대역 가입자 수, 인터넷 사용자 수20) 그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예: 기존 사업 또는 공무에 인터넷 도입)을 포함한다. 

인터넷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변형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21

. 인터넷은 지구촌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세계 지역 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d) 인터넷은 또한 국제 평화, 안정, 보안과는 다른 목적으로 인터넷 자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22,  스팸23, 온라인 아동 포르노 및 기타 아동 학대24, 신원 도용 및 사이버 범죄25, 사이버 

테러의 도구가 되었다. 사실 보안 미비는 인터넷 확산 및 더 큰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데도 제약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자국어 콘텐트 확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고26, 따라서 자국어 콘텐트 부족은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27. ITU(ITU 

내 여러 연구 그룹, ITU-IMPACT 등)뿐 아니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국제사고대응기구(FIRST), 메시지 남용 

                                                           
15

 미국 기고(寄稿)문(2012 년 10 월 2 일). 
16

 A 2012 McKinsey report found that in “Aspiring Countries”, or countries with the economic size and dynamism to be 
significant players on the global stage in the near future, the Internet contributed on average around 1.9% to GDP.  
The Internet’s contribution to countries’ GDP is likely to grow considerably in the future, given rapid growth in 
Internet penetration. The Internet creates net job growth in SMEs.  Specifically, the McKinsey report found that 
the Internet created an average of 3.2 jobs for every job it eliminated in Aspiring Countries. 

17
 U.S.A. contribution (2 October 2012). 

18
 Minges (2000), « Counting the Net : Internet Access Indicators”, available at: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e/8e_1.htm. 
19

 See for example, the IDC report on the Size of the Data Universe. 
20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Database. 
21

 www.valueoftheweb.com . Website contains country-by-country information 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ternet. 

22
 Contrib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4 October 2012). 

23
 2011 년 메시지랩의 정보 보고서(MessageLabs Intelligence Report) 참조: 

http://www.symantec.com/about/news/release/article.jsp?prid=20110524_02 
24

 http://www.itu.int/osg/csd/cybersecurity/gca/cop/; 다음 문헌도 참조: M. Taylor 와 E. Quayle, 아동 포르노: 

인터넷 범죄, Routledge: 런던, 2003, pp. 159-163; Y. Akdeniz, 국제 아동 포르노와 법: 국내 반응과 국제적 반응, 

Aldershot Ashgate, 2008, p. 7;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성적 착취에 대한 선택 의정서; 2009 년 G-8 각료회의 

선언문(http://www.justice.gov/criminal/ceos/downloads/G8MinistersDeclaration20090530.pdf),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옥스포드 대학교 출판사)에 게재된 Alisdair A. Gillespie 의 “온라인 

아동 포르노 관련 사법적 이슈”에 상기 내용 모두 인용됨(2012 년 8 월, 20 권 3 호) 
25

 See for example, monitoring and intelligence from Symantec, available at: 
http://www.symanteccloud.com/en/us/globalthreats/ or the growing sophistication of cyber-risks for enterprises 
from the Cisco Annual Security Report 2011, available at: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vpndevc/security_annual_report_2011.pdf. 

26
 OECD, UNESCO, ISOC 보고서(2012 년): “자국어 콘텐트, 인터넷 개발 수준, 접속료의 관계”, 자료 위치: 

http://www.internetsociety.org/localcontent/   
27

 사우디 아라비아와 수단 기고문(2012 년 8 월 1 일).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e/8e_1.htm
http://www.valueoftheweb.com/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2/en
http://www.symantec.com/about/news/release/article.jsp?prid=20110524_02
http://www.itu.int/osg/csd/cybersecurity/gca/cop/
http://www.justice.gov/criminal/ceos/downloads/G8MinistersDeclaration20090530.pdf
http://www.symanteccloud.com/en/us/globalthreats/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vpndevc/security_annual_report_2011.pdf
http://www.internetsociety.org/localcontent/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7/en


6 

방지 실무 그룹(MAAWG), 피싱 방지 실무그룹(APWG), 국제인터넷기술위원회(IETF),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정부기준 구조화 발전단체(OASIS), UN 총회 제 1 위원회의 

정부전문가그룹(GGE)을 포함하여 사이버 범죄, 사기, 아동 포르노 등을 다루는 많은 포럼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자국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과 자국 콘텐트 

성장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전세계적인 투자의 결과 자국어 콘텐트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자국어 콘텐트의 구성도 바뀌고 있다. 이제 콘텐트는 더 이상 선진국에 의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다 

분명히 대변하고 있다2829. 

e) 인터넷은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상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정보통신인프라는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 

인프라의 필수 부분이자,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광대역 보급률이 10%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에서 각각 평균 1.21~1.38%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세계은행, 2009 년). 국가별 사례연구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예: 파나마, 

필리핀, 터키30). 

f) 2012 년 말경 총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세계 24 억 명이었다. 총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1.9 억 명에 달했다. 인터넷 이용인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스페인어 사용자는 차이가 많이 나는 3 위이다(그림 1, 

우측).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되면, 2015 년경 주로 중국어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주로 

영어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를 앞지를 것이다31.  

g) 인터넷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국영 독점 사업자 체계를 시장 개방 및 경쟁, 민간부문 

참여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1980 년대와 90 년대의 시장 개혁으로 촉진된 기반 통신 

네트워크의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세계 각지의 엔지니어, 사업가, 혁신가, 

투자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32,33. 이와 같은 개혁으로는 시장 개방과 경쟁34, 국제 통신 

트래픽 전송에 대한 과금 체계 개편, 시장 자유화, 민영화
35
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통신 시장 

참여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전세계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령, 유선 시장과 비교할 때) 더욱 

치열해졌고, ICT 부문의 전 영역을 통틀어 가장 높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였다36. 

                                                           
28

 OECD, UNESCO, ISOC 보고서(2012 년): “자국어 콘텐트, 인터넷 개발 수준, 접속료의 관계”, 자료 위치: 
http://www.internetsociety.org/localcontent/.  
29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30

 광대역 관련 국가별 사례 연구 참조: www.itu.int/broadband/ 
31

 Broadband Commission report on “The State of Broadband 2012: Achieving Digital Inclusion for All” 
32

 ITU “WTDR 2002: Reinventing Telecoms”, available at: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33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1996/7: Trade in Telecommunications, available at: 
www.itu.int/newsarchive/press/WTPF98/TradeInTelecomsExSum.html. 

34
 ITU “2002 세계통신개발 보고서: 텔레콤의 재창조(Reinventing Telecoms)”. 자료 위치: http://www.itu.int/ITU-

D/ict/publications/wtdr_02/.  
35

 ITU “WTDR 2002: Reinventing Telecoms”, available at 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36

 ITU “2002 세계통신개발 보고서: 텔레콤의 재창조”(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와 

“2007 ITU  통신 개혁 동향 리포트: 차세대 통신망(NGN)으로 가는 길”(http://www.itu.int/ITU-

D/treg/publications/trends07.html) 등 참조.   

http://www.internetsociety.org/localcontent/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tu.int/broadband/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http://www.itu.int/newsarchive/press/WTPF98/TradeInTelecomsExSum.html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wtdr_02/
http://www.itu.int/ITU-D/treg/publications/trends07.html
http://www.itu.int/ITU-D/treg/publications/trends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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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민간부문, 정부, 투자자와, 특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통신망 사업자들의 투자가 있어서 가능했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트래픽은 늘고 있는 

반면, 고정망 가입자 한 명당 사용량 기준 원가는 거의 변화가 없다37 38.  

i) Tunis Agenda 의 50 항은 일부 신생 시장(예를 들어, 케냐와 나이지리아로, 이들 국가에서는 IXP 

설치, 활동과 연관된 전기통신 트래픽 비용과 지역 트래픽 잠재성이 감소하고, 지역 콘텐츠 양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다39)에서의 IXP
40

 개발과 연관된 상당한 비용과 결과에 대한 늘어나고 있는 

증거를 갖고 지역 인터넷 교환 지점(IXP)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j) 인터넷 사용과 가치는 인터넷 사용자의 수와 함께 증가한다. 이렇게 향상된 가치로 인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사용, 인터넷 전화(VoIP), 스트리밍과 실시간 동영상, 인터넷 TV(IPTV), 소셜 

네트워킹, 검색 기능, 전자책, 전자정부, 인터넷 학습, 전자의료 등과 같이 인터넷 아키텍처와 

‘단대단(End to End)’ 원칙에 기반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2011 년에 전 세계 VoIP 가입자 수는 1 억 3,540 만 명에 이르렀고, IPTV 가입자 수는 6 천만 명에 

달했다41. 

 

그림 1: 2011 년 지역별 및 언어별 총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수
42

 

  
출처: ITU, http://www.itu.int/ITU-D/ict/statistics/at_glance/KeyTelecom.html (좌측); 인터넷 세계통계,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우측). 

 

k) 다음과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43. 

                                                           
37

 J. Scott Marcus, 통신망 사업자와 콘텐트 제공자: 누가 비용을 감당하는가?, Wissenschaftliches Institut fur 

Infrastruktur und Kommunikationdienste, 2011. 자료 위치: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926768.   
38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39

 Kende (2012): “Assessment of the impact of IXPs – empirical study of Kenya and Nigeria”, Internet Society, available 
at: http://www.internetsociety.org/ixpimpact.  
40

 More information on IXPs available at http://academy.itu.int/index.php/topics/item/967-internet-exchange-
points;Via Africa Creating local and regional IXPs to save money and bandwidth, ITU, 2004. Available at 
http://www.itu.int/ITU-D/cyb/ip/index.html 

41
 Point Topic 통계(2012 년). 자료 위치: http://point-topic.com/dslanalysis.php.  

42
 Source: ITU from http://www.itu.int/ITU-D/ict/statistics/at_glance/KeyTelecom.html (left); Internet World Statistics 

from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right). 
43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Report, see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idi/index.html. 

http://www.itu.int/ITU-D/ict/statistics/at_glance/KeyTelecom.html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926768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nternetsociety.org/ixpimpact
http://academy.itu.int/index.php/topics/item/967-internet-exchange-points
http://academy.itu.int/index.php/topics/item/967-internet-exchange-points
http://www.itu.int/ITU-D/cyb/ip/index.html
http://point-topic.com/dslanalysis.php
http://www.itu.int/ITU-D/ict/statistics/at_glance/KeyTelecom.html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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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광대역 및 인터넷 보급률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현저하게 더 높은 반면 이동통신 

보급률 차이는 적다. 

ii. 2005 ~ 2011 년 기간에 선진국의 고정 (유선) 광대역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증가는 시장의 포화로 낮아졌다. 개발도상국은 두 자리 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iii.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2.5G 와 3G 이동통신은 고정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모바일 광대역은 계속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ICT 기술이다. 

2010 년과 2011 년 사이 40%의 글로벌 성장률을 보였으며, 선진국은 23%의 성장률을 

개발도상국은 78%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1 년 말경 실제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 년 

전 7.7 억 명에서 약 11.9 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동통신 보급률과는 반대로 모바일 

광대역 보급률은 아직 포화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향후 몇 년간 두 자리 수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 어떤 네트워크들은(콘텐츠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 그룹, 기업 혹은 개인44의 재산일 수 

있지만, 인터넷은 많은 개인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월드와이드웹,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네트워크의 사용과 그 가치는 해당 

네트워크의 노드와 유저의 수의 성장과 함께 증가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m) 차세대 네트워크(NGN)과 미래 네트워크의 요건, 특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IP 기반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전을 포함한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21 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n) 인터넷은 비즈니스, 기술혁신, 민주적 표현, 정보 접근 및 과학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근본적 

가치를 지닌다.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인터넷은 지식,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포탈을 

말하며,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모바일 광대역 사용의 증가가 

최근의 모바일 통신의 전반적인 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o) 오늘날, 인터넷은 “생필품의 하나
45

”가 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을 글로벌 공공재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p) 일부에서는 인터넷이 분산된 개방 시스템으로써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고려하면서46 세계 시민이 최근 UN 인권이사회에서 재확인한, 세계인권선언의 19 조에 기술되어 

있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속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47. 전세계적 공공재로서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지식의 속성, 정보 및 표현의 형식에 

따라, ITU 회원국은 인터넷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장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증가, 

촉진시킬 정책 방안을 고려하고 싶어할 수 있다.  

                                                           
44

U.S.A. contribution (2 October 2012). 
45

 “Knowledge as a Global Public Good”, Joseph Stiglitz, available at: 
http://cgt.columbia.edu/files/papers/1999_Knowledge_as_Global_Public_Good_stiglitz.pdf. A chapter in Providing 
Global Public Goods: Managing Globalization argues that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are themselves 
global public goods; however, most observers agree that it i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vided over the 
Internet which are non-rivalrous and non-excludable, rather than the networks (which may be rivalrous and 
excludable). See also the ICT For Development Report (World Bank, 2009) and “Confronting the Crisis: ICT Stimulus 
Plans for Economic Growth” (ITU, 2009). 

46
 Article 19,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Article 34 of the ITU Constitution. 

47
 Article 19,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Article 34 of the ITU Constitutio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cgt.columbia.edu/files/papers/1999_Knowledge_as_Global_Public_Good_stiglitz.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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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각국 정상들은 그와 같은 정책 방안의 

기초가 되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일반 

원칙을 채택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괄적 기본 원칙을 언명하기 위해 국가적(미국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브라질의 10 가지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Governance and Use of the Internet)’, 국제 정보 

보안에 대한 러시아 연방 협약(Russian Federatio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의 개념 등), 국제적(국제 보안의 맥락에서 본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에 대한 정부 전문가 

그룹 보고서 A/65/201, 정보보안 국제 행동강령 A/66/359, 인터넷 정책결정 원칙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48 등) 차원에서 다양한 구상이 실행되었다. 

r) 디지털 정보의 관리는 최근 인터넷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아키텍쳐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및 사물간 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을 통합하는 노력과 같은 수많은 새로운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디지털 객체 아키텍처(Digital Object Architecture)와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개발, 배치되고 있다49. 미래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와 프로토콜 관련 주요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 중이고,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용량, 성능, 안정성, 파악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다국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2.3.2 다자간협의모델 

 

2.3.2.1  다자간협의모델은 WSIS 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모델로 인정되었으며, 

WSIS 결과 문서는 다자간협의모델을 위한 프레임워크 원칙을 제공하였다. 

 

a)  WSIS 의 두 가지 주요 결과는 (1) 인터넷의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원칙의 천명50과 

(2) 이 모델이 WSIS 결과문서51를 통해 반영되었듯이 이 모델을 인터넷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WSIS 결과문서의 예가 본 단원의 (b)-(e)항에 나와 있다.  

b)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 정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실무그룹(WGIG, 모든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그룹52)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인터넷 거버넌스는 “각자의 

역할을 맡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인터넷의 진화와 사용을 정하는 공동 원칙, 

관행, 규칙, 의사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응용”으로 규정하는 튀니지 아젠다의 34 항에 

포함되어 있다. 튀니지 아젠다 58 항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네이밍과 

주소 지정 이상을 망라하고, 따라서 중요 인터넷 자원, 인터넷 보안 및 안전, 인터넷 사용 관련 

개발적 측면과 이슈 등 다른 중요한 공공 정책 사안도 포함된다53. 

                                                           
48

 http://www.oecd.org/dataoecd/11/58/49258588.pdf.  
49

 US/CNRI contribution (August 1, 2012) 
50

 §§ 29-82 of the Tunis Agenda, as described in para 2.3.2.1(d). 
51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2005), Available at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html. 
52

 http://www.wgig.org/members.html. 
53

 불가리아 ISOC 기고문(2012 년 10 월 9 일).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international_strategy_for_cyberspace.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international_strategy_for_cyberspace.pdf
http://cgi.br/
http://cgi.br/
http://www.oecd.org/dataoecd/11/58/49258588.pdf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9/en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html
http://www.wgig.org/members.html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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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튀니지 아젠다의 29 항은 인터넷의 국제적 관리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의 

전폭적 참여로 다면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다. 다국어주의를 

고려하여,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의 

기능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역할과 책임은 튀니지 아젠다의 35 항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인터넷 관리는 기술정책 문제와 공공정책 문제를 모두 포함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정부간 기구와 국제 기구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와 같은 점이 인정되었다. 

i.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사안에 대한 정책 권한은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각 국가는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사안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갖고, (의회 등을 포함한) 입법 기관이 

제정한 관련 법률이 이를 보완한다. 

ii. 민간분야는 인터넷 개발의 기술적 분야와 경제적 분야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iii. 시민사회단체도 인터넷 문제 특히 지역사회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iv. 정부간 기구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의 조정에서 촉진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v. 국제 기구는 인터넷 관련 기술표준과 관련 정책의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e)  다자간협의 거버넌스 모델의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튀니지 아젠다는 인터넷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위한 지침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화된 협력과 인터넷거버넌스 

포럼(IGF) 설립 등 인터넷 거버넌스 내용이 담긴 관련 결과(튀니지 아젠다 §§29-82) 등이 포함되어 

있다.  

 

2.3.2.2  전권회의 결의를 통해 ITU 회원은 WSIS 원칙에 기초한 다자간협의 거버넌스 모델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인정한다. 

 

a) WSIS 원칙, 특히 결의 102(Rev. Guadalajara 2010)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협의모델 및 각 

이해관계 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인정됨이 강조되고 있다.  

b) 다자간협의모델 협력에 관한 튀니지 아젠다의 많은 항목(paragraph)은 결의 중에서 특히 101, 

102 및 103 에 포함되어 있다. 다자간협의모델 협력의 필요성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이해관계 그룹의 인터넷 개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아래 항54 에도 확실히 나와 있다. 

i. 오늘날 인터넷 개발은 본질적으로 시장주도이며, 민간 및 정부의 시도로 인터넷 개발이 

추진되었다. 

ii. 민간부문은 기반구조와 서비스 투자 등을 통해 인터넷의 확장 및 개발에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4

 Paras 1-5 are from Res. 102 (Rev. Guadalajara, 2010); Para 6 is from Res. 133 (Rev. Guadalaja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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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터넷의 관리는 당연히 국제적 관심을 받는 주제이며,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를 기초로 전폭적인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협의모델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iv.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에서 언급한 대로, 각국 정부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하여, 기존 인터넷 및 미래 인터넷 개발 그리고 미래 인터넷의 안정, 보안 및 

영속에 대하여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며,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하여 

공공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역시 인정된다.  

v. WSIS 는 각국 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적 공공정책 이슈에 관하여, 

그러나 국제적 공공정책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기술적 운영적 문제는 

제외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미래에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자료: para. 69 튀니지아젠다55] 

vi. WSIS 결과를 상기하며, 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를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시키는 

다면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인터넷의 다국어주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료: para. 53 튀니지아젠다56] 

 

2.3.2.3  WSIS 다중이해관계자 원칙의 실행은 논의 중이다. 전권회의에서 제기된 이슈는 

인터넷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사이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다. 

 

a) 인터넷에 대한 다자간협의모델 거버넌스 원칙이 폭넓게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실행 방식은 

기관, 국가 및 다른 시나리오 별로 상당히 다르며, 종종 문제가 되는 이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좁은 관점과 넓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좁은 관점의 논의는 

국제인터넷어드레스기구(ICANN)와 지역별 인터넷어드레스자원총괄관리기구(RIR) 같은 기관들이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인 인터넷 아키텍처 및 기반구조(DNS, IP 번호, 

루트 서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넓은 관점의 논의는 기반구조 수준을 

넘어 WSIS에서 채택된 접근과 같이 법적, 경제적, 개발적, 사회문화적 이슈를 다룬다57,58. 

b) 수많은 국가적 및 지역적 계획59은 물론 WSIS 결과문서와 ITU 전권회의 결의는 정부, 민간부문, 

국제적 기관 및 정부간 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을 포함하는 인터넷 관리를 위한 WSIS 

다자가협의모델을 승인하였다.  

c)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에서 WSIS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의 실행에 관한 의견 차이가 

보인다.  

i. 일부에서는 현재의 인터넷 관리는 충분히 다자간협의모델의 관점을 가지며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을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포용적이다6061. 이러한 견해를 가진 

                                                           
55

 Paragraph 69 of the Tunis Agenda. 
56

 Paragraph 53 of the Tunis Agenda. 
57

 Brazilian contribution (18 May 2012). 
58

 US contribution (1 Feb 2013) 
59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the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Making, Brazil’s ten "Principles for the Governance and Use of the Internet”. 
60

 http://www.circleid.com/posts/us_european_union_to_support_icann_but_demand_reform/. 
61

 Cisco contribution (25 June, 2012),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US contribution (18 May, 2012), ISOC 
contribution (26 June, 2012).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09/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international_strategy_for_cyberspace.pdf
http://cgi.br/
http://www.circleid.com/posts/us_european_union_to_support_icann_but_demand_reform/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4/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07/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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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현재의 조직, 시스템 및 과정이 “업계가 주도하고, 상향식이며, 자발적이고, 

분산적이며, 합의에 기반한”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말한다. 현 모델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혁신적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즉 오늘날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하고, 투명하며, 책임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인용되어 

왔다62. 이러한 특성은 유연성과 기술혁신을 극대화하고, 인터넷이 기술적 플랫폼으로써 

또한 상업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써 빠르게 진화,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측에서는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 단체에 정부가 참여할 수 있음에도, ICANN 정관에 

정부자문위원회(GAC)을 통해 ICANN 이사회와 커뮤니티에 공공정책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63

.   

또 다른 견해는 전세계적인 인터넷 확산과 현대 사회에서의 인터넷 사용법을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은 더 진화해야 하고, 계속 진행 중인 인터넷의 진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6465.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이슈에 대한 정책 권한은 국가의 주권이다. 이들은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66’는 튀니지 아젠다의 35문단의 WSIS 원칙에 부합할 

만큼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정부의 역할이 

진화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아동 착취, 보안, 사이버범죄, 스팸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때 지속적으로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정부자문위원회(GAC)와 같은 기구를 통해 현재 관리 구조의 유연성,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된 이슈와 ICANN에서의 정부 역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이슈를 

도출하고 제기한다(2.3.6절 참조). 

 

어떤 측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 혹은 다른 그룹에 

의한 특정 이해당사자의 누락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세계 수준에서의 

다자간협의모델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67.  

 

ii. 결의 102(Rev. Guadalajara, 2010)은 “각각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강화된 협력의 설립과 

IGF 설립과 관련된 튀니지 아젠다의 §§ 71 와 78a를 두 개의 다른 과정”으로 인정하였다. 

IGF는 해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터넷 관련 국제 공공 정책 사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강화된 협력 실행과 과정에 관한 논의 주제 중 하나는68,69 다른 이해관계그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강화된 협력 절차의 이행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협력을 높이기 위한 

                                                           
62

 영국 기고문(2012 년 6 월 25 일). 
63

 US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64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2-07-30/edit-page/32924041_1_internet-governance-internet-
corporation-root-servers. 
65

 사우디 아라비아/수단 기고문(2012 년 8 월 1 일), 알제리 기고문(2012 년 8 월 2 일).       
66

 Russian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67

 Telecom Italia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68

 CSTD (http://unctad.org/en/Pages/MeetingDetails.aspx?meetingid=61), UN General Assembly.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2-07-30/edit-page/32924041_1_internet-governance-internet-corporation-root-servers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2-07-30/edit-page/32924041_1_internet-governance-internet-corporation-root-servers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7/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1/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20/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29/en
http://unctad.org/en/Pages/MeetingDetails.aspx?meeting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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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게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현재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모두가 상호 신뢰하는 협력 환경에서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70 .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측에서는, 튀니지아젠다의 55문단에 효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다른 이해당사자 커뮤니티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이 없다는 데 주목한다71. 다른 

일부에서는 ‘튀니지 아젠다의 §69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각 정부가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공공정책 이슈에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71항에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협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고 규정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의견을 펼친다72. 

 

iii.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사안을 논의하는 ITU 포럼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73. 이는 최근 ITU 회담, 집회,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2012년 연례 이사회의에서 CWG-Internet에 의한 공개 

자문의 방식이라는 맥락하에서 이 주제가 상세히 논의되었다. WSIS 원칙하에서 ITU 전권 

결의 101, 102, 133은 “국제 사회에 돌아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ITU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절히 협약을 통해 ITU와 IP 기반 

네트워크와 미래 인터넷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관련 조직*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확대하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ICANN, RIR, IETF, ISOC 및 

W3C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74. 

 

ITU의 여러 기능과 폭넓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규제당국, 산업계, 

국제기구(정부간 기관과 비정부 기관), 재정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ITU의 이해관계자 

회원자격을 갖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75 ITU의 회원자격을 갖는 자는 모바일 및 

고정 전화 사업자부터 위성회사까지, 기기판매업자부터 방송국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까지 있다. 다양한 인터넷 관련 기관과 ICT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교와 연구소를 

포함한 교육기관도 ITU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실제로 국제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 

기관은 회비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실례로, 인터넷 사회(ISOC)는 회비납부 면제를 

받았다)76.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a66d77_en.pdf). 
69

 Open consultations on enhanced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public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 
written contributions. 
70

 e.g.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71

 US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72

 Saudi Arabia, Sudan contribution (1 August, 2012), Algerian contribution (2 August, 2012). 
73

 시스코 기고문(2012 년 6 월 25 일), ISOC 기고문(2012 년 6 월 26 일). 
74

 결의 101, 102, 133, (Rev. Guadalajara, 2010), 결의 180 (Guadalajara, 2010). 
75

 http://www.itu.int/en/membership/Pages/default.aspx.  
76

 http://www.itu.int/en/membership/Pages/default.aspx.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a66d77_en.pdf
http://www.unpan.org/DPADM/EGovernment/WSISImplementationMechanism/CommentsonWSISFollowup/tabid/1448/language/en-US/Default.aspx
http://www.unpan.org/DPADM/EGovernment/WSISImplementationMechanism/CommentsonWSISFollowup/tabid/1448/language/en-US/Default.aspx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7/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1/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4/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tu.int/en/membership/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membership/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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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시민 사회단체가 ITU 회원인지 아닌지 여부와 그런 기관이 어떻게 ITU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가 명쾌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ICT관련 이슈에 관해 일하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모든 시민 사회단체 기관은 ITU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격려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ITU 이사회가 ITU 개발국장과 표준화국장 아래에 설립한 IPv6 그룹을 기관간 공동 작업과 

조정의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다. ITU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본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는 WTPF IEG도 성공적인 

다자간협의모델 협력의 또 다른 본보기이다.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의 ITU 포럼 참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 증진을 위해 ITU가 ITU와 관련 그룹 간에 유사한 공동 작업을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3.3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네트워크와 인터넷 자원의 관리 

 

a) 고정 및 이동망 광대역 인터넷은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이다. 인터넷 

사용 증가는 네트워크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터넷의 본질뿐만 아니라 정보를 망의 말단에 두어 

신규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단대단(End-to-End) 원칙”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정보, 콘텐트의 추가 개발을 촉진한다 77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서비스 품질(QoS),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출처 불확실성, 높은 국제 인터넷 접속(IIC) 비용 등과 같은 난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터넷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국가 IXP 

구축을 통해 국가 인프라 개발을 증진하고 자국어 콘텐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예: 케냐, 나이지리아) 78 . 대부분의 통신 회사들은 최종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79.  

b) 혁신과 투자 덕분에 인터넷은 중대한 정보 기반 구조이자 국가 인프라와 국제 인프라의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21 세기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인터넷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정보를 취득, 산출, 

유통,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 도입할 것이다. 경쟁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고속 인터넷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도 

계속 변하게 될 것이다80. 

c)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기존 인터넷 디자인과 기반구조에 대한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81,82.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기초를 이루는 현재의 기술적 아키텍처가 일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군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자주 언급되는 보안, 

                                                           
77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78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79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80 

불가리아 ISOC 의 기고문(2012 년 10 월 10 일). 
81

 A detailed analysis of many of these issues has recently been made by regulators in the European Union. See: 
"Differentiation practices and related competition issues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produced by the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November 2012, at: 

 http://berec.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reports/?doc=1094 
82

 European Commission contribution (4 February 2013).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4/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4/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7/en
http://berec.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reports/?doc=1094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2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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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관리, 다국어 사용이 자주 언급되는 예시이다83.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현재의 아키텍처가 특히 

동영상 트래픽과 멀티유저 응용 프로그램의 엄청난 이용으로 놀라운 수준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84. 현재의 인프라가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진화하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다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은 도메인네임시스템 보안확장(DNSSEC), IPv6, 다국어도메인 등의 도입과 실행에서 

드러나듯, 보안 이슈와 다국어를 위한 새로운 표준의 도입을 통해 적응이 가능함을 증명해 왔다. 

이러한 이슈의 대부분은 국내와 국외 공공정책 및 교육과 같은 기술적인, 혹은 기술 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뤄져 왔다85.  

d) 최빈국(LDC)과 인터넷 백본망 간의 높은 IIC 회선 비용은 최빈국들에게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86. ISP 가 피어링(Peering)이나 트랜짓(Transit)에 대한 상업적 합의를 체결할 수 있고 

국경간 상호 접속 및 국가 내 상호 접속을 위한 저렴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쟁력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87. 튀니지아젠다(2005 년)는 50 항에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접속 개선을 위해 IIC 요금을 더욱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해야 하는 필요 관련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저렴한 글로벌 접속을 증가시켜 모든 사람이 더욱 

원활하고 평등한 접속을 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i. 현황을 고려하며, 경쟁적인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협상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에 맞춰야 하는 인터넷 트랜짓 및 상호접속 비용을 촉진 및 개선 

ii. 지역의 고속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 설치 및 국가의, 하위 지역의, 지역의 인터넷 교환 

지점(IXP) 신설88 

iii.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접속, 인터넷 교환 지점(IXP), 지역 콘텐츠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계획에 자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를 생각해 기증 프로그램과 발전적 재정 메커니즘을 권고 

iv. ITU 와 기타 관련 기관이 IIC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써 계속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참고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결과물을 제공 

v.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별적/집단적인 사용자 장치와 같은 저비용 단말 

기기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 

vi. ISPs 와 기타 상업적 협상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접속 비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격려 

vii. 최빈국(LDC)의 특별한 제약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이 최빈국(LDC)을 위하여 상호접속 비용 

절감을 상업적으로 협상하도록 격려 

 

                                                           
83

 “The Future Internet”, ITU-T Technology Watch Report, April 2009; David Talbot (2005), “The Internet is broken”,  
MIT Technology Review; WG-WSIS-18/05*: ‘The 'future Internet'’ (V.3), at: http://www.itu.int/md/S11-RDG5-C-
0004/en; H. Kobayashi, Princeton University: http://kccc.nict.go.jp/keihanna-lab/document/20080623_kobayasi2.pdf. 
84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85

 US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86

 www.itu.int/ITU-T/worksem/apportionment/201201/index.html. 
87

 시스코 기고(2012 년 9 월 30 일). 
88

 For instance, Euro-IX has run a successful twinning programme for some years which sees engineers from LDCs visit 
engineers at IXPs in developed countries for training, and engineers in developed countries visit LDCs to provide on-
the-ground assistance. 

http://www.itu.int/dms_pub/itu-t/oth/23/01/T230100000A0001PDFE.pdf
http://www.itu.int/md/S11-RDG5-C-0004/en
http://www.itu.int/md/S11-RDG5-C-0004/en
http://kccc.nict.go.jp/keihanna-lab/document/20080623_kobayasi2.pdf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http://www.itu.int/ITU-T/worksem/apportionment/201201/index.html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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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TU-T 스터디 그룹 3은 IIC 요금을 연구하여 접속 요금을 낮추는 방법에 관한 여러 권고안89을 

마련하였다. “국제 통신 서비스 상호 종결(termination) 및 교환”에 관한 WCIT 결의 590에서는 회원 

당사국들의 규제 체계가 공정 경쟁과 혁신의 원칙에 따라 인가된 운영 기관과 국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업적 계약 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원 당사국들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데 대한 권고안(적절할 

경우)과 지침을 회원 당사국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ITU-T 스터디 그룹 3이 상업적 계약에 따른 

국제 통신 트래픽의 종료와 교환에 관한 최근 현황과 사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표준화국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f) ITU 회원국과 ITU는 (국가ㆍ지역별) IXP를 포함하여 어떤 정책 환경과 전략이 네트워크의 성장과 

접속률 감소를 촉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현지/국가별/지역별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IIC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호스팅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 

국제 접속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현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보다 더 가깝게 호스팅하게 되면 

대기시간도 줄고, 사용자 경험도 개선되며, 인터넷 접속 수요도 증가한다91. 

g) 전통 네트워크에서(헌신적 서비스 채널과 각 서비스 별 개별적 네트워크에 기반) 단일 패킷 

기반의 전송 기반구조에 관한 통합(전송) 서비스로의 움직임에 따라, 서비스 품질(QoS) 92 의 미리 

정한 전송 계획이 주요 난제가 되었다. 많은 IP-기반 네트워크가 자립형 단대단(self-standing end-

to-end) 서비스 품질(QoS)을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QoS) 차별화가 가능하게 하는 클래스들만 

전송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고가의 고장 감내형(Fault-Tolerant) 장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낮으나 다양한 경로를 가진 저렴한 수많은 노드들을 

실험하면서 신뢰성 확보의 대안을 모색했다.  

h) 중간의 라우터가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서비스 품질(QoS)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면 

IP 기반 네트워크가 단대단(end-to-end) 서비스 품질(QoS)을 지원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QoS 를 

더하게 되면, 제공되는 서비스 질 수준 및 사용된 메커니즘에 따라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93. 게다가, 어떤 네트워크가 QoS 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대단 

QoS 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트래픽이 전송로 상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나가게 된다94.  

i)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의 극적인 증가(등록된 장치 수와 요청된 리소스의 양과 전송 측면)로 전환 

시나리오와 기존 유선 및 전통적 네트워크와 단말과의 혼합 연결이 무시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특정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거나 시행 또는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95. 다른 쪽에서는 네트워크가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도록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진화는 계속되어 인터넷이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그래왔듯 네트워크 운용자들이 

트래픽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96.  

                                                           
89

 참조: www.itu.int/ITU-T/worksem/apportionment/201201/index.html. 
90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91 

영국 기고문(2012 년 9 월 21 일). 
92

 As defined by ITU Recommendation E800. 
93

 Discussion of the Ad Hoc Group at first IEG meeting (June 2012).  
94

 US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95

 http://www.internetsociety.org/qos-emperors-wardrobe-geoff-huston-isp-column.  
96

 US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http://www.itu.int/ITU-T/worksem/apportionment/201201/index.html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3/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http://www.internetsociety.org/qos-emperors-wardrobe-geoff-huston-isp-colum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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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서비스 품질이 국제 표준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IP 기반 네트워크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모두가 

상호운용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전통적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QoS)의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97. 또 다른 일부에서는 패킷 스위칭 

인터넷에서 전통적 서비스 품질(QoS)을 명령하면 분명히 비용이 증가될 것이며, 이로 인한 요금 

책정은 최빈국들(LDCs)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할 것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98.  

k) 오늘날의 환경의 자연스런 결과로써, 상업적 관점에서 볼 때 트래픽 증가(이에 해당하는 현저한 

전기통신 기반구조 투자 증가가 필요)와 가격결정과 수입의 동향(그림 2)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트래픽 증가, 가격, 매출 추이가 서로 맞지 않아서 통신망 사업자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각이 있다99. 또한, 신규 증설 투자로 인하여 트래픽 증가세가 계속된다는 견해도 있다100. 

 

그림 2: 가격결정과 수입의 동향101 

 

 
 

l) 그림 2 는 비용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비용이 낮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라서 운영비가 낮아지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다고 본다(그러나 운영비에 

관한 데이터는 구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에서는 언급되기를, 자본비용(비용에 기여)이 현저히 

증가해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 청구 패러다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102. 하지만, 

지역마다 현황은 크게 다를 수 있다.  

                                                           
97

 For more details, see Overview of Quality of Service, Information Document 5, CWG-WCIT, Feb 2012. Available at: 
http://www.itu.int/md/T09-CWG.WCIT12-INF-0005/en. 
98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99

 Arthur D Little 의 보고서, “통신 사업자: 현실을 직시하자(Telco Operators: Let’s Face It)”, 2012 년 3 월. 
100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http://blog.telegeography.com/post/32390008437 을 인용함.   
101

 Source: TeleGeography (www.telegeography.com). 
102

  “A Viable Future Model for the Internet”, ATKearney (2010), available at: 
http://www.atkearney.com/index.php/Publications/a-viable-future-model-for-the-internet.html 

http://www.itu.int/md/T09-CWG.WCIT12-INF-000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Nominet%20기고문
http://blog.telegeography.com/post/32390008437을%20인용함
http://www.telegeography.com/
http://www.atkearney.com/index.php/Publications/a-viable-future-model-for-the-intern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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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P 기반 네트워크는 글로벌 상업과 통신에 사용되는 널리 접속가능하고 유연한 매개체로 

진화하였다. 따라서 결의 101(rev. Guadalajara, 2012)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IP 기반 네트워크와 

관련된 글로벌 활동을 밝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i. 기반구조, 상호운용 및 표준화 

ii. 인터넷 네이밍 및 어드레싱 

iii. IP 기반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의 유포 및 IP 기반 네트워크가 ITU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2.3.3.1 기반구조, 상호운용 및 표준화103  

 

a) 인터넷 관련 응용 프로그램은 공중 및   민영 전기통신 기반구조(유선 및/또는 무선)에서 

실행된다104.  

b) ICT 기술의 통합은 IP를 현대의 전기통신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위한 주요 

프로토콜로 만들고 있으며105, IP 역시 기반구조를 뒷받침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점으로는, 인터넷과 전기통신 서비스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는데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c) 배치된 인터넷 기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의 유연성과 기능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게 과감한 새로운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106. 이러한 요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상승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기존, 새로운 그리고 예기치 않은 기술혁신을 수용할 

수 있게 추가적인 유연성과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근원적인 디자인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아키텍쳐,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등)이 정부의 자금 지원 및 

기업의 연구를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장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터넷은 그러한 

연구의 열매이며 차세대 인터넷 역시 그러할 것임은 자명하다107.  

d) 오늘날 인터넷이 수많은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자리잡고 있는 깊이를 생각하면 미래 

인터넷 건설에 대한 모든 발전적 접근은 기존 것과 완전한 상호운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e) 조사 및 표준화는 이러한 상호운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인터넷과 인터넷 

기능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한다108. IP관련 이슈와 미래 인터넷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과 연구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수많은 기관에 의해 이뤄졌다. ITU, 국제 인터넷 표준 기구(IETF), 

네트워크 기술혁신을 위한 글로벌 환경(GENI)과 미래 인터넷 디자인(FIND) 프로젝트를 포함한 

                                                           
103

 WG-WSIS-18/05*: ‘The 'future Internet' (Version 3.0), available at: http://www.itu.int/md/S11-RDG5-C-0004/en. 
104

 WTDC-02 Programme 2 
105

 In addition to older protocols such as SS7. In terms of number of users, SS7 is at present the most widely-used 
connectionless packet-switched network (because it supports mobile networks), and it is also is the most widely-
used messaging system (because it supports SMS). 

106
 “David Talbot (2005), “The Internet is broken”,  MIT Technology Review; WG-WSIS-18/05*: ‘The 'future Internet'’ 

(V.3), at: http://www.itu.int/md/S11-RDG5-C-0004/en; H. Kobayashi, Princeton University: 
http://kccc.nict.go.jp/keihanna-lab/document/20080623_kobayasi2.pdf. 
107

 Paypal contribution (1 Feb 2013) 
108

 Note: The IANA contract references certain standards that must be followed or that must be considered, such as 
certain IETF RFCs and ISO Standards; by reference to PKI, it implicitly references Recommendation ITU-T X.509. See: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sf_26_pg_1-2-final_award_and_sacs.pdf. 

http://www.itu.int/md/S11-RDG5-C-0004/en
http://www.itu.int/md/S11-RDG5-C-0004/en
http://kccc.nict.go.jp/keihanna-lab/document/20080623_kobayasi2.pdf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8/en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sf_26_pg_1-2-final_award_and_sac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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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재단(NSF) 프로젝트, 일본 ICT 연구원(NICT)의 아카리 프로젝트를 포함한 일본의 새로운 

세대 네트워크(NWGN), 유럽연합(EU)의 미래 인터넷 연구 및 실험(FIRE) 계획이 일부 예이다. 

 

2.3.3.2 인터넷 네이밍과 어드레싱 

a)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는 데이터 패킷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라우팅시키는 데 사용되는 

독특한 숫자 라벨인 IP 어드레스로 확인된다. IP 어드레스는 한정된 자원이다. 처음으로 시행된 IP 

버전 4 또는 “IPv4”는 1983 년 1 월 1 일 배치되었으며,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데 32 비트를 

사용하고, 이론상 제한인 232(40 억 개의 어드레스)개의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소 지정법이다. IPv4 는 고유 IP 주소의 수가 대략 40 억 개로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IPv4 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장치가 DHCP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는 사설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적 상한선은 없다고 할 수 있다109110. 

b)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 기관(IANA)111 은 IP 어드레싱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고, 

이 기관의 역할은 IP 어드레스를 할당되지 않은 어드레스 풀에서 RIR 에 필요한 대로 할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IANA 역할은 특정 기술적 목적을 위하여 IETF 의 지시를 따라 IP 

어드레스를 예약하는 것이다. 멀티캐스트 할당, 트랜지션 터널링 기술, 개인용 어드레스가 그 

예이다.  

c)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성장함으로 인해 IANA 가 관리하는 IPv4 주소의 

글로벌 풀이 고갈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1998 년 IETF 는 새로운 버전의 주소인 IPv6112를 개발했다. 

IPv6 는 128 비트(주소 개수 한도가 약 340 Undecillion 에 해당하는 2128 개로 확장됨)로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소 공간(Address Space)이 크게 확장되었다. IANA 는 1999 년 IPv6 주소 

블록(Address Block)을 할당하기 시작했다113, 114. 2011 년 2 월 IANA 가 마지막 남은 5 개의 무료 

IPv4 주소 블록을 5 개 RIR 에 할당하면서 IANA 의 글로벌 IPv4 풀이 완전히 소진되었다. 

d) IPv4 에서 IPv6 로의 원만한 전환은 중요한 국제문제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IPv6 와 

IPv4 가 Layer 3 에서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기반구조, 기기 등이 IPv6 에 사용될 수 

있지만, 두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수정된 Layer 3 stack 이 배치되어야 한다115. 또한 (IP 어드레스 

                                                           
109

 RFC 2131. 
110

 PayPal 기고문(2012 년 10 월). 
111

 The IANA is responsible for technical services to the operation of the Internet’s underlying address book, the DNS. 
The IANA functions include: (1) the coordination of the assignment of technical IP parameters; (2) the administration 
of certain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DNS root zone management; (3) the allocation of Internet 
numbering resources; and (4) other servic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ARPA and INT top-level domains (TLDs). 
Since February 2000, the IANA functions have been performed by ICANN under the contract with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The current IANA contract expires on 30 September 2012, and ICANN will continue to perform 
the IANA function for the new IANA contract dates from 1 October 2012 to 30 September 2015, with two separate 
two-year option periods for a total contract period of seven years.” (Source: IANA Functions Contract,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Available at 
http://www.ntia.doc.gov/page/iana-functions-purchase-order). 
112

 IETF RFC 2460. 자료 위치: http://tools.ietf.org/html/rfc2460. 
113

 주소 자원, IANA, http://www.iana.org/numbers.   
114

 IANA 의 첫 IPv6 주소 공간 위임: https://www.iana.org/reports/1999/ipv6-announcement.html.  
115

Ad Hoc Group discussion in first IEG meeting (June 2012).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9/en
http://www.ntia.doc.gov/page/iana-functions-purchase-order
http://tools.ietf.org/html/rfc2460
http://www.iana.org/numbers
https://www.iana.org/reports/1999/ipv6-announc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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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를 사용하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IPv6 실행이 최근에 

비교적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116, 117, 그러나 절대 통계자료를 보면 IPv6 

도입이 여전히 낮거나118119, 고르지 못하며
120

, IPv6 도입 및 원만한 전환을 위해 부가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부에 따르면, IPv6 의 배치는 국가정책 입안자들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IPv6 도입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121. WTSA 2008, WTDC-2010, PP-

2010 은 IPv6 도입에 관한 인적 역량 개발 및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IP 어드레싱 관련 결의를 

채택하였다.  

e) 한 측에서는 새로운 IPv6 도입 정책이 ‘필요성 입증’ 후 선착순으로 주소를 할당하는 기존 IPv4 

정책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것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입장도 있다122. 다른 측에서는  

IPv4 주소 공간 내 한정된 IP 주소 중 상당량의 점유로 이어지고,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후발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IPv6 어드레스 

공간은 사실상 고갈될 수 없으며, IPv6 어드레스 공간이 고갈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123로 인해, 

미래에는 불균형에 관한 과거의 모든 이슈들을 피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현재 RIR 의 할당정책을  

IPv6 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IPv4 정책이 소급 개발된 

반면, IPv6 주소 정책은 처음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124.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WSIS 

실무그룹(WGIG)의 2005 년 보고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과 접근성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주소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f) 더욱이, IANA 운영자와 APNIC(아태지역주소관리기구) 및 RIPE-NCC(유럽지역주소관리기구) 가 

(각각 ‘11 년 2 월과 4 월, ‘12 년 9 월에) IPv4 주소 공간을 모두 소진했고 IPv6 전환 과정 중인 현재, 

IPv6 를 사용하는 ISP 들도 IPv4 만을 사용하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IPv4 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들
125

 및 방대한 양의 콘텐트126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서는 IPv4 가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IPv4 주소의 사용가능성(또는 부족 문제)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현안이다. 

다른 측에서는 IPv4 공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IPv6 로의 전환이 보다 완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116

 ARIN contribution (22 June, 2012), US contribution (1 August, 2012).  
117

 http://bgp.potaroo.net/v6/as2.0/. 
118

 http://labs.apnic.net/dists/v6dcc.html 
119

 The reasons stated range from technical issues to challenge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Algerian contribution, 
2 August, 2012) and other assertions, such as market failure. 
120

ICANN, NRO contribution (1 Feb 2013) 
121

 ITU’s related capacity building efforts can be found at   http://www.itu.int/ITU-D/cyb/ip/index.html. One example 
of current initiatives to promote deployment of IPv6 is the World IPv6 Launch Day. 
122

 “Internet Protocol version 6”, Contribution from the Syrian Arab Republic to the IPv6 Group, available at: 
http://www.itu.int/md/T09-IPV6-C-0019/en.  
123

 Some point out that that most of the legacy address allocations were allocated before the current address 
allocation system was in place. See ARIN contribution (22 June, 2012), Cisco contribution (25 June, 2012). 
124 

영국 기고문(2012 년 9 월 21 일). 
125

http://labs.apnic.net/dists/v6dcc.html shows on 29 August 2012, 0.14% of Internet users are IPv6 users worldwide. 
126

 주: RIPE-NCC(유럽 인터넷 레지스트리)의 분석(참조: https://labs.ripe.net/Members/emileaben/world-ipv6-

launch-lasting-effect-on-content)에 따르면, IPv6 가 가능한 사이트는 상위 백만 개 웹사이트(Alexa 社 편집 기준) 

중 10% 미만이다. 많은 콘텐트 전송 네트워크(CDN)들이 2012 년 6 월 6 일(World IPv6 Launch Day) 이전에 

IPv6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사 망을 개선했다.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9/en
http://bgp.potaroo.net/v6/as2.0/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1/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22/en
http://www.itu.int/ITU-D/cyb/ip/index.html
http://www.worldipv6launch.org/
http://www.itu.int/md/T09-IPV6-C-0019/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4/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3/en
http://labs.apnic.net/dists/v6dcc.html
https://labs.ripe.net/Members/emileaben/world-ipv6-launch-lasting-effect-on-content
https://labs.ripe.net/Members/emileaben/world-ipv6-launch-lasting-effect-on-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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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이전 정책을 적용하여 잠재적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127. IPv6 가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신규 네트워크가 IPv4 와 IPv6 인터넷에 모두 접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128 신규 네트워크용 IPv4 주소 블록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정책이 발효되었다. 

g) IPv4 주소고갈과 IPv6 전환 이슈는 IP 주소 거버넌스 구조개편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한 측에서는 모든 개편이 기존 구조와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129130,131. 다른 

측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더 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132133,134. 

h) IPv6 주소 할당 이슈에 한하여, ITU 이사회에 의해   ITU 의 개발 및 표준화 사무국장 산하에 구성된 

ITU 의 IPv6 그룹은 ‘현재의 IPv6 할당 정책과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135. 이 문제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모든 지역에서의 IPv6 주소의 합리적인 사용을 IPv6 

할당의 ITU 기능 안에서 체계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136,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현재의 IPv6 할당 

메커니즘과  기존의 RIR 절차가  적절하며,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IPv6 채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37. 

i) 인터넷이 진화하면서 인터넷 자원 남용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라우팅 실패 

사례와 국제적인 보안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안 인증 조치를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라우팅 및 주소 지정 정책의 변경이 진행 중이다. 리소스 공개 키 기반구조(RPKI)138는 할당된 

주소와 연관된 정보 인증에 사용되는 디지털 인증 체계를 만들어 내는 보안 기술이다139. ISP 는 

글로벌 라우팅 시스템의 보안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라우트 전달(Route 

Announcement)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j) RPKI 를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과 같은 공용망 사용자들이 데이터 원작성자가 디지털 서명한 

인터넷주소자원(INR) 등록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RPKI 는 인터넷 주소 자원, 

특히 자율시스템(AS) 번호와 IP 주소의 할당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이 된다. 인증서 구조는 

INR 배정 방식(IANA 가 RIR 에게 자원을 배포하면, RIR 는 이를 국가별 인터넷 관리기구(LIR)에 

                                                           
127

 PayPal 기고문(2012 년 10 월). 
128

 시스코 기고문(2012 년 6 월 25 일), ISCO 기고문(2012 년 6 월 26 일), ARIN(미국인터넷번호등록협회) 

기고문(2012 년 6 월 22 일). 
129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130

  ICANN contribution on the effectiveness of bottom-up policy making in IP address management. ITU IPv6 Expert 
Group, June 2012. 
131

 Co-chairs' report on the APNIC 29 Community Consultation: “IPv6 Address Management and ITU: Is an ‘additional 
parallel structure’ required?” 
132

 Algerian contribution (2 August, 2012). 
133

 Stewardship and the Management of the Internet Protocol Addresses,  Milton Muller, available at: 
http://internetgovernance.org/pdf/CyberDialogue2012_Mueller.pdf.  
134

 The Country Internet Registry (CIR) model: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IPv6 
Addresses. Murugesan et al. HONET'09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capacity optical 
networks and enabling technologies, Pages 216-220, 2009. 
135

 Report of the 4th meeting of the IPv6 Group, Geneva, 12 June 2012;  Council 2012 document C12/62 on the Report 
on the closure of the IPv6 Group. 
136

 Russian contribution (15 May, 2012). Algerian contribution (2 August, 2012). 
137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138

 http://www.apnic.net/services/services-apnic-provides/resource-certification/RPKI. 
139

 ISOC 의 RPKI 백서: https://www.internetsociety.org/doc/technopolicy-primer-resource-public-key-infrastructure-

rpki-0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9/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4/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T09-IPV6-C-0005/en
http://www.itu.int/md/T09-IPV6-C-000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1/en
http://internetgovernance.org/pdf/CyberDialogue2012_Mueller.pdf
http://internetgovernance.org/pdf/CyberDialogue2012_Mueller.pdf
http://ieeexplore.ieee.org/xpl/articleDetails.jsp?reload=true&arnumber=5423069&contentType=Conference+Publications
http://www.itu.int/md/T09-IPV6-120612-R/en
http://www.itu.int/md/S12-CL-C-006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0/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1/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apnic.net/services/services-apnic-provides/resource-certification/RPKI
https://www.internetsociety.org/doc/technopolicy-primer-resource-public-key-infrastructure-rpki-0
https://www.internetsociety.org/doc/technopolicy-primer-resource-public-key-infrastructure-rpk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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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하고, LIR 는 이를 다시 고객에게 할당)을 반영하고 있다. 각 RIR 의 RPKI 지침과 프로세스가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140. 

k) 일부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글로벌 위계질서가 단일의 최상위인증기관으로 집중될 수 있으며 

“RPKI 가 사용될 경우 현재 인터넷이 누리는 성장, 자유, 민주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141. 시라큐스 대학에서 시행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142. 

 

“제안된 RPKI 해결안의 주요 특징은 리소스 인증서를 인터넷 리소스의 권위 있는 출처에 

연결시키는, 말하자면 ICANN 과 RIRs 를 연결시키는 시도이다. 이것은 이들의 거버넌스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l) RPKI 가 타인에게 인증을 전달하는 데는 좋은 도구인 반면, 사용 여부는 통신망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견해도 있다
143

. 

 

2.3.3.3 IP 기반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유포와 IP 기반 네트워크 개발이 ITU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a)  인터넷 거버넌스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ITU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요 이슈이다144. 여기에는 적절한 국가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적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중요 인터넷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IP기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IPv4 로부터의 전환과 IPv6로의 전환/IPv6의 

도입 및 도메인 네임 및 이들의 다국어 도메인 네임이 포함된다.  

b) 날로 증가하고 있는 IP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과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 제도의 발전으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역량제고와 인터넷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관리에 그들의 기여와 

참여를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45.  

c) 다양한 ITU 전권회의 및 세계규모 회의의 결의안(WTSA-08, WTDC-10, PP-10)은 모두 IPv6 

어드레스의 배치와 IPv4에서 IPv6로의 전환과 관련한  인적역량개발과 훈련에 관한 조정과 

공조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d)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참여자들은 인터넷 관련 기술적 문제와 공공정책 문제들이 논의되는 

다양한 글로벌 포럼 참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과 인적 능력 조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46. 이 점은 인터넷 관련 문제에 관한 개방적인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 참석에 대한 공정한 접근의 장벽으로 자주 강조되었다.  

                                                           
140

 ISOC 기고문(2012 년 11 월). 
141

 Details included in contribution from Nav6, University Sains Malaysia, “Resource Public Key Infrastructure (RPKI): A 
tradeoff between security and freedom”. 
142

  Ruling the Root part II: RPKI and the IP address space, available at: 
http://blog.internetgovernance.org/blog/_archives/2010/3/13/4479658.html.  
143

ARIN Contribution (22 June 2012); ISOC contribution (26 June 2012). 
144

 WTDC-10 Programme 2. 
145

 Para 3.2., WTDC-10 Programme 2. 
146

 See, for example, the IGF workshop on “Why do developing countries have a low participation in the Internet 
Governance Process?”.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6/en
http://blog.internetgovernance.org/blog/_archives/2010/3/13/4479658.html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sms1.intgovforum.org/content/no69-teaching-internet-governance-developing-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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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터넷 관련 기술적 문제와 공공정책 문제들이 논의되는 다양한 글로벌 포럼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참여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참가, 협조적 참여정책(accommodative participatory 

policies), 여비 펠로우쉽 및 전자 작업 방법의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인터넷 관련 문제에 관한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형평성 있는 참석의 증진을 

위해 이러한 계획은 장려되고, 정기적으로 평가147, 검토되어야 한다. 

f) 관련 국제기구들은 광범위한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절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148. 원격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의 사례에는 ITU, 

ICANN과 ICANN의 하위 그룹(ccNSO, 국가도메인협의체149), IETF 및 ISOC150이 있으며, 포럼으로는 

IGF와 WSIS가 있다.  

 

2.3.4 세계 공공정책 이슈 및 인터넷 자원의 관리  

 

2.3.4.1   DNS 에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s) 
 

a) DNS 는 도메인 네이밍에서 위임권한의 계층구조를 정한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DNS 계층은 

최상위도메인(TLD)과 2 단계도메인(SLD) 등으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ITU 인터넷주소 

www.itu.int 에서 TLD 는 “.int”이고 SLD 는 “.itu”이다. TLD 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그룹, 즉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와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으로 구분된다151.  

b) 처음에는, .arpa 로 불리는 하나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이 있었다.   7 개의 

gTLD(.com, .org, .net, .gov, .edu, .mil, .int)이 그 후에 추가되었다. gTLD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여러 개의 gTLD(즉, .biz, .info, .aero, .coop, .post) 가 DNS 에 추가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gTLD 는 ICANN  특정 신청기간 (2000, 2003152)에 받은 제안을 기초로 DNS 에 추가되었다. 현재 

22 개의 gTLD 가 기능하고 있다153. 

c) ENUM
154 은 ITU-T 권고 E.164 국가코드를 인터넷 DNS 에 입력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인터넷 

아키텍쳐 위원회(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가 제안한 대로, .arpa gTLD 의 특정 구역, 즉 

"e164.arpa"가 ENUM E.164 번호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 할당되었다155. IAB 및 RIPE NCC 와 더불어, 

                                                           
147

 Some raise concerns regarding the volume and degree of remote participation from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availably of reliabl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to achieve that objective (see 
contribution from Iran, February 1, 2013).  

148
 Nominet 기고문(2012,  9.30) 

149
 Nominet 기고문(2012,  9.30) 

150
 미국 기고문(2012, 10.2) 

151
 For example,  ccTLD is a TLD with two characters for countries and territories based on the ISP 3166 list (i.e., “.ch” 

for Switzerland) and so a gTLD is a TLD which is not a ccTLD, such as “.com” or “.net”. 
152

 About gTLD, ICANN, available at http:// www.icann.org/en/resources/registers/about 
153

 TLDs, Version 2012082101, last updated on Aug 22 07:07:02 2012 UTC, http://data.iana.org/TLD/tlds-alpha-by-
domain.txt.    
154

 More background information on ENUM is available at http://www.itu.int/en/ITU-T/inr/enum/Pages/default.aspx; 
Klensin, J., Ed., and IAB, "The History and Context of Telephone Number Mapping (ENUM) Operational Decisions: 
Informational Documents Contributed to ITU-T Study Group 2 (SG2)", RFC 3245, March 2002.  

155
 More background information on ENUM is available at http://www.itu.int/en/ITU-T/inr/enum/Pages/default.aspx; 
Klensin, J., Ed., and IAB, "The History and Context of Telephone Number Mapping (ENUM) Operational Decisions: 
Informational Documents Contributed to ITU-T Study Group 2 (SG2)", RFC 3245, March 2002.  

http://www.itu.int/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05/en
http://data.iana.org/TLD/tlds-alpha-by-domain.txt
http://data.iana.org/TLD/tlds-alpha-by-domain.txt
http://www.itu.int/en/ITU-T/inr/enum/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T/inr/enum/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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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는 E.164 국가코드를 ‘e.164.arpa’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ITU-T 의 검토 절차를 확립했다
156

. 

결의안 133(Rev. Guadalajara, 2010)은 ITU 회원국의 기존 역할과 주권은 각 국의 국가코드 넘버링 

자원의 관리와 관계하여 권고안 ITU-T E.164 에서 정하는 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57.  

d) 2005 년 ICANN 은 무제한 신규 gTLD 도입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착수했다. 2008 년 6 월 ICANN 은 공적 또는 민간영역의 어느 누구도 신규 gTLD 를 생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신규 gTLD 확장정책을 발표하였다. ICANN 은 신규 gTLD 신청은 “선착순”으로 

도메인 이름을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새로운 gTLD 신청자는 신청자의 

기술적, 사업적 능력과 ICANN 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신규 gTLD 를 

위한 등록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3 년 이상의 준비와 협의 후 ICANN 이사회는 2011 년 6 월 새로운 

gTLD 프로그램의 규칙을 승인하였고158  ICANN 은  2012 년 1 월 12 일부터 2012 5 월 30 일까지 

진행된  1 차 신규 gTLD 신청을  시작하였다. 신규 gTLD 를 신청하려면 ICANN 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신청 건당 US$ 185,000 의 평가비를 내야 한다.  

e) 신규 gTLD 공간의 확장으로 여러 가지 최상위 도메인 스트링 중에서 도시별, 지역별 도메인 

이름과 다국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그 목적은 신규 TLD 

운영자가 ASCII 나 라틴 문자로 된 신규 gTLD 외에도 모국 언어와 문자, 다시 말해서 다국어 도메인 

이름(IDN)으로 콘텐트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59. 도메인명 시스템이 확대되면 

가령 기업과 같은 사용자가 부문별 또는 공동체별로 식별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60.  

f) gTLD 확장의 정도와 규모, 등록비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 평가의 투명성161, 공익, 기업, 소비자 보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162. ICANN 내 GAC 은 2007 년 이래로 신규 gTLD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 문제 관련 이사회 및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보안성과 안정성,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와 같은 신규 gTLD 이슈에 대한 GAC 스코어카드를 개발했다
163

. 하지만, 

GAC 은 신규 gTLD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GAC 은 신규 

gTLD 로 인해 생겨날 기회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GAC 은 6 월 18 일에 이사회에 보낸 GAC 의 

편지에 적힌 이슈를 포함한 중요한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권고가 gTLD 프로그램 승인 이전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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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157

 See http://www.itu.int/en/ITU-T/inr/enum. 
158

 미국기고문(2012.10.2) 

159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또한, NTIA 에 따르면 이와 같은 DNS 관련 변화는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터넷 문화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 년 12 월 3 일 ICANN 의 최상위 도메인 확장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NTIA)의 국장보 Fiona M. Alexander 의 증언. 

(http://www.ntia.doc.gov/speechtestimony/2011/testimony-associate-administrator-alexander-icann-s-expansion-
top-level-domains)   
160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161

  미국광고주협회(ANA) Daniel L. Jaffe 부회장, 미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2011 년 12 월 14 일, Jon Leibowitz, 

미연방통상위원회(FTC), 미하원 지적재산권, 경쟁, 인터넷에 관한 사법부 소위원회 청문회, 2011 년 12 월 7 일.  
162

 신규 gTLD 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려, 미연방 통상위원회, 2011 년 12 월 16 일, C 신규 gTLD 확장에 

대한 우려, 미국 의회, 2012 년 8 월 7 일. 
163

U.S.A.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164

European Commission contribution (4 February 2013); See the GAC Communiqué,  Singapore (June 2011),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23/en
http://www.itu.int/en/ITU-T/inr/enum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ntia.doc.gov/speechtestimony/2011/testimony-associate-administrator-alexander-icann-s-expansion-top-level-domains
http://www.ntia.doc.gov/speechtestimony/2011/testimony-associate-administrator-alexander-icann-s-expansion-top-level-domains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4/en
http://www.ana.net/getfile/17073
http://www.ftc.gov/os/closings/publicltrs/111216letter-to-icann.pdf
http://www.ftc.gov/os/closings/publicltrs/111216letter-to-icann.pdf
http://www.icann.org/en/news/correspondence/leahy-et-al-to-atallah-07aug12-en
http://www.icann.org/en/news/correspondence/leahy-et-al-to-atallah-07aug12-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2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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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CANN 의 신규 gTLD 신청자 가이드북에 따르면, 신규 gTLD 신청건수에 대한 상한은 없지만, Root 

Zone Scaling 타당성 연구의 결과에 따라 연간 루트에 편입되는 신규 gTLD 의 수가 1000 개로 

제한하기로 했다165166. 

h) 신규 gTLD 가 gTLD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특히 

레지스트리(Registry)와 레지스타르(Registrar)의 교차 소유 문제167와 연관되어 다수의 신규 gTLD 

독점 기업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168, 신규 gTLD 는 도메인 네임 시장의 경쟁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169. DNS 관련 현재 체제는 도메인 네임 시장 

전반적으로 경쟁이 불충분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 우려도 있다170. 신규 gTLD 

프로그램을 출범하기 전에 ICANN 은 두 가지 연구를 실시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1 차 gTLD 와 

연관된 지표에서 경쟁 및 기타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71172. 

i) 일부에서는 무제한적으로 많은 신규 gTLD173를 차지하는 사이버 무단점유자의 확산 문제를 

다루는 데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상표 소유권자들이나 권리 소유권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다수의 신규 gTLD 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메인 이름은 

특정 회사나 기관의 웹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남용자는 상표권 보호를 받는 이름이나 

사용자/소비자가 위장된 웹사이트로(“피싱”) 또는 경쟁회사 웹사이트로(“무임 승차자”) 가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이름을 가진 신규 gTLD 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www.A.com 등록자가 

“A”로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은 도메인 이름을 “A.info”, “A.biz”, “A.mobi”, 

                                                                                                                                                                                                 
https://gacweb.icann.org/display/gacweb/GAC41+Meeting+Singapore%2C+Republic+of+Singapore 

165
 Root Scaling 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ICANN 은 TLD 를 위임 비율이 연간 1,000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http://newgtlds.icann.org/en/announcements-and-media/announcement-29jul12-en.  
166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ICANN 직원들은 위임률이 루트에 들어가는 gTLD 의 수를 기준으로 연간 

1,000 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AC-ICANN 이사회의, ICANN 42, 2011 년 10 월 25 일, GAC-ICANN 

이사회 협의, Root Zone Scaling, 2011 년 2 월 21 일, “루트 존의 크기와 변동성 증가가 DNS 루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루트 스케일링 보고서”, 2009 년 8 월 31 일, Root Zone Scaling 의 영향 요약, 2010 년 10 월. 
167

 2011 년 6 월 16 일 Lawrence Strickling(미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 소속)이 ICANN 에 보낸 서한에서 밝힌 교차 

소유 문제. 자료 위치: http://www.icann.org/en/correspondence/strickling-to-dengate-thrush-16jun11-en.pdf.  
168

 신규 gTLD: 경쟁인가, 집중인가? 혁신인가, 지배인가?, Phil Corwin, 2012 년 6 월 6 일, 자료 위치: 

www.domainnamenews.com/new-gtlds/new-gtlds-competition-or-concentration-innovation-or-domination/11833. 
169

 신규 gTLD 프로그램과 연관된 경제적 연구에 대한 이사회 결정의 근거, ICANN, 2011 월 3 월 21 일. 자료 

위치: http://www.icann.org/en/groups/board/documents/rationale-economic-studies-21mar11-en.  
170

  ICANN 의 독점 금지 책임 모면, Justin T. Lepp, 89 Wash. U. L. Rev. 931 (2012). 자료 위치: 

http://lawreview.wustl.edu/in-print/icanns-escape-from-antitrust-liability/. 
171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확장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경제적 기본틀(2010 년 6 월),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확장에 있어서 경제적 고려 사항, 2 단계 보고서: 사례 연구(2 단계 보고서). 신규 gTLD 프로그램과 연관된 경제적 

연구에 대한 이사회 결정의 근거, 2011 년 3 월 21 일도 참조. ICANN 은 현재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추가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출처: U.S.].  
172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173

 Defensive Registrations for New gTLDS, ANA, 7 May 2012; Mallory Duncan, Vice President, National Retail 
Federation, October 21, 2011.   

http://www.a.com/
https://gacweb.icann.org/display/gacweb/GAC41+Meeting+Singapore%2C+Republic+of+Singapore
http://newgtlds.icann.org/en/announcements-and-media/announcement-29jul12-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dakar42.icann.org/node/26925
http://archive.icann.org/en/topics/new-gtlds/gac-board-root-zone-scaling-21feb11-en.pdf
http://archive.icann.org/en/topics/new-gtlds/gac-board-root-zone-scaling-21feb11-en.pdf
http://www.icann.org/en/committees/security/sac046.pdf
http://www.icann.org/en/committees/security/sac046.pdf
http://archive.icann.org/en/topics/new-gtlds/summary-of-impact-root-zone-scaling-06oct10-en.pdf
http://www.icann.org/en/correspondence/strickling-to-dengate-thrush-16jun11-en.pdf
http://www.domainnamenews.com/new-gtlds/new-gtlds-competition-or-concentration-innovation-or-domination/11833
http://www.icann.org/en/groups/board/documents/rationale-economic-studies-21mar11-en
http://lawreview.wustl.edu/in-print/icanns-escape-from-antitrust-liability/
http://www.icann.org/en/topics/new-gtlds/economic-analysis-of-new-gtlds-16jun10-en.pdf
http://www.icann.org/en/topics/new-gtlds/phase-two-economic-considerations-03dec10-en.pdf
http://www.icann.org/en/topics/new-gtlds/phase-two-economic-considerations-03dec10-en.pdf
http://www.icann.org/en/groups/board/documents/rationale-economic-studies-21mar11-en
http://www.icann.org/en/groups/board/documents/rationale-economic-studies-21mar11-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cann.org/en/news/correspondence/jaffe-to-beckstrom-07may12-en.pdf
http://www.ana.net/getfile/16997
http://www.ana.net/getfile/1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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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새로운 gTLD)”와 같은 다른 모든 gTLD 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국어(IDN) 

Gtld 를 동시에 공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관찰자들은 신청자들이 다수의 도메인 이름을 여러 

언어로 하려면 몇 배의 신청료를 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의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말한다174.  

j) ICANN 의 신청자 가이드북은 이와 같은 우려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권리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175 176. 분쟁이 발생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표권 결제소나 통일신속정지(URS) 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난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177. 정부간 기구(IGO)의 이름과 약자가 사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문제가 하나의 예로 거론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토 커뮤니케에서 GAC 은 ICANN 이사회에 공익을 위해 신규 gTLD 위임 전 신규 gTLD 하 

정부간기구 그 약어에 대한 보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현재는 GAC 내 국가간기구 

회원들과 협력해 보호를 받을 정부간기구 목록을 작성 중에 있다178. ICANN 내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표하는 주권국가나 영토의 권리와 관계된 정부나 공공기관의 권리는 ICANN 이 신규 

gTLD 를 위해 도입하는 절차에 의해 제한되거나 조절될 수 없으며, 늘 해오던 대로 ICANN 은 국가, 

영토나 장소 이름 및 국가, 영토나 지역 언어 또는 국민 기술을 관련 정부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 피하여야 한다179. 

k) 일차 신규 gTLD 신청이 끝난 후 ICANN 은 경쟁, 소비자 보호, 보안, 상표권 관련 우려를 인정하면서 

gTLD 도입이나 확장이 그 도입과 확장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a) 신청 및 평가 

프로세스와 (b) 안전장치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 소비자 신뢰, 소비자 선택을 얼마나 

증진하였는지 그 정도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180. ICANN 은 1 차 검토 후 2 년 내에 상기 의무의 

실행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관할 계획이고, 검토는 자원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검토팀이 

수행하게 된다. 검토팀의 구성원은 GAC 의장과 ICANN 대표(CEO)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정한다181. 

                                                           
174

  Why The New gTLD Program Remains of Concern to Business,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Appendix), 
http://www.bakerlaw.com/files/Uploads/Documents/News/Articles/INTELLECTUAL%20PROPERTY/2011/IPO_Comme
nts_Einhorn-3-2011.pdf; New gTLD and IDNs for development: Importance and Obstacles, IGF 2010 (Session 61), 
http://www.intgovforum.org/cms/component/content/article/102-transcripts2010/634-61;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observations on ICANN’s “April 2011 Discussion Draft of the New gTLD Applicant Guidebook, Erik 
Wilbers, Director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May 13, 2011, 
http://www.icann.org/en/correspondence/wilbers-to-beckstrom-13may11-en.pdf.      
175 

신청자 가이드북(Applicant Guidebook): http://newgtlds.icann.org/en/applicants/agb.  
176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177

  미국 의회, 신규 gTLD 확장에 대한 우려(2012 년 8 월 7 일) , 기업, 지적재산권자협회는 왜 새로운 gTLD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는가? (별첨). 
178

U.S.A. contribution (3 February 2013). 
179

 Protection Against the Misleading Use of the Names and Acronym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DNS, Legal Counsels of Public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December 13, 2011; 
Letter from T. Stelzer (Secretary of CEB) to Akram Atallah, United Nations, July 11, 2012; GAC Principles regarding new 
gTLDs (28 March 2007). 
180

 미국 상무부와 ICANN 의 의무 확인서(Affirmation of Commitments), 2009 년 9 월 30 일. 자료 위치: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affirmation_of_commitments_2009.pdf.  
181

 상기 출처와 동일. 

http://www.bakerlaw.com/files/Uploads/Documents/News/Articles/INTELLECTUAL%20PROPERTY/2011/IPO_Comments_Einhorn-3-2011.pdf
http://www.bakerlaw.com/files/Uploads/Documents/News/Articles/INTELLECTUAL%20PROPERTY/2011/IPO_Comments_Einhorn-3-2011.pdf
http://www.intgovforum.org/cms/component/content/article/102-transcripts2010/6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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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kerlaw.com/files/Uploads/Documents/News/Articles/INTELLECTUAL%20PROPERTY/2011/IPO_Comments_Einhorn-3-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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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tu.int/md/S13-WTPF13IEG3-C-001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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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icann.org/en/topics/new-gtlds/gac-principles-regarding-new-gtlds-28mar07-en.pdf
http://archive.icann.org/en/topics/new-gtlds/gac-principles-regarding-new-gtlds-28mar0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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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검토는 정부를 포함하여 국제 다중 이해관계자 공동체에게 신규 gTLD 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하고 개선을 제안할 기회를 줄 것이다182183.  

 

2.3.4.2  DNS 에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s)  

 

a)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은 일반적으로 관심 국가, 영토, 또는 지역에 사용되거나 지정된다. 

이의 세분화는 ISO 3166-1 표준184에 정해져 있으며 두 개의 US-ASCII 문자로 표시된다. 각 

도메인(ccTLD)의 두 자는 ISO 3166-1 목록이나 ISO 3166 코드관리기구에서 정한 Alpha-2 코드 요소 

목록에서 선택된다.  

b) IANA 는 각 ccTLD 를 위해 수탁자를 위임하거나 재위임 할 책임이 있지만 ISO 3166-1 목록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cTLD 목록의 각 ccTLD 에 관한 권한은 도메인의 

정책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임된다.  

c) 개념적으로는 간단한 ccLD 의 위임과 재위임 과정에는 다양한 많은 기관 및 개인이 참여하므로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운영자(신청자)가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며, 필요한 정보를 표준 양식에 

맞춰 제공한다.  

• 재위임시, 현 운영자에게 연락해 변경이 적당하며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 

• 정부가 ccTLD 와 연관이 있는 경우, 스폰서 기관이 재위임을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ccTDL 의 서비스를 받는 측에게 재위임 지지 여부 및 이것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과 필요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도록 한다. 

• IANA 루트 관리진이 이 요청의 조정자 및 분석가 기능을 한다. 이 작업에는 요청의 

세부사항 조사, ICANN 이사회를 위한 권고(recommendation) 준비 및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이를 실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 ICANN 이사회는 IANA 직원이 준비한 권고(recommendation)을 고려해 요청을 

진행시킬지에 대해 투표한다185.  

• 미 상무성이 IANA 직원이 준비한 요청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한다.  

d) ccTLD 위임 및 관리에 대한 정부자문위원회(GAC) 원칙 및 지침에 명시된 대로 ccTLD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182

 미국 상무부와 ICANN 의 의무 확인서(Affirmation of Commitments), 2009 년 9 월 30 일. 자료 위치: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affirmation_of_commitments_2009.pdf.  
183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184

 RFC1591 Domain Name System Structure and Delegation (March, 1999) introduce the ccTLD operating List by using 
the ISO 3166 List. “The selection of the ISO 3166 list as a basis for country code top-level domain names was made 
with the knowledge that ISO has a procedure for determining which entities should be and should not be on that 
list.” 

185
Understanding the ccTLD Delegation and Redelegation Procedure, IANA: www.iana.org/domains/root/delegation-
guide/. Also note that under the new IANA contract (July 2012), the IANA contractor (currently ICANN) shall apply 
existing policy frameworks in processing requests related to the delegation and redelegation of a ccTLD, such as 
RFC 1591, the GAC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Delegation And Administration Of Country Code Top-Level 
Domains, and any further clarification of these policies by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sf_26_pg_1-2-final_award_and_sacs.pdf.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affirmation_of_commitments_2009.pdf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33/en
http://www.iana.org/domains/root/delegation-guide/
http://www.iana.org/domains/root/delegation-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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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ccTLD 정책 사안은 본질상 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현지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처리해야 한다186. 

e) ccTLD 는 “영토”에 기초하여, ccTLD 에 관한 분쟁은 주로 TLD 스트링과 “영토” (ISO 3166-1 목록 

의거)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TLD 스트링과 ISO 3166-1 목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아닌지, ccTLD 가 영토의 이름을 쉽게 나타내는지 아닌지, 하나의 열거된 영토에 

얼마나 많은 ccTLD 가 가능한지, 기타 등등187 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의 경우 처음부터 주 코드 “GB” 대신 ccTLD 에 대한 ISO 

3166-1 디코딩 테이블에 예외적으로 지정된 “UK”를 사용했다. 영국 정부는 아직도 “.gb"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에도 할당할 수 없다. “.ax”는 핀란드의 요청으로 Åland 

Islands 를 위해 지정되었고 “.fx”는 프랑스의 요청으로 France, Metropolitan 을 위해 지정되었다188.  

f) ccTLD 의 사회경제적 잠재성이 더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고, ccTLD 재위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189. 일부에서는 ccTLD 를 위임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일부 이슈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190. 사실 몇몇 정부는 자신들의 ccTLD 를 되찾기 위해 UN 시스템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거나, 현재의 ccTLD 매니저들에게서 ccTLD 를 되찾기 위해 국내 법률제정을 

이용하려고 했다. 일례로 “.so” ccTLD 의 재위임 신청이 2009 년 2 월 ICANN 이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so” TLD 는 ISO 3166-1 표준에서 소말리아에게 지정되어 있지만 .so TLD 의 처음 

위임은 1997 년에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 World Class Domains 에게 주어졌다. .so TLD 의 재위임 

신청은 ITU 가 하였으며 2009 년 소말리아의 과도기 연방정부의 우편전기통신부(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에게 재위임 되었다191.  

g) 튀니지 아젠다에 명시된 대로, 회원국들은 ccTLD 가 위임된 국가나 영토 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192

. Tunis Agenda 의 63 항은 각 국가는 다른 나라의 ccTLD 에 관한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자국의 ccTLD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하여 각 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정의한 

대로 정당한 관심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지되어야 하고, 유연하고 향상된 프레임워크와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 WSIS 행동계획(2003)의 행동 계획 C6 “적절한 환경” §13 (c) (ii)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적절히 관리 또는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관여는 

해당 국가 법과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가 자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ccTLD Registry 와의 협력 방식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93. 

                                                           
186

 The Verizon 과 ARIN 이 소집한 특별 그룹, 2 차 IEG 회의, 2012 년 10 월. 
187

 Issue Paper Selection of IDN ccTLDs associated with THE iso 3166-1 two letter codes, ICANN, July 9, 2007, 
http://www.icann.org/en/resources/idn/ccnso-gac-idn-issues-report-09jul07-en.pdf.    
188

 Exceptionally reserved code elements, ISO 3166-1 decoding table, http://www.iso.org/iso/country_codes. 
189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190

 Sovereign Domains: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ccTLDs from Foreign Control, Kim G. von Arx and Gregory R. 
Hagen, 9 RICH. J.L. & TECH. 4 (Fall 2002) at http://jolt.richmond.edu/v9i1/article4.html#_edn87; The National ccTLD 
Disputes: Between State actors and non-state actors, Y. J. Park,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 Policy, 
Winter 2009, http://ijclp.net/files/ijclp_web-doc_10-13-2009.pdf. 
191

 IANA Report on the Redelegation of the .SO Top-Level Domain,  http://www.iana.org/reports/2009/so-report-
03feb2009.html. 
192

 Resolution 102 (Rev. Guadalajara, 2010).  
193

 The Verizon 과 ARIN 이 소집한 특별 그룹, 2 차 IEG 회의, 2012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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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CANN 내에서, GAC 과 ICANN 의 국가도메인협의체(ccNSO)는 공동 이익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협동하며,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IDN ccTLD) 대상 우선도입절차(Fast Track 

Procedures)를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현재 진행되는 공동 작업 중에는 위임과 재위임에 대한 해석 

작업반(Interpretation Working Group) 프레임워크와 전반적인 ccTLD 다국어도메인 정책 개발이 

있다194.  

 

2.3.4.3  DNS 의 보안 

 

a) 인터넷의 주소 지정 시스템인 DNS 는 당초 설계 시에 보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중간자(man-in-the-middle)’ 공격(악의적인 제 3 자가 Query 를 중간에 가로채 허위 응답을 보내서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로 향하도록 유인)이나 캐시 중독(DNS 네임 서버에 저장된 캐시에 허위 

DNS 데이터를 삽입)과 같은 위협에 취약하다는 보안 결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사기 사이트나 의도하지 않은 주소로 유인하여 신원 도용과 피싱을 

발생시키거나, 통신 내용을 엿보고, 정보를 오도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을 수 있다195. 이와 

같은 공격은 사용자의 인터넷 ‘신뢰’를 위협한다. 

b)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상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트루 단대단(true end-to-end) 보안이 

필요하다. 개선된 아이덴티티(Identity) 운영은 더 강력하고, 안전하고 견고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 내의 신뢰수준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열린 기준 및 신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196

.  

c) 이러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DNS 클라이언트에게 DNS 데이터의 출처 인증과 무결점 확인을 

해주는 DNSSEC 라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 보안성 확장 세트, 즉 응답하는 실체(이름 서버)가 

정말로 응답 실체라는 추가 보장을 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되었다197.  

d) DNSSEC 는 서비스 제공자들(relying parties)이 DNS 응답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암호 

사인의 제공을 촉진하고 있다. 분석 과정은 깨지지 않는 “신뢰 체인(chain of trust)”을 만들어 “DNS 

데이터의 출처 인증”을 보증한다. 이 신뢰 체인의 주요 특징은 각 부모(parent) 존이 자식 (child)을 

보증하는 것이다.  

e) DNSSEC 의 ‘신뢰 체인’이 효과를 발하려면 사용자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 체인이 구축될 수 있는 

최상위 인증기관(Trust Anchor)과 같은 단일의 신뢰 출처가 필요하다(루트에서). 이를 위해 암호키 

생성, 사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상무부는 루트 암호 키의 관리를 현재의 루트 존 관리 

파트너들, 즉 IANA 기능 운영자(ICANN)와 루트 존 유지관리자(VeriSign)가 나눠서 수행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ICANN 은 KSK(키 서명용 키)의 관리를 책임지고, 민간기관인 VeriSign 은 

ZSK(영역 서명용 키)를 담당하는 것이다. KSK 는 ZSK 를 주기적으로 서명하기 위해 필요한 중심 

키이고, ZSK 는 루트 존을 서명하는 키이다. ICANN 은 트러스트 앵커 발행도 맡고 있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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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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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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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 Italia contribution (1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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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SEC Protocol RFC (IETF): RFC 4033, RFC 4034, and RFC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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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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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반면199,200,201, 적용되고 있는 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감사 받고,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전기통신공업협회(NTIA), ICANN 및 VeriSign 이 네이밍 및 보안 분야 종사자들과 연락하고 협력해 

왔다고 말한다202.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ICANN 이 21 명의 ‘신뢰받는 커뮤니티 

대표(TCR)’를 활용하여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이 KSK 관리에 직접 관여하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TCR 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17 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중립성, 투명성,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루트키 생성, 백업, 서명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03. 

 

2.3.4 다국어도메인의 관리에서 회원국의 행정의 역할204 

 

a) 결의 133(Rev. Guadalajara, 2010) 은 국제화(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i. WSIS 가 채택한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지 아젠다는 도메인 이름, 이메일, 인터넷 어드레스 

및 키워드 조회를 포함한 수많은 영역에서 다국어도입을 위한 과정을 앞당기는 데 

전념하기로 하였다.  

ii. 인터넷 접속에서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루트 서버(2.3.5.2 참조)와 국제화 

도메인 이름 사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iii. 전기통신과 인터넷의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진행과정 및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체로 

자국어로 된 문자를 읽고 검색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비라틴어 문자로 

인터넷(DNS 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일어난 발전 역시 

고려해야 한다. 

iv. WSIS 의 결과를 상기하며, 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각의 역할을 갖고 참여하는 

다면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터넷의 다국어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v. 현재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의 다양하고 증가 중인 언어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vi. ICT 와 인터넷으로 더 일반화된 국제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성별, 인종, 지역, 거주 국가 

또는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vii.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지역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언어의 전 세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viii. 다음은 WSIS 의 결과와 언어적 요구를 상기하며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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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08/02/15/eeny-meeny-miny-moe-will-verisign-control-the-root/. 
201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09/06/12/former-principal-scientist-at-verisign-blasts-us-control-of-dnssec-
root-signing/. 
202

 영국 기고문(2012 년 6 월 25 일), ISOC 기고문(2012 년 6 월 26 일). 
203 

미국 기고문(2012 년 10 월 2 일). 
204

 Resolution 133 (Rev. Guadalajara, 2010). 

http://www.zoomerang.com/Shared/SharedResultsSurveyResultsPage.aspx?ID=L23VTKJEXCE9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08/02/15/eeny-meeny-miny-moe-will-verisign-control-the-root/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09/06/12/former-principal-scientist-at-verisign-blasts-us-control-of-dnssec-root-signing/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09/06/12/former-principal-scientist-at-verisign-blasts-us-control-of-dnssec-root-signing/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5/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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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이름, 이메일 주소 및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수많은 영역에서 다국어 

도입과정을 앞당긴다. 

 언어적 디지털 격차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인터넷 상 다국어 도메인과 콘텐츠를 장려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기술적 표준을 더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의 글로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ix. 지적 재산과 국제화 도메인 이름에 관한 수많은 난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당한 

해결안을 찾아야 한다. 

x.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역할(도메인 이름을 위한 논쟁 해결 관련)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역할(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 언어적 다양성과 

지역적 콘텐츠 관련)이 인정받고 있다. ITU 가 WIPO 및 UNESCO 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도 인정받고 있다.  

xi. 도메인 이름이 확장되어 비라틴 문자 세트가 포함될 때, 글로벌 상호운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 다국어 인터넷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다국어주의를 향한 과정을 

앞당겨 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현재 시급하다는 데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ICANN 가 설정한 현재의 과정 하에서 다국어도메인(IDN)이 DNS 에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과거에 인정되었던 이러한 도입의 긴급성은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2.3.5.1 참고) 205.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다국어도메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메일 

주소와 키워드 검색에 관하여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현재의 다국어도메인 실행은 “실질적으로 ASCII 기반 시스템에 시행한 패치에 불과하며 시스템 

자체가 지원을 할 때 DNS 에 다국어주의가 올바르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206. 

유니코드(ISO/IEC 10646) 표준 시리즈를 구축한 RFC 5890, 5891, 5892, 5893, 5894 와 RFC 3743, 

4185, 4690 에 담긴 다국어도메인 구현은 본질적으로 패치이다207. 그러나, (IPv6 와 DNSSEC 가 

패치가 아닌 것처럼)이 역시 ASCII 도메인 네임 시스템 상의 패치가 아니며, 서버, 리졸버(Resolver), 

클라이언트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다국어도메인을 자체적으로(Native)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ASCII 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자든 ASCII 도메인 이름에 맞게 

지원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208. 

                                                           
205

 UK contribution (25 June, 2012). 
206

 Saudi Arabia and Sudan contribution (1 August, 2012), Algerian contribution (2 August, 2012).       
207

 유니코드 표준(Unicode Standard) 1.0 버전은 1991 년 10 월 발표되었으나, 구현을 단순화하고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이 1995 년 2.0 버전이 나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무렵 인터넷은 

그때보다 더 정착된 상태였고, 월드와이드웹이 중요한 기술 개발로 인정받게 되었다. 
208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7/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1/en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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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재의 노력은 루트 서버나 미러, 다른 DNS 리졸버(Resolver), 애플리케이션 단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인터넷이 상호 운영 가능한 IDN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기술, 

사례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209. 

 

2.3.5.1     DNS 하의 다국어도메인(IDN) 

 

a) 역사적으로 DNS 루트 존은 US-ASCH 나 라틴 알파벳에 해당하는 문자 세트에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다국어도메인이 도입된 후, 각각 다른 문자(예: 아랍어, 중국어, 키릴어 또는 

한국어)로 최상위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국어로 도메인 이름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b) 2010 년 이래로, 다국어도메인을 통하여 DNS 에 다국어주의의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2009 년 10 월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ICANN 이사회가 

다국어국가최상위도메인 우선도입정책(IDN ccTLD Fast Track Process)을 승인함으로써, 각 국가와 

지역에서는 US-ASCII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도 자신의 국가 또는 영토 이름을 나타내는 

다국어국가최상위도메인을 ICANN 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c) 신규 gTLD 프로그램에서 다국어도메인 실행과 다국어국가도메인의 실행은 일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예로는 레지스트리에서 허용되는 문자 정책 규정, 문자열에 들어가는 문자의 

유형과 개수에 관한 합의 등과 같은 문제를 말한다210. 

d) 2012 년 6 월경, 총 30 개의 국가/지역의 신청서가 문자열 평가(String Evaluation)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 이 중에서 21 개의 국가/지역(31 개의 다국어도메인으로 나타냄)가 DNS 루트 존에 

위임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문자열 위임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211. 

 

2.3.5.2 지역 루트 서버 

a) DNS 는 IP 어드레스를 컴퓨터에 할당된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도메인 이름과 결합시킨다. 

사용자가 “www.itu.int”이라고 타자하면, DNS 가 이 어드레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순서로 

분석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 우선 루트 서버(“.”)로 가고, 그럼 루트 서버는 “.int” 이름 서버의 

장소에 리퍼럴(referral)을 제공하며, “.int” 이름 서버가 다시 “itu.int” 이름 서버로 

리퍼럴(referral)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루트 이름 서버는 DNS 루트 존에 요청하는 DNS 서버이며, 

특정 TLD 내의 이름에 대한 리퍼럴(referral)을 이 TLD 의 이름 서버에 제공한다. 현재 12 명의 

운영자가 “글자.루트 서버.net” 형식으로 이름이 지정된 13 개의 루트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글자는 A 에서 M 까지다. 현재 A, C, E, F, G, I, J, K, L, M 서버들은 분산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대륙의 다양한 장소에 있다212.  

 

                                                           
209

 PayPal 기고문(2012 년 10 월). 
210

 IDN Variant TLD program , ICANN, (4 May, 2012),  http://www.icann.org/en/news/public-comment/idn-variant-tld-
revised-program-plan-04may12-en.htm.  
211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IDN ccTLD implementations in different scripts can be found at: 
http://www.icann.org/en/resources/idn/announcements.   
212

 Details of root server deployment can be found at http://www.root-servers.org/.  

http://www.it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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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운영자와 루트 서버 

 

서버 운영자 장소 개수 

A VeriSign, Inc.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6 

B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Marina Del Rey, California, US 1 

C Cogent Communications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6 

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aryland, US 1 

E NASA Ames Research Center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12 

F Internet Systems Consortium, Inc.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49 

G U.S.[A.] D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6 

H U.S.[A.] Army Research Lab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미국 내 배포 2 

I Netnod (formerly Autonomica)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43 

J VeriSign, Inc.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70 

K RIPE NCC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18 

L ICANN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121 

M WIDE Project 애니캐스트를 이용해 배포 6 

b) 12 명의 운영자는 IANA 기능 과정을 통해 관리되고 VeriSign 이 루트 존 유지 담당자로서 

암호화하고 배포하는 루트 존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관리한다.  

c) 지리적인 면에서 볼 때, 3 명의 루트 서버 운영자만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행정 본부를 두고 

있지만(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루트 서버 운영자는 대부분 기존 루트 서버의 미러 카피를 전 

세계에 배치해 두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루트 서버와 미러의 인스턴스가 341 개에 달한다. 일례로, 

ICANN 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L.ROOT-SERVERS.NET 서비스는 49 개국 112 개소에 

위치한 미러 카피(인스턴스)를 통해 제공된다. 

d) DNS 루트 서버 (및 미러)213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림 3 은 

루트 서버의 지리적 분포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분포 간의 격차를 강조하고 있고, 그림 4 에는 

그 위치 및 어떻게 수요가 맞아 떨어지는지가 나와 있다. 결의 133(Rev. Guadalajara, 2010)에서 ITU 

회원들은 루트서버 지역별 안배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루트 서버 당 사용자 수’의 

비율이 반드시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네트워킹의 본질과 피어링, 라우팅, DNS 

서버 선택의 개념 때문에, 가령 호주에 있는 사용자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호주에 위치한 루트 

서버를 사용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214 . 루트 서버는 위임 체인(Delegation Chain)의 

최상위가 되고, 이는 평균 이틀 동안 캐시가 된다. 사용자는 해당 ISP 의 캐시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서버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토폴로지 측면에서) 근접해 있어야 하는 반면, 선제적 

캐싱(Preemptive Cashing)도 긴 대기시간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루트 서버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215.  

                                                           
213

 인터넷상의 불균등한 DNS 서버 분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royal.pingdom.com/2012/05/07/the-very-uneven-distribution-of-dns-root-servers-on-the-internet/. 
214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215

 Nominet 기고문(2012 년 9 월 30 일). 

http://royal.pingdom.com/2012/05/07/the-very-uneven-distribution-of-dns-root-servers-on-the-internet/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2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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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 시스템이 루트 서버의 분산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루트 서버의 책임을 재할당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루트 서버의 관리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216. 

 

그림 3: DNS 루트 서버 사이트와 인터넷 사용자의 지리적 분포, 2011217 

DNS 루트 서버 사이트(좌측 차트)와 인터넷 사용자(우측 차트)의 지리적 분포 

 

 

그림 4: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DNS root servers and mirrors218 

 

 
 

2.3.6 정부들은 정부자문위원회(GAC)를 통해 ICANN 의 조직구조 하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한다. 

GAC 은 공공정책 사안에 대해 ICANN 에게 자문을 하는데, 특히 ICANN 의 활동이나 정책과 국내법 또는 

국제 협약 간에 상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219. 

a. ICANN 정관에 따라 ICANN 이사회는 정책을 만들고 채택할 때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GAC 의 

자문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ICANN 이사회에서 GAC 의 자문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216

 영국 기고문(2012 년 6 월 25 일).  
217

 http://royal.pingdom.com/2012/05/07/the-very-uneven-distribution-of-dns-root-servers-on-the-internet/ 
218

 http://root-servers.org/.  
219

 “GAC 소개(About the GAC)”, 자료 위치: https://gacweb.icann.org/display/gacweb/About+The+GAC.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3/en
http://royal.pingdom.com/2012/05/07/the-very-uneven-distribution-of-dns-root-servers-on-the-internet/
http://root-servers.org/
https://gacweb.icann.org/display/gacweb/About+The+GAC


35 

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GAC 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자문을 따르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220. GAC 의장은 ICANN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연락창구의 역할을 한다221.  

b. GAC 가입은 모든 국가와 국제 포럼에서 인정하는 개별 경제체제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정부간기구와 협약 기구도 참관 회원(Observer)으로 GAC 에 참여할 수 있다222. 현재 GAC 는 114 개 

회원국과 27 개 Observer 로 구성되어 있다223.  

c. GAC 의 역할이 자문 기구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GAC 를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GAC 를 다자간협의모델 정책개발구조로 

통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224. GAC, ICANN 이사회, 그 외 ICANN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면 이와 같은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225. 

d.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 정책에 영향이 있는 데도 ICANN 이사회가 GAC 의 의견을 구하지 

않거나 GAC 의 자문을 반려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226. GAC 를 ICANN 의 구조 속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ICANN 이사회와 GAC 는 공동으로 노력해 왔고227, 그 

노력은 ATRT(책임성·투명성 검토팀)으로 더욱 촉진되었다228229230. 2011 년 ICANN 이사회와 GAC 

공동 실무 그룹(JWG)이 발표한 보고서에 몇 가지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JWG 와 ATRT 의 

권고(recommendation)은 이사회 – GAC 권고이행 실무그룹(BGRI)에 의해 현재 실행 중이다231.  

 

3. 맺음말 

 WTPF-2013 에 제출될 해당 사무총장 보고서는 정책포럼에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ITU 

회원국과 부문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고, 포럼의 단일 작업 문서로 사용되며, 결론을 내려야 할 

주요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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