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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이 ICANN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개별 인터넷 사용자인 여러분도 ICANN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ICANN 커뮤니티 역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ICANN에서 상향식 합의 중심의 다수 이해관계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것입

니다. 다시 말해,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CANN 커뮤니티에 더해진 모든 의견 덕분에 더욱더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t-Large가 이러한 상향식 합의 중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ICANN 정책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로는 "도

메인 이름 맛보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At-Large는 부당한 인터넷 관행을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했습니다.

ICANN이란? 
ICANN은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 기업으로 인터넷의 보안성, 안정성 및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일을 전담하는 전 세계 지원자들의 의견을 체계화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CANN은 경쟁을 촉

진하고 인터넷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특히 ICANN의 업무는 인터넷의 모든 각 컴퓨터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이름 및 숫자 형

식) 체계인 글로벌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DNS는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부분

이며 DNS 없이는 인터넷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ICANN은 DNS 조율을 통해 인터넷을 확장 및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ICANN의 업무는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팸을 차단하거나 인터넷 액세스를 취급

하지도 않습니다.

2012년 6월, 프라하에서 열린 44회 ICANN 회의 중 ALAC 10주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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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ICANN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분산적인 거버넌스 모

델에서는 개인, 산업, 비상업 이익 단체 및 정부를 평등한 수준에서 다룹니다. 정부가 좀 더 전통적인 하

향식 거버넌스 모델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ICANN은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

의 합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인터넷 자체의 구조가 그러하듯,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권장안을 인가하거나 반려할 궁극적인 권한은 ICANN 이사회에 있지만, 정책 권장안을 만들고 이

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SO(지원 기구)의 역할입니다. AC(자문 위원회)는 ICANN 이사회에 조언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정책 개발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O/AC에 대한 내용은 이 소책자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ICANN 직원은 ICANN 커뮤니티가 개발하고 ICANN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의 집행과 구현을 담당합니다.

ICANN 옴부즈맨은 ICANN과 계약 관계에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역할로, ICANN, 이사회

의 결정, 대응 또는 무대응 문제나 ICANN 직원, 이사회 또는 구성체가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해 불공정하

게 대우한 경우와 관련된 문제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 위원회는 8명의 ICANN 이사회 구성원과 At-Large 자문 위원회,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일부 구성원 선정을 담당하는 지원자 커뮤니티 팀입니다.

지명 위원회

ICANN 조례, 
섹션 2 제7조

에 따름

At-Large

사장 겸 CEO

이 사 회

정부 자문 
위원회

의결권없음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의결권없음

기술 연락 
그룹

의결권없음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의결권없음

인터넷 보안 
안정화 자문 

위원회
의결권없음

옴부즈맨

ICANN 직원

gTLD 레지스트리

gTLD 레지스트라

IP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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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인터넷 사용자
와연계하는

일반사용자대표체

자문위원회

ALAC

(.us,.uk,.au,.it. 

Be,.n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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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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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rge란?  
정책 개발에 대한 ICANN의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 내에서 At-Large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는 커

뮤니티입니다.

At-Large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At-Large 위원회는 계층화된 상향식 구조로

가장 아래에는 150개 이상의 ALS(At-Large Structure)가 있습니다. 이러한 At-Large 구성원의 로컬 기구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가에 하나 이상의 ALS를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인터넷 사용자는 로컬 ALS에 가입함으로써 At-Large에 참여합니다.

5개의 RALO는 다음과 같습니다.

■■ AFRALO(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http://www.atlarge.icann.org/afralo/

■■ APRALO(아시아 태평양 지역 At-Large 조직) 
http://www.atlarge.icann.org/apralo/

■■ EURALO(유럽 지역 At-Large 조직) 
http://www.atlarge.icann.org/euralo/

■■ LACRALO(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At-Large 조직) 
http://www.atlarge.icann.org/lacralo/

■■ NARALO(북아메리카 지역 At-Large 조직) 
http://www.atlarge.icann.org/naralo/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아시아 태평양

북미

지
명

 위
원

회
 지

명
자

At-Large
커뮤니티에서

15석 선정

이사회

RALO
에

서
 선

정

ALS RALO ALAC 
ICANN At-Large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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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rge 자문 위원회란? 
ALAC(At-Large 자문 위원회)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ICANN 내의 제1의 조직입니다. ALAC의 역할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ICANN의 활동을 재고하고 그에 대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는 ICANN의 지원 기구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물론 커뮤니티 의견 및 조언이 필요한 기타 많은 문제도 포

함됩니다. ALAC는 ICANN의 책임 메커니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다

가가기 위한 ICANN의 활동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ICANN의 내규에 따르면 ALAC의 구성원 15명은 각 지역 At-Large 조직에서 2명씩 선정하여 총 10명의 직

접 선출된 대표와 지명 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명 위원회가 선정한 5인에는 각 5개

의 지역 내 국가의 시민 1명이 포함됩니다.

ICANN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ICANN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요소는 각 주요 업무 부분을 인가하기 전에 그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

는 기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는 운영(예산 또는 전략 계획), 기술(보안 보고서 및 권장안) 또는 정책 

지향(조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프로세스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 공개 의견으로 게시되는 모든 항목은 최소 21

일 동안 공개됩니다.

■■ 의견이 접수되면 의견 수렴 기간의 종료 시점

부터 최소 21일 동안 지속되는 회신 기간이 시

작됩니다.

■■ 의견 수렴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회신 기간이 없습니다.

■■ 회신 기간 동안 참가자는 이전에 제출된 의견을 

다루며, 해당 주제에 관한 새로운 게시물은 소개

하지 않습니다. 회신 작성 시 작성자는 원본 게시

자의 이름, 의견을 접수한 날짜 및 관련 있는 특정 

텍스트를 인용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전용 페이지(http://www.icann.org/en/news/public-comment)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한 모

든 주제 목록이 공개되고, 관련 발표, 문서, 의견 위치 및 참조 자료 링크가 자세한 설명 및 배경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면 담당 직원이 모든 의견과 수렴된 의견을 통해 완성한 의견 요약 보고

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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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C 정책 조언의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PC(공개 의견)가 개진되면 ALAC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ALAC에서는 메일링 리스트와 원격회의를 

통한 상담을 통해 PC에 대한 성명서 필요 여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성명서가 필요한 경우 ALAC

를 지원하는 ICANN 정책 직원이 At-Large 정책 개발 페이지(https://community.icann.org/x/bwFO)에서 이를 

위한 웹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일단 웹 페이지가 준비되면 ALAC는 PC에 대한 초안 작성 담당자를 찾습니다.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하면 

5일 동안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이 At-Large로 제출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면 제출된 의견이 합의 과정을 통해 초안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ALAC는 5일 동안 표결 과정을 거쳐 초안을 인가합니다. 인가되는 경우 성명서가 ICANN 위원회와 

여론 담당 ICANN 직원에게 제출됩니다.

https://community.icann.org/x/bw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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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견 담당 이사회 및/또는 직원에게 제출

              필요에 따라  
의견 수렴, 
   통합

ALAC 정책 조언 개발 프로세스 차트

ALAC에서
성명서가 필요한
지 결정

ALAC에서

공개 의견 검토

성명서 초안
   작성

     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펜 홀더 
식별

Wiki 페이지  
설정

ALAC 인가:  
일반적으로  
5일간 투표

정책 
조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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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C에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주요 정책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책 문제가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WHOIS

WHOIS란?
WHOIS("후이즈", 약어 아님)는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 등록 정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사

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WHOIS 프로토콜은 1985년에 게시된 RFC 954에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최신 사양은 RFC 3912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ICANN의 gTLD 계약에는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가 등

록 이름 데이터에 대한 공개적인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는 양방향식 웹 페이지와 포트 43 WHOIS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통 "WHOIS 데이터"라고 하며 도메인 등록 생성 및 만료 날짜, 이

름 서버, 등록자와 지정된 관리 및 기술 연락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WHOIS 서비스는 보통 비즈니스용으로 도메인 소유자를 식별하고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된 기술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당사자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WHOIS는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본적으로 WHOIS는 프라이버시와 정보 공개의 균형이라는 특정한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

을 줍니다. 

등록자가 되길 원하는 최종 사용자는 WHOIS 디렉토리에 있는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

개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스팸 발신자, 신

원 도용자 등의 사이버 범죄자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수집으로 최종 사용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WHOIS 데이터는 

스팸과 피싱 등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법 집행관을 도움으로써 최종 사용자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RAA(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RAA란?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www.icann.org/en/resources/registries/listing)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개인

이나 법인은 ICANN 인가 레지스트라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수백 

개의 인증된 레지스트라가 전 세계에 곳곳에 있습니다. 현재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의 모든 목록을 보

려면 www.internic.net/regist.html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이름 등록자와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의 관계

는 양자 간의 등록 합의에 따릅니다.

ICANN은 2009년 RAA(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그리고 RAA에 통합된 ICANN 합의 정책 및 사양에 대두된 

당시 기존 등록자 권리 및 책임을 확인하고 요약하는 등록자 권리 및 책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된 이 문서는 GNSO와 At-Large 자문 위원회의 공동 실무 그룹이 제공한 의견을 다시 레지스트라와 논의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등록자 권리 및 의무 문서는 www.icann.org/en/resources/registrars/registrant-rights-

responsibiliti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gTLD에 따라 gTLD 레지스트리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와 함께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단체는 ICANN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심이 있는 단체는 인가를 신청하고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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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 비즈니스 자격에 필요한 모든 기술, 운영 및 재무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ICANN과 모든 

인가 레지스트라의 관계는 양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개별 RAA(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를 따릅니

다. 연락처는 www.icann.org/en/resources/registrars/raa/ra-agreement-21may09-en.ht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AA는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ICANN이 만드는 정책은 도메인 이름 시스템을 이루는 다양한 기구인 레지스트리와 레지스

트레지스트라가 구현합니다. 이러한 기구와의 계약은 최종 사용자에게 수행하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줍

니다. 따라서 RAA 계약은 최종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RAA는 ICANN이 레지스트리 및 레지스트라를 통해 그 규칙과 규제를 시행하는 주요한 도구이

기도 합니다. RAA는 최종 사용자가 레지스트리 및 레지스트라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

는 경우 ICANN 계약 준수 부서에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IDN(다국어 도메인 이름)

IDN이란? 
IDN은 기본적인 26개의 "a-z" 영문자로 작성되지 않고 현지 언어에서 사용되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을 가리킵니다. IDN은 여러 유럽 언어에 필요한 음성 기호가 있는 영문자를 포함할 수 있으

며, 아랍어나 중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스크립트의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0-9" 가 아닌 다

른 숫자 형식을 사용하는 언어도 많습니다. 도메인 이름에서 기본 영문자와 유럽-아랍 숫자를 "ASCII 문

자"(ASCII = 정보 교환용 표준 코드,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합니다. 이는 

IDN의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에도 포함됩니다.

"호스트 이름 규칙"에 따르면 고려 중인 유형의 모든 도메인 이름을 위에 나열된 ASCII 문자와 하이픈 "-"

만을 사용하여 DNS에 저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IDN의 유니코드 형식은 DNS에 입력하기 전에 특수한 인

코딩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용어는 이러한 형식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메인 이름은 일련의 "라벨"("점"으로 구분)로 구성됩니다. IDN 라벨의 ASCII 형식은 "A-라벨"이라고 합니

다. DNS 프로토콜에 정의된 모든 작업에서는 A-라벨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표시 방식의 유니

코드 형식은 "U-라벨"이라고 합니다. 데바나가리 스크립트에서 U-라벨처럼 여기 표시된 "테스트"를 뜻

하는 힌디어( )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ACE"(ASCII 호환 인코딩)이라는 특수한 형식이 여

기 적용되어 xn–11b5bs1di라는 A-라벨을 만듭니다.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은 "LDH 라벨"이라고 합니다. A-라벨 및 LDH-라벨

의 정의는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icann.org"처럼 LDH 라벨로만 구성된 이름은 IDN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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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은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IDN은 최종 사용자에게 3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유익한 최종 사용자 경험, 인터넷의 세분화, 

사기입니다.

비영어권 스크립트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매우 큰 혜택을 얻게 됩니다. 최소한 전에

는 액세스할 수 없었던 웹 페이지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국어가 아닌 스크립트와 

언어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었지만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인터넷의 세분화는 IDN의 도입으로 특정 문자 집합에 대한 액세스가 없으면 최종 사용자의 가용성이 감

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기반 키보드만 가진 최종 사용자 그룹은 아랍어, 데바나가리 또

는 중국어 스크립트로 된 도메인 이름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기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비 ASCII 문자와 영문자가 개인 정보 피싱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웹 사이트와 비슷한 주소에서 "a"만 "ä"로 바꾸어 등록하는 악성 등록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용자가 속아서 피싱 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CANN의 전략 및 운영 계획

ICANN의 전략 및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ICANN은 3년간의 전략 계획(매년 검토 및 업데이트)과 함께 초안 운영 계획 및 예산 프레임워크, 연간 운

영 계획을 만듭니다.

ICANN 계획 프로세스는 연속적이며 다음 3가지 구성 요소의 중첩을 허용합니다.

• 보통 7월부터 2월까지의 커뮤니티 의견을 통해 개발되는 전략 계획

•  12월에 커뮤니티 의견 및 목표 설정과 함께 시작되는 운영 계획 및 예산 프레임워크

• 최종 커뮤니티 검토용으로 매년 5월 17일까지 게시되는 운영 계획 및 예산 초안

2012년 5월 6일에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이사회 특별 회의 중에 ICANN 이사회에서 채택한 전략 계획 

2012-2015이 올해 승인되었습니다.

전략 계획은 운영 계획과 예산에 반영되며 ICANN의 연간 목표와 우선 순위를 정의하는 데 돕습니다.

ICANN의 전략 및 운영 계획은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ICANN의 전략 및 운영 계획은 최종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이것은 ICANN 법인이 아닌 ICANN 조직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시스템

의 선구자인 ICANN은 스스로 자립하는 조직은 물론 진화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최종 사

용자 포함)가 제공하는 의견은 ICANN이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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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TLD

새로운 gTLD란?
ICANN의 임무는 전 세계에 안정적이고 통합된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데 있어 경쟁을 도입하고 촉진하는 한편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2005년, ICANN의 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는 2000년과 2003년에 실시된 시험 과정의 결

과를 토대로 새로운 gTLD 도입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 개발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GNSO는 일반 최상

위 도메인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이며 인터넷의 기술 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2년에 걸친 정책 개발 프로세스에는 정부, 시민 사회, 비즈니스 및 지적 재산권 이해관계자, 기술자를 포

함한 ICANN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양한 지지층과의 길고 상세한 논의가 포함되었습니다.

2008년, ICANN 이사회는 새로운 gTLD 구현을 위해 특정 할당 기준과 계약 조건을 가진 19가지 구체적인 

GNSO 정책 권장안을 채택했습니다.

ICANN은 정책을 승인한 후 지적 재산권과 커뮤니티 이익 보호, 소비자 보호 및 DNS 안정성과 같은 이해

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구현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여러 신청자 가이드북에 대한 공개 협의, 검토 및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2011년 6월, ICANN 이사회는 가이드북과 새로운 gTLD 프로그램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

표는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개선, 새로운 ASCII 및 IDN(다국어 도메인 이름) 최상위 도메인을 포함한 새로

운 gTLD 도입을 통한 혁신의 이점 실현 등입니다.

새로운 gTLD는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새로운 gTLD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누구도 그것이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영향은 혼

란, 신뢰 및 기술입니다.

먼저 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미 사용 중인 웹 사이트와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을 다

시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또한 ".com"이 더 이상 웹 사이트 주소에 있어 가장 좋은 선택

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gTLD 이름의 사용 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안정하다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불안정한 gTLD"로 인식되는 

대상과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문제는 웹 브라우저 검색 툴바의 작동 이상과 같은 사소한 문제

부터 인증 기관에서 새로운 gTLD에 발급한 인증서와 이미 내부에서 gTLD를 사용 중인 다른 웹 사이트의 

충돌과 같은 중대한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gTLD가 최종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운 gTLD 덕분에 더 많은 "제품"이 이용 가능해져 사용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특정 

gTLD가 신뢰를 얻고 나면 최종 사용자는 더욱 안심하고 트랜잭션 수행, 웹 브라우징 또는 정보 검색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확인된 은행만이 .bank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면 이러한 gTLD 사용이 보다 유익하고 안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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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공익이란? 
사내 문서에 따르면 ICANN은 '전체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ICANN은 다수 

이해관계자, 민영 부문 주도 및 상향식 정책 개발 프로세스를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 프로

세스의 결과는 공익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변화하는 인터넷 및 인터넷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유연하

게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ICANN은 그 핵심 가치의 일부로서 모든 정책 개발 및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능, 지역 및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참여를 추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ICANN과 그 구성 기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절차에 따

라 일관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또한 ICANN은 공익을 반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

해 공개 의견, 책임성 및 투명성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공익은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ALAC는 최종 사용자 경험을 관리하기도 하고 기득권 부재 시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변호합니다.

간단 요령/참여 도구

FAQ

■ RALO 원격회의에 참가하려면 ALS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  AFRALO(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JgUt 

 •  APRALO(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섬 지역 At-Large)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rogi 

 •  EURALO(유럽 지역 At-Large 조직)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Pooi  

 •  LACRALO(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At-Large 조직)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mIwi  

 •  NARALO(북아메리카 지역 At-Large 조직)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6o0i

■ ALAC 원격회의에 참가하려면 ALAC 구성원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  ALAC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_pQi

■ 실무 그룹에 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려면 ALS 대표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  ALAC 원격회의: https://community.icann.org/x/_pQi

가이드

•  신규 회원을 위한 At-Large 참여 가이드 

http://www.icann.org/en/about/learning/beginners-guides/participating-at-large-beginners-guide-06mar12-en

•  신규 회원을 위한 ICANN 참여 가이드  

http://www.icann.org/en/about/learning/beginners-guides/participating-01nov12-en

• At Large Wiki 교육 가이드 https://community.icann.org/x/v4Cv

http://www.icann.org/en/about/learning/beginners-guides/participating-01nov1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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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셔

•   At-Large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Large+Brochure+Workspace

•   AFRALO(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FRALO/AFRALO+Brochure

•  APRALO(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섬 지역 At-Large 조직)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PRALO/APRALO+Brochure

•   EURALO(유럽 지역 At-Large 조직)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EURALO/EURALO+Brochure

•   LACRALO(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At-Large 조직)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LACRALO/LACRALO+Brochure

•   NARALO(북아메리카 지역 At-Large 조직)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NARALO/NARALO+Brochure

At-Large Structure

•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http://www.atlarge.icann.org/announcements/announcement-23may05.htm

• 어떤 그룹이 ALS가 될 수 있습니까?http://www.atlarge.icann.org/framework.htm

•  ALS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ttp://www.atlarge.icann.org/announcements/announcement-23may05.htm

• 가입하기 http://www.atlarge.icann.org/joinus

• ALS Starter Kit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LS+Starter+Kits

미디어

•  ALAC 의장인 Olivier Crépin-Leblond의 "ALAC와 At-Large의 정의" 팟캐스트  

https://www.icann.org/en/about/learning/podcasts/icann-start-10mar11-en

•  ALAC 의장인 Olivier Crépin-Leblond의 "ALAC(At-Large 자문 위원회)와 At-Large 커뮤니티" PowerPoint 

https://community.icann.org/download/attachments/41888801/At-Large+Policy+Process+-+OCL.ppt?version=2

&modificationDate=1370904530344

•  ICANN 이사회 구성원인 Sébastien Bachollet의 "At-Large 및 At-Large 자문 위원회 101" PowerPoint  

https://community.icann.org/download/attachments/31165556/At-Large_101_Sept2011_EN_V2.pptx?version=1

&modificationDate=1328054399000

소셜 미디어

•  Facebook http://www.facebook.com/icann.atlarge

•  Twitter http://twitter.com/ICANN_AtLarge

•  YouTube http://www.youtube.com/user/AtLargeStaff/videos

•  myicann.org

■■ 공개 의견 페이지에서 현재 논의 주제를 확인하고 의견 개진  

http://www.icann.org/en/news/public-comment 

■■ 커뮤니티 Wiki 확인 및 참여 https://community.icann.org/dashboard.action 

■■ 정책 업데이트 월간 뉴스레터 읽기  http://www.icann.org/en/resources/policy/update 

■■ 뉴스레터(http://www.icann.org/en/news/newsletter/signup)  

및 뉴스피드(http://www.icann.org/en/news/rss) 구독 

■■ 과거 또는 향후 회의에 관해 ICANN 회의 사이트 방문 http://meetings.icann.org/ 

https://community.icann.org/download/attachments/41888801/At-Large+Policy+Process+-+OCL.ppt?version=2&modificationDate=1370904530344
https://community.icann.org/download/attachments/41888801/At-Large+Policy+Process+-+OCL.ppt?version=2&modificationDate=1370904530344
https://community.icann.org/download/attachments/31165556/At-Large_101_Sept2011_EN_V2.pptx%3Fversion%3D1%26modificationDate%3D1328054399000
https://community.icann.org/download/attachments/31165556/At-Large_101_Sept2011_EN_V2.pptx%3Fversion%3D1%26modificationDate%3D13280543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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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ORG 및 MyICANN.ORG에서 볼 수 있는 내용

특징:

1#  최신 정보: 최신 이사회 활동과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최신  
주제가 홈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2# 그룹 – 모든 방문자가 ICANN 홈  
페이지에서 모든 지원 기구 또는  
자문 위원회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공개 의견: 누구나 커뮤니티 또는 기구에서 고려하는 문제에 관해 공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4# 다국어 컨텐츠 막대: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목록이 최신순으로 
표시됩니다.

5#바닥글 두문자어 도움말: 두문자어를 입력하면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6# 인라인 두문자어 도움말: 사이트의 HTML 부분에서 밑줄 친 용어 위에 커서를 놓으면 두문자어 
정의가 표시됩니다.

7#Planet ICANN: ICANN의 모든 RSS 및 Twitter 피드를 한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8# 커뮤니티 Wiki: 실무 그룹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웹 페이지로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쉽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게 합니다.

MyICANN.ORG

5

8

3

7

2

4

1

6

2012년에 출범한 MyICANN은 ICANN 
커뮤니티로부터 시기적절한 주제별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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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약어 목록

A

ALAC At-Large Advisory Committee: At-Large 자문 위원회

ICANN 프로세스에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하는 제

1의 조직입니다. 글로벌 사용자는 RALO(지역 At-Large 기구)의 일부인 

ALS(At-Large Structure)라는 소규모 자체 형성 그룹을 통해 대표됩니다. 

ASO 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주소 지원 기구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 번호 리소스 할당을 감독하는 회사인 RIR(지역별 인

터넷 레지스트리)을 대표합니다. RIR의 대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ATR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책임 및 투명성 검토 팀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되어 ICANN의 책임성, 투명성,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자를 위한 이익 추구를 검토하는 팀입니다.  

B

BCUC Business and Commercial Users Constituency: 비즈니스 및 상업 사용자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구성체 중 하나로, ICANN 프로세스 

내에서 상업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C

CCNSO 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국가 코드 이름 지원 조직

영국의 .uk 또는 독일의 .de 레지스트리와 같은 ccTLD(국가 코드 최상위 도

메인)의 관리자를 대표합니다. ccTLD 관리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D

DNS Domain Name System: 도메인 이름 시스템

인터넷 사용자가 www.icann.org와 같은 이름을 입력하고 192.0.34.163과 같

은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

는 시스템입니다.

DNSSEC 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DNS 보안 확장 기능

DNSSEC는 DNS 레코드에 연결된 암호 서명의 계층을 통해 인프라 수준에

서 보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 소스가 확인된 소스이

며 이름과 IP(인터넷 프로토콜)의 매핑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DNSSEC 호환 이름 서버는 사용자에게 특정 이름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부재 인증(denial of existence)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1) 영역 

운영자가 공개-비공개 키 쌍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역에 디지털 서명을 개

시하는 프로세스와 (2)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상 하위 

항목 간의 연속적 신뢰 사슬이라는 2개의 주요 전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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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AC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정부 자문 위원회

정부 및 정부 기관을 대표합니다. 회원이 되려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정

부 또는 국제 기구의 대표여야 합니다.

GNSO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는 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인을 담당

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 다음 7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 상업 및 비즈니스 사용자 

• 비상업적인 사용자 

• gTLD 레지스트리 

• 레지스트라 

• 지적 재산권 

•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및 연결성 제공자 

• 비영리 운영 문제 구성체

GTLD Generic Top-Level Domain: 일반 최상위 도메인

.COM, .NET, .ASIA와 같은 3글자 이상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확장자입니다.

I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주소 관리 기구

이 기구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을 이끄는 기술 표준("프로토콜")에서 사용

되는 고유한 코드 및 숫자 체계의 할당과 유지를 담당합니다. ICANN은 10

년 넘게 IANA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다국어 도메인 이름

기본적인 26개의 영문자로 작성되지 않고 현지 언어에서 사용되는 문자

를 포함합니다.

IPC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지적 재산권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4개 구성체 중 하나입니다. 상표, 저

작권 및 관련 지적 재산권과 그 영향, 도메인 이름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에 특히 집중하며 전 세계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관점과 이익을 대변합

니다.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되었습니다. 약 10억 개의 IP 주소를 수용할 수 있었

으며, 이미 모든 주소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와 사용자에게 완전히 할

당되었습니다. IPv4 주소: 192.0.2.53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은

128비트 주소 공간으로 340언데실리온개의 주소를 가집니다. IPv6 주소는 

2001:0db8::5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며, 연속된 콜론 사이의 모든 부분에

는 0만 포함됩니다. 즉, 이중 콜론 없이 이 주소를 표현하면 2001:0db8:0000

:0000:0000:0000:0000:0053이 됩니다.



I

IRTP Inter-Registrar Transfer Policy: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IRTP는 GNSO 합의 정책으로, 레지스트라가 서로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채택되

었습니다. 

ISPCP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stituency: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구성체로, ICANN 위원회에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관리와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기구입니다.

N

NCSG Non-commercial Stakeholders Group: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ICANN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내 일반 사용자들의 중심지

로, GNSO의 4개 이해관계자 그룹 중 하나로 만들어져 2008년 ICANN 이사

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교육, 디지털 권리, 커뮤니티 네트워킹, 공공 정

책 지원 및 기타 영역에 관련된 비상업 조직과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NCUC Non-commercial Users Constituency: 비상업 사용자 구성체

GNSO의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내 구성체로 비상업 개인 및 비영리 조

직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NGPC 새로운 gTLD 프로그램 위원회

새로운 gTLD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략 결정과 재무 결정을 담당하는 

ICANN 이사회의 위원회입니다. ICANN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NPOC Not-for-pro�t Operational Concerns Constituency: 비영리 운영관계자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내 구성체

로,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운영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조직을 대표합니다.

P

PDP Policy Development Process: 정책 개발 프로세스

ICANN 조례에 규정된 공식 절차로, 고유 식별자의 글로벌 인터넷 시스템 

조율에 필요한 정책의 개시, 내/외부 검토, 시기 조정 및 승인을 안내합니

다.

R

RA RA – 레지스트리 계약

ICANN과 레지스트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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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A Registrar Accreditation Agreement: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ICANN과 공인 레지스트라 사이의 계약으로, 양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합

니다.

RrSG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

도메인 이름 레지스트라를 대표합니다. 레지스트라는 등록자를 대신하여 

도메인 이름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기구입니다.

RSSAC
Root Server System Advisory Committee: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전 세계 13대 루트 네임 서버, 그리고 권위 있는 루트 서버 시스템의 안정

적인 기술 운영에 관심 있는 기타 조직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의 대표들

로 구성됩니다. 

RySG
Registries Stakeholder Group: 레지스트리 이해관계자 그룹

현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에서 ICANN과 계약 상태에 있는 

레지스트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레지스트리는 각 최상위 도메인에 등

록된 모든 도메인 이름의 공식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

SSAC
Security and Stability Advisory Committee: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인터넷 명명 및 주소 할당 시스템의 보안 및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

하여 ICANN 커뮤니티와 이사회에 조언하는 일을 합니다. 초대로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U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도메인 분쟁 해결 통합 정책

모든 ICANN 공인 레지스트라와 관련하여 기존 브랜드나 상표에 부당한 

등록 등의 도메인 이름 등록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합의된 정

책 및 절차 모음을 가리킵니다. 

W

WHOIS
WHOIS("후이즈", 약어 아님)는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 등록 정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ICANN의 

gTLD 계약에서는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가 등록 이름 데이터에 대한 

공개적인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는 양방향식 웹 페이지와 포트 43 WHOI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도메인 등록 생성 및 만료 날

짜, 이름 서버, 등록자와 지정된 관리 및 기술 연락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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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소개 
ICANN의 임무는 전 세계에 안정적이고 통합된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컴퓨터에 주소,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컴퓨터가 서로를 찾을 수 있
도록 고유해야 합니다. ICANN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고유 식별자를 조율합니다. 이러한 조율이 없다면 통일된 글로벌 인터넷

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98년에 형성된 ICANN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인터넷을 위해 전념하는 전 세계의 참가자로 구성된 비영

리 공익 단체입니다. ICANN은 경쟁을 촉진하고 인터넷 고유 식별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ICANN은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스팸을 차단하거나 인터넷 액세스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이름 지정 시스템의 조율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확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cann.org에
서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세상. 하나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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