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회원을 위한  
ICANN 참여  안내



소개
IC 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의  지원

자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C ANN은  개인, 산업, 비상업  및  정부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기술적인 조율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

입니다.

본 신규 회원용 안내서는 회원들이 ICANN 커뮤니티 기반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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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이란?
ICANN은 1998년에 조직된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ICANN의 직원들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
템을 운영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같은 고유한 식별자의 할당과 분배를 조율하고, gTLD(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레지스트라를 인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호환되는 인터
넷을 위해 헌신하는 전 세계의 지원자들의 의견 수렴을 지원합니다. ICANN은 도메인 이름 영역
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인터넷 정책 개발을 돕습니다.

ICANN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ICANN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분산적인 거
버넌스 모델에서는 각 개인, 산업, 비상업 이익 단체와 정보를 평등한 수준에서 다룹니다. 정부
가 의사 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하향식 거버넌스 모델과 달리, ICANN에서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합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인터넷 자체의 구조
가 그러하듯,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권장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궁극적인 권한은 ICANN 이사회에 있지만, 정책 권장안을 만
들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SO(지원 기구)의 역할입니다. AC(자문 위원회)는 ICANN 이사회에 
조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개발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O/AC에 대한 내용
은 이 소책자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ICANN 직원은 ICANN 커뮤니티가 개발하고 ICANN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의 집행과 구현을 담
당합니다.

ICANN 옴부즈맨은 ICANN와 계약 관계에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역할로, ICANN, 
이사회의 결정, 대응 또는 무대응 문제나 ICANN 직원, 이사회 또는 구성체가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한 경우와 관련된 문제 또는 불만 사항을 담당합니다.

지명 위원회는 8명의 ICANN 이사회 구성원과 At-Large 자문 위원회,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는 지원자 커뮤니티 팀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매 ICANN 회의에서는 누구나 
공개 포럼을 통해 이사회에 
직접 주요 주제에 관해 의견
을 발표하고 질문할 수 있습
니다. 공개 포럼에서는 조직
의 대표자나 개인으로서 발
표하게 됩니다. 

공개 포럼은 보통 모든 
ICANN 회의마다 목요일 오
후에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됩
니다. 발표자는 회의실 앞에 
마련된 마이크 뒤에 줄을 서
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발
표합니다. 참석자는 가능한 
많은 관점을 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발표하는 것이 좋
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여하
지 않아도 발표할 수 있습니
다. ICANN의 원격 참가 서비
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하면 직원이 회의실에서 제
출된 의견이나 질문을 읽어
드립니다. 

여론 수렴 기간에 피드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명 위원회

ICANN 조례, 
섹션 2 제7조

에 따름

At-Large

사장 겸 CEO

이 사 회

정부 자문 
위원회

(의결권 없음)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의결권 없음)

기술 연락 
그룹

(의결권 없음)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의결권 없음)

인터넷 보안 
안정화 자문 

위원회
(의결권 없음)

옴부즈맨

ICANN 직원

gTLD 레지스트리

gTLD 레지스트라

IP 이해관계자
ISP

비즈니스 업체

비상업 이해관계자

비영리 운영관계자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인터넷 사용자
(RALO와 연계하는 

일반 사용자 대표체 

자문 위원회) 

A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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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l 등)

ICANN 다중 
이해 관계자



ICANN 회의의 신입 회원 

라운지에서 담당자가 

신입 회원을 기존 

커뮤니티 회원에게 

소개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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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ICANN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3번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며, 그 중 한 번은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
이 취임하는 정기총회입니다.

보통 1주일 간 200개 세션을 진행하는 이 회의는 여러 ICANN 이해관계자 대표(직접 또는 원격 
참석)가 모여서 ICANN 정책 관련 문제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구
에게나 발언권이 주어지지만,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지는 세션도 있습니다. 
규칙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세션 중에 리더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십시오. 

회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등록 또한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행 및 숙박 비용은 본인이 직
접 지불해야 합니다. ICANN은 지원 조직과 자문 위원회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금전적인 지원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참석할 여유가 없는 개발 도상국의 지명 후보를 위한 연
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ICANN은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클릭 한 번으로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세션에 대해 가상 회의실이 제공되어 회의 자료와 채팅방을 액세
스할 수 있고 대형 세션 또는 일반 세션의 경우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스트리밍과 실시간 대
화록이 제공됩니다. 

http://meetings.icann.org/remote-participation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ICANN 회의의 주 언어는 영어지만 특정 세션에서는 번역, 자막 및 통역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많
은 경우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각 회의마다 전용 웹 사이트가 있으며 회의 일정, 회의 장소 지도, 해당 지역과 소셜 이벤트 관
련 정보가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ICANN 회의의 신입 회원 프로그램 
ICANN은 회의 중에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 회원에게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2011년 3월에 ICANN 40에서 처음 개시된 신입 회원 프로그램은 ICANN과 커뮤니티, 
그 역할과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신입 회원이 ICANN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고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대 프로그램은 참석이 

어려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ccTLD, 정부, 시민 

사회,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학계의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http://www.

icann.org/en/about/participate/

fellowships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신입 회원의 일요일
ICANN에서는 일요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신입 회원만을 
위한 일련의 교육 세션을 실시합니다. ICANN 소개, ICANN 참여 도구 사용 방법, 회의 기간 도
중 및 회의 기간 전후 커뮤니티의 상호 작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참여(Participation and 
Engagement) 담당 직원이 이러한 세션을 조율하며 주제 사안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ICANN 직
원이 각 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입 회원 라운지 
처음 참석하는 사람은 신입 회원 라운지에서 정보를 얻고 직원 및 연대 프로그램 출신 지원자
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멘토들은 첫 참석에 따르는 긴장감을 덜어주
기 위해 커뮤니티 회원들, ICANN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 안내 및 소개를 제공
하고 관심 있는 세션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 라운지는 ICANN 회의 기간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
까지 개방됩니다. 

ICANN의 여론 수렴 기간
ICANN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요소는 각 주요 업무 부분을 승인하기 전에 그에 대한 여러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는 운영(예산 또는 전략 계획), 기술(보안 
보고서 및 권장안) 또는 정책 지향(조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 수렴 프로세스는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 여론의 의견으로 게시되는 모든 항목은 
최소 21일 동안 공개됩니다.

■■ 한 의견이 접수되면 여론 수렴 기간이 종
료와 동시에 최소 21일 동안 지속되는 회
신 기간이 시작됩니다.

■■ 여론 수렴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
지 않은 경우 별도의 회신 기간이 없습니다.

■■ 회신 기간 동안 참가자는 이전에 제출된 의
견을 다루며, 해당 주제에 관한 새로운 게시
물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회신을 작성할 때 
작성자는 원본 게시자의 이름, 의견을 접수
한 날짜 및 관련 있는 특정 텍스트를 인용해
야 합니다.

여론 수렴 전용 페이지(http://www.icann.org/en/news/public-comment)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
한 모든 주제 목록이 공개되고, 관련 발표, 문서, 의견 위치 및 참조 자료 링크가 자세한 설명 및 
배경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여론 수렴 기간이 마감되면 담당 직원이 모든 의견과 수렴된 의견을 통해 완성한 의견 요약 보
고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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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션에서는 저대역 

또는 고대역 사용자를 

위한 원격 참여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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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이사회
다국적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책 개발 프로세스와 ICANN 거버넌스를 감독합니다. 이사
회는 의결권이 있는 16명과 의결권이 없는 5명의 연락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ICANN 의장은 이
사회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대표 직책을 맡습니다.

ASO(주소 지원 기구), ccNSO(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및 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는 각각 2명의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ALAC(At-Large 자문 
위원회)는 RALOS(지역 At-Large 조직)와 함께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1명을 선택합니다. 지명 위
원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중 나머지 8명을 선택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이사회의 연락 담당자는 기술적인 조언을 통해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
공합니다. ICANN의 GAC(정부 자문 위원회), RSSAC(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및 SSAC(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가 각각 연락 담당자를 한 명씩 지명합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위한 표준
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분산된 국제 조직인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와 ICANN의 기술 연락 그룹
도 이사회에 연락 담당자를 임명합니다. 

지원  기구
ICANN에는 각자의 전문 영역 내에서 인터넷 기술 관리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권장하는 3개
의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ASO(주소 지원 기구), ccNSO(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및 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가 그것입니다.

주소 지원 기구
주소 지원 기구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운영, 할당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문제를 다루는 ICANN 이사회의 자문 
기구인 ASO(주소 지원 기구)는 5개의 자율적인 RIR(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대한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RIR은 IP 주소와 자율 시스템 번호를 포함한 인터넷 숫자 리소스의 지역별 
분배를 관리합니다.  각 RIR은 그들의 활동을 전 세계에서 조율하는 번호 자원 기구 집행위원회
의 구성원입니다.

5개의 RIR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프리카 대륙을 담당하는 AfriNIC(아프리
카 지역 네트워크 정보 센터)

■■ 일본, 한국, 중국 및 호주를 포함한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APNIC(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 센터)

■■ 캐나다, 카리브해 및 북대서양의 일부 
섬과 미국을 담당하는 ARIN(아메리카 인
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담당하
는 LACNIC(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일부를 담당하는 
Réseaux IP Européens(RIPE NCC)

ASO 주소 위원회란?
주소 위원회는 주소 지원 기구로 구성되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관한 ICANN 이사회로의 권
장안을 감독하고 글로벌 정책 개발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주소 위원회는 ICANN 
이사회에 두 명의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도 담당합니다.

ASO 주소 위원회는 어떻게 선택됩니까?
주소 위원회 구성원은 각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지역에서 별도의 지명과 선거 프로세스를 통
해 임명됩니다. 5개의 각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가 2년 임기의 ASO 주소 위원회 구성원을 3명
씩 임명합니다. 주소 위원회가 의장을 선출하면 의장이 부의장을 지명합니다.

ASO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개인은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가입을 통해 ASO에 참여합니다. 귀하의 조직이 레지
스트리로부터 IPv4 또는 IPv6 주소를 직접 할당받는 경우 이미 해당 RIR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
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인터넷 공급업체, 호스팅 업체, 교육 기관 또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RIR은 정책 개발 프로세스나 회의 참가를 위해 회원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
니티의 누구나 해당 지역의 인터넷 리소스 할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CANN 이사회, 프라하에서 

열린 ICANN 44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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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 또는 RIR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소 지원 기구 www.aso.icann.org 

AfriNIC(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 정보 센터) www.afrinic.net

APNIC(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 센터) www.apnic.net 

ARIN(아메리카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www.arin.net 

LACNIC(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www.lacnic.net 

RIPE NCC(Réseaux IP Européens) www.ripe.net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ccNSO(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란?
ccNSO는 ICANN 이사회에서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관련 글로벌 정책을 개발하고 권장하
는 지원 기구입니다. 또한 ccTLD 커뮤니티에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ccTLD에 
관련된 글로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cTLD는 .uk(영국), .de(독일) 및 .jp(
일본)처럼 국가, 지역 또는 기타 지리적 위치에 대응하는 두 자리 도메인 이름 확장자입니다. 

ccNSO 위원회란?
ccNSO 위원회는 ccNSO 업무를 관리 및 조율하며 정책 권장안의 개발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다
양한 ccNSO 실무 그룹을 이끌고 참여하며 각 주제에 관한 커뮤니티에도 참여합니다. ccNSO 위
원회는 ccNSO 구성원으로 선출된 후 공식적으로 두 명의 ICANN 이사회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ccNSO 위원회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ccNSO 위원회에는 3년 임기를 갖는 18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ccNSO 구성원은 5개 지역에 대
해 각각 3명씩 총 1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ccNSO 구성원은 스스로 추천하거나 해당 지역의 다
른 ccNSO 구성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다른 ccNSO 구성원에 
의한 두 번째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ICANN의 지명 위원회가 남은 3석을 채웁니다.

ccNSO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ISO 3166(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3166) 국가 코드 최상위 수준 도메인의 관리자인 경
우 ccNSO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 실무 그룹 중 어디에든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http://ccnso.icann.org/applications/form.htm 에서 제공되며  가입비
는 무료입니다. 

ccNSO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http://ccnso.icann.org/

ccNSO는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가 만나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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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아랍에미리트 .gt ....................................................................................과테말라 .nu ........................................................................................니우에

.af.......................................................................아프가니스탄 .gy ...................................................................................가이아나 .nz ...................................................................................뉴질랜드

.al .....................................................................................알바니아 .hk ................................................................................................홍콩 .om .............................................................................................오만

.am ..........................................................................아르메니아 .hn ..................................................................................온두라스 .pa .........................................................................................파나마

.ar .............................................................................아르헨티나 .hr .............................................................................크로아티아 .pe ...............................................................................................페루

.au ................................................................................................호주 .ht ..........................................................................................아이티 .pf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az ......................................................................아제르바이잔 .iq ..........................................................................................이라크 .pg ....................................................................파푸아뉴기니

.be ........................................................................................벨기에 .il.......................................................................................이스라엘 .ph ........................................................................................필리핀

.bf ......................................................................부르키나파소 .ir ...................................................................................................이란 .pl ..........................................................................................폴란드

.bg ..................................................................................불가리아 .is ..............................................................................아이슬란드 .pr ......................................................................푸에르토리코

.bh ........................................................................................바레인 .it ......................................................................................이탈리아 .pt....................................................................................포르투갈

.b ..............................................................................부룬디 .je ..................................................................................................저지 .ps .............................................................팔레스타인 영토

.bo ..................................................................................볼리비아 .jm ..................................................................................자메이카 .pw .......................................................................................팔라우

.br ..........................................................................................브라질 .jo ..........................................................................................요르단 .rs .....................................................................................세르비아

.bz .........................................................................................벨리즈 .jp .................................................................................................일본 .ru ..........................................................................................러시아

.ca .........................................................................................캐나다 .ke ................................................................................................케냐 .sa ...............................................................사우디아라비아

.cc .........................................................코코스(킬링) 제도 .km .......................................................................................코모로 .sb ..........................................................................솔로몬 제도

.cd .....................................................................................................콩고 .kr..................................................................................................한국 .sd ................................................................................................수단

.ci .......................................................................코트디부아르 .ky...........................................................................케이먼 제도 .se ..........................................................................................스웨덴

.cl ..................................................................................................칠레 .lc .......................................................................세인트루시아 .sg ...................................................................................싱가포르

.cm .......................................................................................카메룬 .lt ...............................................................................리투아니아 .si ..............................................................................슬로베니아

.cn ................................................................................................중국 .lu .............................................................................룩셈부르크 .sk .............................................................................슬로바키아

.co ...................................................................................콜롬비아 .lv .....................................................................................라트비아 .sn .........................................................................................세네갈

.cr .............................................................................코스타리카 .ly ...........................................................................................리비아 .so ...................................................................................소말리아

.cu ................................................................................................쿠바 .ma .......................................................................................모로코 .sv .............................................................................엘살바도르

.cv ............................................................................카보베르데 .md ......................................................................................몰도바 .sx .......................................신트마르텐(네덜란드령)

.cw .......................................................................................퀴라소 .mg ..................................................................마다가스카르 .tg .................................................................................................토고

.cx .............................................................크리스마스 제도 .ml ...............................................................................................말리 .tl ......................................................................................동티모르

.cz .................................................................................................체코 .mn .............................................................................................몽골 .tr ..................................................................................................터키

.de ...............................................................................................독일 .mr ..................................................................................모리타니 .tt ..........................................................트리니다드토바고

.do .............................................................도미니카공화국 .ms .................................................................................몬세라트 .th .................................................................................................타이

.dz .........................................................................................알제리 .mv ..........................................................................몰디브 .tw ............................................................................타이완

.ec ...................................................................................에콰도르 .mw .........................................................................말라위 .tz .......................................................................탄자니아

.eg ........................................................................................이집트 .mx ..........................................................................멕시코 .ua ................................................................우크라이나

.et .............................................................................이디오피아 .my ..............................................................말레이시아 .ug ...........................................................................우간다

.eu...................................................................................유럽연합 .mz.....................................................................모잠비크 .uk .................................................................................영국

.fi ............................................................................................핀란드 .na ......................................................................나미비아 .us ............................................................................미국

.fj ...................................................................................................피지 .nc ..........................................................뉴칼레도니아 .uy ................................................................우루과이

.fm ....................................................................미크로네시아 .ng ...............................................................나이지리아 .ve ..........................................................베네수엘라

.fr ............................................................................................프랑스 .ni .......................................................................니카라과 .vi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ga ................................................................................................가봉 .nl .......................................................................네덜란드 .vu ................................................................바누아투

.ge ........................................................................................조지아 .no .....................................................................노르웨이 .ws .....................................................................사모아

.gg ...............................................................................................건지 .np ................................................................................네팔 .za ...........................................................남아프리카

.gi ....................................................................................지브롤터 .nr .............................................................................나우루 .zm.....................................................................잠비아

.gp ..........................................................................과들루프

2012년 8월 기준 ccTLD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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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란?
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는 .COM, .NET 및 .ORG와 같은 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
인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구성원에는 gTLD 레지스트리, gTLD 레지스트라, 지적재
산 이해관계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비즈니스 및 비상업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GNSO 내에는 어떤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자 그룹은 간부회의 역할을 하며 GNSO 참가자의 성장과 확장은 물론 새로운 구성체
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인 정책 개발에 관계가 있는 다양
한 그룹과 개인을 대표하는 4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

■■ gTLD 레지스트리 이해관계자 그룹

GNSO 위원회란?
위원회의 구성원 23인은 GNSO에서의 정책 개발을 다루고 ICANN 이사회로 정책 권장안을 제시
하며 2명의 구성원을 ICANN 이사회에 임명합니다.

GNSO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이해관계자 그룹은 GNSO 위원회의 구성원 23명 중 18명을 지명합니다. 투표를 위해 위원회에
는 미국이나 영국의 의회처럼 2개의 당이 있습니다. Contracted Parties House에는 레지스트리
와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이, Non-Contracted Parties House에는 상업 및 비상업 이해관계
자 그룹이 있습니다. ICANN의 지명 위원회는 3명의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이 중 두 명은 각 
당에 할당된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입니다. 3번째 지명자는 전체 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합
니다. 위원회는 공식 지명되지만 의결권이 없는 ICANN 내의 At-Large 커뮤니티 및 ccNSO와 같
은 다른 그룹 그룹의 연락 담당자와 관찰자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정교한 시스템은 하나의 이
익 그룹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프라하에서 열린ICANN 44회 

공개 회의에서 만난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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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O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GNSO-chartered 실무 그룹은 ICANN 구조 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정책 
및 기타 문제를 다루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된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보통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지식을 가진 지원자로 구성됩니다. 실무 그룹에서 자주 사
용하는 도구 중 하나는 공개적으로 보관되는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최신 대화와 숙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ANN.ORG 홈 페이지에서 실무 그룹 지원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이 있는 공지를 발견하
면 GNSO 사무국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다른 그룹 구성원이 귀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관심선언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실
무 그룹은 보통 매주 또는 격주로 전화 회의를 통해 만나지만 각 그룹이 그룹을 위한 최선의 일
정을 잡습니다.

GNSO의 이해관계자 그룹 또는 구성체 구성원 자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
과 구성체는 공통된 특정 관심사나 관점을 중심으로 모인 커뮤니티 참가자의 그룹으로 ICANN 
이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각 이해관계자 그룹과 구성체는 고유의 자격 규칙을 갖습
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 또는 구성체 가입을 위해 가입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원 요구 사항과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GNSO 이해관계자 그룹 및 구성체

상업 비즈니스 사용자 구성체 
http://www.bizconst.org/ 

지적재산권 구성체 
http://www.ipconstituency.org/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구성체 
http://www.ispcp.info/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http://gnso.icann.org/en/non-commercial/

비상업 사용자 구성체 
http://ncuc.org/

비영리 운영 문제 구성체 
http://www.npoc.org/home.html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 
http://www.icannregistrars.org/

gTLD 레지스트리 이해관계자 그룹 
http://www.gtldregistries.org/ 

자문  위원회 
ICANN에는 ICANN 이사회를 위한 공식적인 자문 기구 역할을 하는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
정 문제 또는 정책 영역에 대해 조언하도록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CANN 조례에 따라  At-Large 자문 위원회, DNS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정부 자문 위원회 
및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됩니다.

At-Large 자문 위원회
At-Large 자문 위원회란?
ALAC(At-Large 자문 위원회)는 ICANN 프로세스에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
하는 제1의 조직입니다. 그 역할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한 ICANN의 활동을 고려
하고 그에 대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ICANN의 지원 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과 커뮤
니티 의견과 조언이 적합한 다른 많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ALAC 및 At-Large 커뮤니티는 ICANN 
이사회 구성원 1명을 선정합니다.

ALAC는 그룹화된 계층 구조를 가진 “At-Large 커뮤니티”의 하위 집합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거의 150개의 ALS(At-Large Structure)가 있습니다. 이러한 At-Large 구성원의 로컬 기구는 전 세
계에 위치합니다. ALS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를 통해 지역별로 구성됩니다. RALO는 
해당 지역에 대한 메인 포럼이자 조율 지점입니다.

GNSO에 참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성체나 이해관계자 

그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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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형태의 At-Large 자문 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ALAC는 

전 세계의 활발한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ICANN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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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브 해 지역 
At-Large 조직)  
http://www.atlarge.icann.org/lacralo/

■■ NARALO(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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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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C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ALAC의 구성원 15명은 각 지역 At-Large 조직에서 2명씩 선정하여 총 10명의 직접 임명된 대표
와 지명 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명 위원회가 선정한 5인에는 각 5개의 지역 
내 국가의 시민 1명을 포함합니다.

ALAC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별 인터넷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로컬 ALS에 가입하고 이 ALS가 RALO에 관여함으로써 At-Large
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 인터넷 사용자도 직접 RALO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RALO는 해당 지역의 인터넷 사용
자 커뮤니티가 정보와 지식의 공개 배포를 통해 ICANN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RALO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자체 조직 문서에 따릅니다. 각 RALO가 의장과 사무
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사장을 선출하지만 각자의 위치에 대한 고유한 요구 사항을 갖습니다. 

모든 At-Large 회의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At-Large 커뮤니티 회의 또는 ALAC, RALO, 하
위 위원회 및 실무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LAC는 ICANN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ALAC가 새로운 ICANN 정책이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책 개
발 프로세스 조기 단계에 참여하여 At-Large 구성원이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 그룹에 직접 참여
하도록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LAC는 그 위치를 설명하는 공중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At-Large 커뮤니티 내 실무 그룹은 물론 다양한 지원 기구 및 자문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WG
도 있습니다. ALAC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몇 개의 독립적인 WG와 하위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Large+Working+Groups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LAC와 At-Large 커뮤니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At-Large 홈 페이지(www.atlarge.icann.org)는 At-Large 커뮤니티에 관한 소식과 참조 자
료를 얻는 시작점입니다. At-Large 커뮤니티 wiki 페이지 또한 At-Large 활동 관련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소스입니다(참조: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
Large+Advisory+Committee+%28ALAC%29). 

정부 자문 위원회
정부 자문 위원회란?
정부 자문 위원회는 정부, 다국적 정부 기구, 조약 기구 및 경제 단위의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
들로 구성됩니다. 

GAC는 ICANN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GAC의 핵심적인 역할은 공공 정책에 관해 ICANN에 조언하는 것으로 특히 ICANN의 활동 또는 
정책과 국가 법률 또는 국제 협약 사이의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다룹니다. ICANN은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GAC의 조언을 정책의 형성과 채택 모두에 있어 적절히 받아들입니다.

GAC는 보통 ICANN 회의와 연계하여 1년에 3번 모여서 ICANN 이사회 및 기타 ICANN 지원 기구, 
자문 위원회 및 기타 그룹과 함께 문제를 논의합니다.

GAC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 원칙에 따르면 "국제간 포럼에 따라 인정된 국가 정부 또는 경제 단위"면 GAC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GAC에 회원 또는 관찰자로 참여를 원하는 정부 및 기타 관심자는 GAC 사무국으로 공식 요청
을 보낼 수 있습니다.

GAC 회의에는 일반적으로 

50개 국가 정부, 경제 

단위는 물론 ITU, UNESCO,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INTERPOL과 같은 

글로벌 기구, OECD, 아시아 

태평양 포럼 및 유럽 

평의회와 같은 지역별 

기구가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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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또는 관찰자 기구를 대표하여 GAC에 참가하는 개인은 어떻게 선정됩
니까?
각 GAC 구성원 또는 관찰자는 GAC에 한 명의 대표와 한 명의 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은 공인된 대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대표, 대리인, 자문은 GAC 구성원의 공개적인 
관리를 통해 공식적인 직위를 맡아야 합니다. GAC 구성원은 ICANN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연
락 담당자 역할을 할 의장을 선출합니다.

GAC는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합니까?
GAC는 모든 구성원 간의 합의 모색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유럽연합 관행에 따르는 합의는 공식
적인 반대가 없는 일반적인 동의를 통해 결정을 채택하는 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장은 구성원들이 표현한 전체 의견을ICANN 이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GA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GAC에는 일반적인 정보, 회의 자료, 프레젠테이션 및 회의에서 배포되는 다양한 종류의 논문이 
게시되는 웹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GAC가 만나는 모든 ICANN 공개 회의가 끝날 때마다 
GAC는 논의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통신문을 발표합니다. 회의 후 몇 주 내에 공
개 세션 트랜스크립트가 공개됩니다.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란?
RSSAC는 호스트 하드웨어 용량, 운영 체제 및 네임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 네트워크 연결 및 물
리적 환경과 같이 루트 네임 서버의 운영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루트 네
임 서버 운영에 관한 ICANN 이사회의 자문 위원회입니다.  

RSSAC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RSSAC 구성원은 전 세계 13대 루트 네임 서버, 그리고 권위 있는 루트 서버 시스템의 안정적인 
기술 운영에 관심 있는 기타 조직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RSSAC는 ICANN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RSSAC는 기술 문제에 관한 ICANN의 자문 요청에 응답합니다. 또한 루트 영역에서 국제화된 도
메인 이름의 배포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 기반의 조언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RSSAC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RSSAC는 일반적으로 ICANN 회의가 아닌 IETF(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중에 회의를 개최합니
다. 이 회의는 보통 ICANN 회의 개최 몇 주 후 다른 위치에서 개최됩니다.

RSSAC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RSSAC 조언 및 기타 정보는 http://www.icann.org/en/groups/rssac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란?
SSAC는 업계와 학계의 기술 전문가는 물론 인터넷 루트 서버, 레지스트라 및 TLD 레지스트리 
운영자로 구성된 ICANN 이사회 및 커뮤니티의 자문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인터넷
의 이름 및 주소 할당 시스템의 보안과 무결성에 관련됩니다. 

SSAC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ICANN 이사회는 SSAC의 의장과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SSAC 구성원 위원회는 잠재적인 후보자
와 만나서 SSAC 구성원 자격에 대한 권장안을 만들기 전에 그들의 경험, 관심사 및 기술을 검토
합니다.  SSAC가 이러한 권장안을 바탕으로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이사회에 대
한 SSAC 연락 담당자를 통해 이사회 지명을 요청합니다.



SSAC는 ICANN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SSAC는 루트 네임 시스템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운영, 주소 할당과 인터넷 번호 할당, 레지스트
리 및 레지스트라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서면 조언, 보고서 및 의견을 생산합니
다. SSAC는 인터넷 명명 및 주소 할당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위험성을 추적하고 평가합니다.

SSAC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는 개인은 SSAC 지원 담당 이사, 의장 또는 SSAC 구성원에게 SSAC 가입을 문의할 수 있
습니다. 후보자는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 관심 성명, 보유 기술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SAC에 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ICANN.ORG의 SSAC 웹 페이지(http://www.icann.org/en/groups/ssac)에는 운영 절차, 구성원 및 보
고서 목록, 자문 및 의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ICANN 직원
ICANN 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ICANN 직원은 지원 정책 개발 활동은 물론 ICANN 커뮤니티가 개발하고 ICANN 이사회가 채택
한 정책의 집행과 구현을 담당합니다. ICANN 직원들은 IANA 기능 프로비저닝, L-Root 운영, 보안 
및 비상 운영,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DNSSEC 운영, 계약 규정 준수, IDN Fast Track Program 및 새
로운 gTLD 프로그램 구현도 담당합니다.

ICANN에는 운영 지원을 위한 인사부, 프로젝트 계획, 재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기술과 같은 
전문 조직 리소스가 있습니다.

전담 직원들은 이사회, 지원 기구 및 자문 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경
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지원 기능, 정책 조언 개발 지원 제공이 포함됩니다.

ICANN의 글로벌 영향력
ICANN은 3개 대륙에 사무소를 두고 전 세계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호주 시
드니, 벨기에 브뤼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실리콘 밸리,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직원 수 

증가와 향상된 보안 및 

기술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브뤼셀(왼쪽 사진)과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포함한 4개의 ICANN 시설이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실리콘 밸리와 워싱턴 

D.C.의 사무소는 201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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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옴부즈맨이란?
ICANN 옴부즈맨은 ICANN와 계약 관계에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자로 본 안내
서에 설명한 ICANN과 지원 기구에 의한 결정, 조치 또는 지연과 관련된 문제나 불만 사항을 담
당합니다. 옴부즈맨은 공정성을 대변합니다.

옴부즈맨의 역할
옴부즈맨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옴부즈맨은 문제 해결을 위
한 수단으로서 중재를 강조하고 당사자 간 중재를 모색합니다.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해서는 옴
부즈맨 웹 페이지(http://www.icann.org/en/help/ombudsman/contact)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항상 모든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해도 적절한 곳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의 권한
옴부즈맨은 정책, 관리 또는 이사회 결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확보하거나 생략할 권한이 없
습니다. 옴부즈맨은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를 조사하고 중재와 같은 분쟁 해결 기술을 사용하
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에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CANN 공개 회의 중에 옴부즈맨 사무소에 들려서 대면하거나 ombudsman@icann.org로 이메일
을 보내거나 http://ombudsman.icann.org/complaints/에서 온라인 불만 제기서를 작성하십시오.  

간단  요령 /참여  도구

■■ 공개 의견 페이지에서 현재 논의 주제를 확인하고 의견 개진(http://www.icann.org/en/
news/public-comment) 

■■ 커뮤니티 wiki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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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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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ORG에서  볼  수  있는  내용

특징:

1#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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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의견: 누구나 커뮤니티 또는 기구가 고려하는 문제에 관해 공중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4#다국어 컨텐츠 막대: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목록이 
최신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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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
티 구성원이 쉽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게 합니다.

2012년에 출범한 MyICANN은 ICANN 
커뮤니티로부터 시기적절한 주제별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입니다.

MyICANN.ORG

5

8

3

7

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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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약어  목록

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

ICANN 이사회에 대한 공식 자문 기구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표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문제 또는 정책 영역에 대해 조언합니다. 
ICANN 조례에 따라 정부 자문 위원회,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
회,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At-Large 자문 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가 의무적으로 구성됩니다. 

AFRALO Afric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AFRINIC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 정
보 센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관리와 등록을 담당하
는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이자 비영리 회원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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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ICANN 내 주요 기구입니다. ALAC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한 ICANN의 활동을 검토하고 조
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LS At-Large Structure: At-Large 소조직

ICANN에서 특정 지역 또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개인 인터넷 
사용자의 자체 지원 기구입니다. ALS는 전 세계에 걸쳐 위치하며 각 
ICANN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5개의 지역 At-Large 조직에 소속됩니
다. 

AoC A�rmation of Commitments: 의무 협약

ICANN의 독립성, 구조 및 목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협약으로, 2009년 
9월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과 ICANN 간에 조인되었습니다.

APNIC Asia Paci�c Network Information Centre: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트

워크 정보 센터

5개의 RIR(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중 하나이며 비영리 회원 기구
로, 한국, 일본, 중국 및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터
넷 프로토콜 주소의 관리와 등록을 담당합니다.

APPLICANT 

SUPPORT: 신청 

지원

ICANN의 새로운 gTLD 프로그램 산하의 하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잠재적인 신규 gTLD 신청자를 위한 재정적 및 비재
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PRALO Asia Paci�c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ARIN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아메리카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5개의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중 하나이며, 캐나다, 여러 카리브해 
지역 및 북대서양 섬, 미국의 인터넷 프로토콜 관리와 할당을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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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O 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주소 지원 기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운영, 할당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담당하는 ICANN 이사회의 자문 기구입니다. ASO의 기능은 번호 자
원 기구에서 집행되며, 5개의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인  AfriNIC, 
APNIC, ARIN, LACNIC 및 RIPE로 구성됩니다. 

ATR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책임 및 투명성 검
토 팀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되어 ICANN의 책임성, 투명성,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사업 내역을 검토하는 팀입니다.  

AT-LARGE 또는 

AT-LARGE 커뮤니티

ICANN 프로세스에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하
는 제1의 조직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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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구성체 중 하나로, ICANN 프
로세스 내에서 상업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BGC Board Governance Committee: ICANN 이사회 관리 위원회

ICANN 이사회의 위원회로, 이사회의 성과 검토와 개선, 이사회 행
동 규정 준수 감독, 이익 정책의 상충 관리, 기타 관련 문제를 담당
합니다.

 

C

CCNSO 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국가 코드 이름 지
원 조직

ICANN 이사회에서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관련 글로벌 정책을 
개발하고 권장하는 지원 기구입니다.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관
리자가 만나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CCTLD Country Code Top-Level Domain: 국가 최상위 도메인

.uk(영국), .de(독일) 및 .jp(일본)처럼 국가, 지역 또는 기타 지리적 위
치에 대응하는 두 자리 도메인 이름 확장자입니다. 

CONTRACTED 

PARTIES 

HOUSE: 계약 당사

자 센터

ICANN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 조직 중 하나로, ICANN와 직접 계약하는 gTLD 레지스트리와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로 구성됩니다.



D

DNS Domain Name System: 도메인 이름 시스템

인터넷  사용자가  www.internic.net과  같은  이름을  입력하고 
207.151.159.3과 같은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인터넷 프로토
콜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의 전화번호부라
고 할 수 있습니다.

DNSO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운영과 사용 문제에 
대해 참가자를 대표하던 ICANN 지원 기구입니다.  2003년 일반 최상
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와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로 
분산 및 대체되었습니다.

DNSSEC 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DNS 보안 확장 기능

DNSSEC는 DNS 레코드에 연결된 암호 서명의 계층을 통해 인프라 
수준에서 보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 소스가 
확인된 소스이며 이름과 인터넷 프로토콜(IP)의 매핑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DNSSEC 호환 이름 서버는 사용자에게 특
정 이름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부재 인증(denial of existence)
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1) 영역 운영자가 공개-비공개 키 쌍을 사
용하여 자신의 영역에 디지털 서명을 개시하는 프로세스와 (2) 결과
적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상하위 항목 간의 연속적 신뢰 
사슬이라는 2개의 주요 전략이 있습니다. 

DOMAIN NAME  

RESOLVERS:  

도메인 이름 리졸버

도메인 이름 해결을 위한 인터넷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전 세
계의 컴퓨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internic.net과 같은 이름을 
입력하면 그에 대응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207.151.159.3)를 찾
아줍니다. 

DRP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분쟁 해결 절차

당사자간 분쟁이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입니다.

E

EURALO Europe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유럽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유럽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F

FoI Framework of Interpretation Working Group: 해석 체계 실무 그룹

ICANN 커뮤니티 구성원 그룹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
을 보장하기 위해 ccTLD의 위임과 재위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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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AC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정부 자문 위원회

ICANN 이사회의 자문 위원회로, 정부, 다국적 정부 기구, 조약 기구 
및 각 경제 단위의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 최상위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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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SO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
름 지원 기구

ICANN 내에서 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인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
로, 구성원에는 gTLD 레지스트리, ICANN 인증 레지스트라, 지적재
산 이해관계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비즈니스 및 비상업 이해
관계자의 대표 등이 있습니다. 

H

HSTLD High Security Top-Level Domain: 고보안성 최상위 도메인

ICANN의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가 개발한 표준 도메인으로, 확
실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원하는 신규 gTLD 운영자가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I

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 인터넷 아키텍처 이사회

인터넷기술 및 엔지니어링의 개발 감독을 담당하는 인터넷 협회 산
하의 위원회입니다.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를 포함한 여러 특별 
위원회를 감독합니다.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주소 관리 기구

IP 주소 할당 감독, 인터넷 기술 표준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토콜 매
개 변수의 할당 조율, 도메인 이름 시스템 관리(최상위 수준 도메인 
위임 및 루트 이름 서버 시스템 감독 등)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 인
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식별자 할당, 일반 및 국
가 최상위 수준 도메인 이름 시스템 관리,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기
능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입니다.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다국어 도메인 이름

기본적인 26개의 "a-z" 영문자로 작성되지 않고 현지 언어에서 사용
되는 문자를 포함한 도메인 이름을 가리킵니다. IDN은 여러 유럽 언
어에 필요한 음성 기호가 있는 영문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아랍어
나 중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스크립트의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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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인터넷 아키텍처와 원활한 인터넷 운영에 관심이 있는 네트워크 디
자이너, 운영자, 공급업체 및 연구원의 개방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입니다.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 상표 협회

공정하고 효과적인 상거래를 위해 상표와 관련 지적 재산의 지원 
및 발전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비영리 회원제 조직입니다.

IP Internet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가 고유한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서로 통신하는 방법
을 다루는 표준 절차 및 형식입니다. 

IPC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지적재산권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구성체로, ICANN 위원회에
게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관리와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하
는 기구입니다.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1980년대 초기에 개발된 최초의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약 10억
개의 IP 주소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미 모든 주소가 인터넷 서비
스 공급업체와 사용자에게 완전히 할당되었습니다. IPv4 주소는 
192.0.2.5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차세대의 인터넷 프로토콜이며 128비트 주소 공간으로 340언데실
리온개의 주소를 가집니다. IPv6 주소는 2001:0db8::53과 같은 형식
으로 구성되며, 연속된 콜론 사이의 모든 부분에는 0만 포함됩니다. 
즉, 이중 콜론 없이 이 주소를 표현하면 2001:0db8:0000:0000:0000:000
0:0000:0053이 됩니다.

IRTP Inter-Registrar Transfer Policy: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IRTP는 GNSO 합의 정책으로, 레지스트라가 서로 도메인 이름 등록
을 이전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채택되었습니다. 

ISOC Internet Society: 인터넷 협회

인터넷과 인터넷 기술 및 응용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과 조율을 
제공하기 위한 개방적 국제 조직입니다.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조직 및/또는 개인에게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ISP
가 제공하는 액세스 서비스에는 웹 호스팅, 이메일, VoIP(Voice over 
IP) 및 다양한 기타 응용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SPCP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stituency: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구성체로, ICANN 위원회에
게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관리와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하
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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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IG Joint 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and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Working Group: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및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연합 다국어 도메인 이름 실무 그룹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와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
원 기구의 ICANN 커뮤니티 구성원이 모인 그룹으로, 다국어 도메인 
이름을 국가 최상위 수준 도메인과 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인으로 
도입하는 데 따른 문제를 다룹니다.

L

LACNIC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nternet Addresses Registry: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5개의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중 하나이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기타 관련 리소스 할당과 관
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LACRALO Latin America/Caribbean Islands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섬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섬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
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M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N

NARALO North Americ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북미 지역 At-
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북미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NCSG Non-commercial Stakeholders Group: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ICANN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내 일반 사용자들의 
중심지로, GNSO의 4개 이해관계자 그룹 중 하나로 만들어져 2008년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 디지털 권리, 커뮤니티 
네트워킹, 공공 정책 지원 및 기타 영역에 관련된 비상업 조직과 개
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NCUC Non-commercial Users Constituency: 비상업 사용자 구성체

GNSO의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내 구성체로 비상업 개인 및 비영
리 조직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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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OIF Notice of Intent to Form: 구성 목적 통지서

잠재적인 GNSO 구성체가 공식적인 구성체로 인정받기 위해 그 목
적을 언급하여 ICANN 이사회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NON- 

CONTRACTED 

PARTIES 

HOUSE: 비 계약 당

사자 센터

ICANN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 조직 중 하나로, ICANN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상업 및 비상업 
사용자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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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자 구성체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비상업 이해관계자 그룹 내 
구성체로,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운영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조직
을 대표합니다.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gency: 미국 통
신 정보 관리청

미국 상무부의 기관으로 전기 통신 및 정보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제1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주소 시스템의 
기술적인 조율을 위해 ICANN과의 계약을 유지합니다.

O

OMBUDSMAN: 

옴부즈맨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ICANN의 임원입니다. 직원 또는 이
사회 결정, 조치 또는 대책 부족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ICANN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대체 분쟁 해결 사무소입니다.

P

PDP Policy Development Process: 정책 개발 프로세스

ICANN 조례에 규정된 공식 절차로, 고유 식별자의 글로벌 인터넷 시
스템 조율에 필요한 정책의 개시, 내/외부 검토, 시기 조정 및 승인
을 안내합니다.

PEDNR Post-expiration Domain Name Recovery: 도메인 이름 만료 후 복구

도메인 이름 만료, 갱신, 전송, 삭제 및 만료 후 복구에 관한 레지스
트라 관행입니다. 

PHISHING: 피싱 신뢰받는 단체를 가장하여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
용자 이름, 암호 및 신용 카드 정보 등을 빼내기 위한 시도를 가리킵
니다. 

PPC Pay-per-click: 클릭당 지불

트래픽을 특정 웹 사이트로 유도하여 광고 또는 링크가 클릭되
면 광고주가 게시자(보통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지불하며 Google 
AdWords 및 Bing 등이 이용하는 인터넷 광고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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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A Registrar Accreditation Agreement: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ICANN과 공인 레지스트라 사이의 계약으로, 양자의 의무 사항을 규
정합니다.

RALO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포럼이자 조율 지점
입니다. 지역별로 5개의 RALO(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지역 섬, 북미)가 있으며, 각 RALO는 양해 각서를 
포함한 자체 조직 문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합니다. 

RAP WG Registration Abuse Policies Working Group: 등록 오남용 정책 실
무 그룹

ICANN 커뮤니티 구성원 그룹으로,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 간 계
약에서 기존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이 
WG는 도메인 투기, 선행 매매, 가짜 갱신 알림 등과 같은 남용 가능
성을 방지하는 권장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RGP Redemption Grace Period: 이행 유예 기간

ICANN 인증 레지스트라가 만료되었거나 삭제된 도메인 이름의 복
구를 위해 제공하는 30일의 기간입니다. 

REGISTRAR:  

레지스트라

등록자를 대신하여 도메인 이름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기
구입니다. 여러 경쟁 회사("레지스트라"라고도 함)는 .aero, .biz, .com, 
.coop, .info, .museum, .name, .net, .org, and .pro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목록은 공인 레지스트라 목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GISTRY: 레지

스트리

각 최상위 수준 도메인에 등록된 모든 도메인 이름의 공식적인 마
스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마스터 데이터베
이스를 관리하며 컴퓨터가 인터넷 트래픽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최상위 도메인으로 라우팅할 수 있도록 "영역 파일"을 생성합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고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를 사용하여 .biz, .com, .info, .net, .name, .org
와 같은 TLD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RIR Regional Internet Registry: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지역 수준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와 로컬 레지스트리에 대
한 IP 주소 배포를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현재 AfriNIC, APNIC, 
ARIN, LACNIC 및 RIPE NCC의 5개 RIR이 있습니다.

RFC
Request for Comment: 의견 요청서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가 게시하는 메모로, 인터넷이 연결된 시
스템의 동작에 관한 혁신, 연구, 동작 또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RFC
로 공개된 개념이 인터넷 표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RIPE 및 

RIPE NCC - 

RÉSEAUX IP 

EUROPÉENS

유럽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모여 구성한 개방적이고 자발적
인 기구입니다. RIPE NCC는 유럽과 주변 지역을 위한 지역별 인터넷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고, RIPE에 참여하는 조직을 위한 조율 활동을 
수행하며, IP 주소 공간 블록을 로컬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할당하여 
다시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도록 합니다.

ROOT 

SERVERS:  

루트 서버

.com, .org 등의 글로벌 레지스트리와 .fr(프랑스), .cn(중국) 등의 국가
별 레지스트리 모두를 포함한 전체 TLD 레지스트리의 IP 주소가 들
어 있는 서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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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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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루트 이름 서버 운영에 관한 ICANN 이사회의 
자문 위원회입니다.  

RySG
Registries Stakeholder Group: 레지스트리 이해관계자 그룹

현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에서 ICANN과 계약 상태에 
있는 레지스트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입니다.

S

SIC
Structural Improvement Committee: 구조 개선 위원회 
ICANN의 지속적인 조직 검토 프로세스에 관한 정책 검토와 감독을 
담당하는 ICANN 이사회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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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이름, 주소 할당 및/또는 보안 영역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자
발적인 회원으로 구성된 ICANN 이사회의 자문 위원회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본인의 것이 아닌 의견을 낼 
때에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SO
 Supporting Organizations: 지원 기구

ICANN 이사회에 도메인 이름(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및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및 IP 주소(주소 지원 기구)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3개의 특수 자문 기구입니다.

T

TAS TLD Application System: TLD 신청 시스템

새로운 gTLD 신청의 수신과 관리를 담당하는 ICANN의 공식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전송 제어 프로

토콜/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 절차 
및 형식의 모음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 프로토콜 모음이라고
도 합니다. 

TLD Top-level Domain: 최상위 도메인

도메인 이름 시스템 계층 구조에서 가장 높은 층위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www.exampl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에서 최상위 도메
인은 .com입니다. 독일을 나타내는 .de와 같은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com 또는 .org와 같은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등 여러 종류의 최상위 수준 도메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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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도메인 분쟁 해결 통합 정책

모든 ICANN 공인 레지스트라와 관련하여 기존 브랜드나 상표에 해
가 되는 잘못된 등록 등의 도메인 이름 등록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합의된 정책 및 절차 모음을 가리킵니다.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통일 자원 로케이터

인터넷상에서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고유한 주소나 파일 경로입
니다. 모든 웹 사이트는 브라우저에 입력하여 액세스하고 볼 수 있
는 고유한 URL을 가집니다.

URS Uniform Rapid Suspension: 통일 신속 정지

상표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웹 사이트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레
지스트리에 요청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는 웹 사
이트의 보류만 가능하며 불만 제기자에게 해당 웹 사이트를 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W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

월드 와이드 웹의 발전과 상호 운용성을 위해 공통 프로토콜을 개
발하는 국제 산업 컨소시움입니다.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전 세계에 걸쳐 지적 재산권의 보호 증진을 담당하는 여러 정부가 
참여하는 기구로, 국제 연합 산하의 16개 특수 기관 중 하나입니다.

WHOIS WHOIS(“후이즈”, 약어 아님)는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 등록 정
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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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이름 서버, 등록자와 지정된 관리 및 
기술 연락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WG
Working Group: 실무 그룹

특정 주제나 정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ICANN 지원자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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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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을 수 있도록 고유해야 합니다. ICANN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고유 식별자를 조율합니다. 이러한 조율이 없다면 통일된 
글로벌 인터넷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98년에 형성된 ICANN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인터넷을 위해 전념하는 전 세계의 참가자로 구성된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ICANN은 경쟁을 촉진하고 인터넷 고유 식별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ICANN은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스팸을 차단하거나 인터넷 액세스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
터넷의 이름 지정 시스템의 조율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확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www.icann.org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세상 .  하나의  인터넷 .

www.ican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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