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을 위한

AT-LARGE 참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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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의 개별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인 At-Larg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신규 회원용 안내서는 회원들이 ICANN의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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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견 이 I CA N N 정 책 에 반 영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개별 인터넷 사용자인 여러분도 ICANN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ICANN 커뮤니티 역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ICANN에서 상향식 합의 중심의 다수 이해관계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
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의
견을 가지고 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CANN 커뮤니티에 더해진 모든 의견 덕분
에 더욱더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t-Large가 이러한 상향식 합의 중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ICANN 정책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로는 "도메인 이름 맛보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At-Large는 부당한 인터넷
관행을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례 연구:
At-Large 커뮤니티에서 파악한 도메인 이름 맛보기
남용 사례
At-Large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ICANN의 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에서 제기하는 쟁점의 공식 검토를 지지함으로써 도메인 이름 맛보기의 부당한 관
행을 멈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메인 맛보기는 법인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다음, 해당 이름이 연간 등록료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때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 클릭당 지불 광고를 통해). 도메인 이름이 수익성
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자는 AGP("등록 유예 기간")
라고 하는 기간에 도메인을 무료로 반환합니다.
AGP에서 도메인을 잘못 등록했다고 할 경우, 등록자는
5일 이내에 도메인을 반환할 수 있으며 따로 비용이 부
과되지 않습니다.
비양심적인 등록자는 수백만 개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놓고 이러한 이름을 며칠간 사용한 다음
이를 반환하고 몇백만 개를 더 등록합니다. 이
들은 해당 도메인을 통해 클릭당 지불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비용은 레지스트리
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게 악용될 여지가
포착되었으므로, At-Large의 개별 구성원
들은 도메인 맛보기에 반대하는 데 대해
At-Large 대표 기관인 ALAC(At-Large 자문
위원회)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
다. 2007년 5월, ALAC는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를 대신하여 정책 개발을 감독하는
ICANN 기관인 GNSO 평의회에 이러한 관행
에 대한 공식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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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등록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을 제외하고, 등록하려는 도메인 이름
이 이미 등록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에 미치는 영향: 레지스트리에게는 매달 수백만 건의 회수 불가능한 추가 거래 비
용이 발생합니다.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도메인 맛보기를 하는 업체는 관련 당국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재빠르게 움직이므로, 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가득 채우고 이를 스팸
캠페인에 사용하며 국가 브랜드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전체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도메인 맛보기는 복잡성과 혼잡성, 휘발성을 가중시키며 이는 모
두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소들입니다.
조사를 위해 200명 이상의 조사원으로 구성된 진상 조사 그룹이 GNSO 평의회의 감독하에 이 문
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 그룹은 도메인 맛보기 문제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위협인지, 그리고 등록 유예 기간의 남용이 중요한 원인인지 검증하였습니다. GNSO 평의회는
이 결과를 ICANN Board 이사회에 권장안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8년 6월에는 도
메인 맛보기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해 AGP가 수정되었으므로 등록자는 한 달에 등록한 도메인의 10%에 대해서만
또는 도메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총 50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ICANN 공인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에 대해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도메인 맛보기를 다시 평가한 결과, 9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ANN 커
뮤니티는 AGP를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고객을 위해 AGP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남용하여 재
정적인 인센티브를 취하는 관행을 근절하였습니다. At-Large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에서 시작하
여, ICANN 커뮤니티는 도메인 맛보기 관행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I CAN N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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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하고 인터넷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특히 ICANN의 업무는 인터넷의 모든 각 컴퓨터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이름 및
숫자 형식) 체계인 글로벌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DNS는 인터넷 인프
라의 핵심 부분이며 DNS 없이는 인터넷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ICANN은 DNS 조율을 통해 인터
넷을 확장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ICANN의 업무는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팸을 차단하거나 인터넷 액세스
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ICANN의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

ICANN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분산적인 거
버넌스 모델에서는 개인, 산업, 비상업 이익 단체 및 정부를 평등한 수준에서 다룹니다.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하향식 거버넌스 모델과 달리, ICANN에서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합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인터넷 자체의 구조가 그러
하듯,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CANN 내 이러한 모델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커뮤니
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아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SO(주소 지원 기구): 지역별 인터넷 레지스트리를 대표합니다.

■■

ccNSO(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ccTLD(국가 최상위 도메인) 레지스트리를 대표합
니다.

■■

GNSO(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레지스트리, gTLD 레지스
트라, 지적 재산 이해관계자,
ISP(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비즈니스 및 특정 비영리 이해관계자를 대표합니다.

■■

ALAC는 ICANN 프로세스에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하는 제1의 조직입니다.

■■

GAC(정부 자문 위원회): 국가 정부를 대표합니다.

ICANN의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종류는 매우 광
범위하며 여기에는 정부,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기업 및 개별 인터
넷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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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R GE란?

ALAC는 ICANN 프로세스에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하는 제1의 조직입니다.

At-Large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ALAC는 전 세계의 활발한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ICANN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
해 지난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ALAC의 구조는 At-Large 자문 위원회 지원 그룹에서 제안하
고 ICANN 이사회의 인가를 받은 제안서에 따라 고안되었습니다.
2003년 3월 ICANN 이사회는 임시 ALAC를 조직하기 위해 10명의 구성원을 지명하였으며, 5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RALO(지역 At-Large 기구)에서 선정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ALAC로 전환하
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RALO에서는 ALAC의 구성원 15명 중 10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다
섯 명은 NomCom(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6월, 임시 ALAC의 마지막 구성
원은 선출된 대표로 교체되었으며 임시 ALAC는 완전한 ALAC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공인된 첫 번째 ALS는 Società Internet으로, 이탈리아의 인터넷 협회였습니다. 2007년
말 경에는 공인 ALS의 수가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에는 총 138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ICANN 이사회는 조직의 내규를 수정하여 At-Large 커뮤니티가 ICANN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Sébastien Bachollet가 선정되었
고 2010년 12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LAC는 ICANN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정책 성명서를 양
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늘려왔습니다. 2011년에 ALAC는 40개의 정책 성명서를 제
출하였고 이는 2010년에 제출된 25개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9년 ALAC는 9개의 정
책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At-Large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At-Large 커뮤니티는 계층화된 상향식 구조로
At-Large의 가장 아래 단계에는 135개 이상의 ALS(At-Large Structure)가 있습니다. 이러한 At-Large
구성원의 로컬 기구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가에 하나 이상의 ALS
를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인터넷 사용자는 로컬 ALS에 가입함으로써 At-Large에 참
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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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oogle Maps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Current+ALSes

ALS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를 통해 지역별로 구성됩니다. 5개의 RALO는 다음과 같
습니다.

■■

AFRALO(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

APRALO(아시아 태평양 지역 At-Large 조직)

■■

EURALO(유럽 지역 At-Large 조직)

■■

LACRALO(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섬 지역
At-Large 조직)

■■

NARALO(북미 지역 At-Large 조직)

RALO는 해당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가 정보와 지식의 공개 배포를 통해 ICANN의 활동
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메인 포럼이자 조율 지점으로서,
각 RALO는 두 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최소 3개의 ALS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RALO는 양해 각
서를 포함한 자체 조직 문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합니다.
각 RALO는 의장과 비서관을 선출하지만 해당 직위에 대해 각각 고유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RALO는 부의장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ALS의 구성원에 외에도, RALO에는 현재 개별 구성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거나 해당 조항을 마
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RALO에서 선정

유럽

지명 위원회 지명자

아시아 태평양

AT-LA RGE 팟 캐스 트
추가 정보를 원하십니까?
ALAC 의장 Olivier CrepinLeblond 박사가 ICANN의 활
동 이사를 역임 중인 Scott
Pinzon과 함께 At-Large의 업
무에 대해 나눈 대화를 담
고 있는 이 팟캐스트를 들어
보십시오. 이 팟캐스트는 20
분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으
며 At-Large가 대변하는 사람
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
공합니다. 팟캐스트 듣기 대
신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
들은 같은 위치에서 전문
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
www.icann.org/en/learning/
podcasts.htm

At-Large
커뮤니티에서
15석 선정

이사회

북미

ALS

RALO

ALAC

ICANN At-Large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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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rge Advisory Committee: At-Large 자문 위원회

ALAC(At-Large 자문 위원회)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ICANN 내의 제1의 조직입니다. ALAC
의 역할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ICANN의 활동을 재고하고 그에 대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ICANN의 지원 기구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물론 커뮤니티 의견 및 조언이 필
요한 기타 많은 문제도 포함됩니다. ALAC는 ICANN의 책임 메커니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ICANN의 활동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ICANN의 내규에 따르면 ALAC의 구성원 15명은 각 지역 At-Large 조직에서 2명씩 선정하여 총 10
명의 직접 선출된 대표와 지명 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명 위원회가 선정한
5인에는 각 5개의 지역 내 국가의 시민 1명이 포함됩니다.

At-Large 임원

새로 선출된 각 At-Large 자문 위원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2명 및 위원회의 임원 역할을 수행할 조
사 위원을 선출합니다. 이러한 4명의 임원 및 ICANN 지역의 5번째 ALAC 구성원(앞서 언급한 네 명
에서 제외된 구성원)이 ALAC 집행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위원은 1년 단위로 임기를 수행합니다.

At-Large의 여러 위원, 연락 담당자 및 임명자가 맡은 임무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선출됩니까?
투표권 구성원, ICANN 이사회

2010년, ALAC/At-Large 커뮤니티 유권자는 ICANN 이사회의 첫 번째 투표권 구성원을 선출했습
니다. ICANN 이사회 구성원은 3년 임기를 수행하며 회의, 원격회의, 이사회 세미나 및 위원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
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게 됩니다.
선출: ICANN 이사회 구성원은 ALAC 구성원 15명 및 RALO 의장 5명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선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Large+Director+Appointment+Process

ALAC 의장

ALAC 의장의 사명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회의 주재

■■

회의 의제 준비 및 제안

■■

ICANN 직원과 행정 및 조직 문제 논의

■■

특정 임명자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된 커
뮤니케이션 자료, 공개 포럼 및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함

■■

다양한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청하고 및 투
표를 위한 적합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위원회의 업무 일정 및 기한을 설정하고 지
켜야 함

■■

최소 참여 요구 사항, 절차 규칙, 내규 및 위
원회에 적용되는 기타 규범에 대해 파악

■■

비용 지출 및 예산 상황 모니터링

선출: 새로 선출되는 At-Large 자문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ALAC 부의장

ALAC 부의장의 사명 및 임무는 의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 역
할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선출: 새로 선출되는 At-Large 자문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ALAC 조사 위원

조사 위원은 ALAC 임원으로, At-Large 직원의 도움을 받아 ALAC 발의를 녹음하고 인터넷 정책
문제에 대한 공개 ICANN 의견 수렴 기간인 경우 가능한 ALAC 성명서에 대해 ALAC에 자문을 제
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선출: 새로 선출되는 At-Large 자문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ALAC 연락 담당자

연락 담당자는 ICANN 지원 조직, 자문 위원회 및 기타 기관 내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대표합
니다. 연락 담당자는 이러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활동 및 회의에 참여하고 전체 위원회의 이익
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At-Large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각기
다른 견해를 연결하고 합의점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의견
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직책에 따라 연락 담당자는 자신의 견해보다 ALAC의 종
합적인 견해를 먼저 내세워야 합니다.
At-Large 구성원은 검토 팀의 구성원, 지역 임원(예: RALO 의장, 부의장 또는 비서관)으로서 ICANN
의 NomCom(지명 위원회)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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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대부분의 경우 연락 담당자, NomCom 대표 및 검토 팀 구성원은 ALAC에서 임명합니다.
NomCom의 At-Large 대표의 경우 ALAC는 지역적 분배를 고려하여 선출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추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CANN의 SSAC(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에 대
한 ALAC 연락 담당자를 선출하는 특별한 경우, ALAC는 SSAC 구성원 위원회에서 고려할 후보
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전체 SSAC에 임명할 ALAC 연락 담당자를 추천
합니다. 승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ICANN 이사회에서 공식 임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위원회
의 초청 게스트로 즉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SSAC의 ALAC 연락 담
당자가 SSAC의 정식 구성원이 되고 ICANN 이사회가 모든 SSAC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ALO 의장, 부의장 및 비서관과 같은 지역 임원은 RALO에서 선출합니다.

하위 위 원 회 및 실무 그룹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하위 위원회 및 WG(실무 그룹)는 ICANN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At-Large 커뮤니티 내 WG는 물론 다양한 지원 기구 및 자문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WG도
있습니다. 실무 그룹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At-Large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WG에서 업무 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며 세 명 이상 특정 언어에 대한 요청을 제시할 경우
통역이 제공됩니다.
At-Large 내에서 실무 그룹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조직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해결
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해당하는 WG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하위 위
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위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ALAC 발의
및 투표가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예: 재무 및 예산 담당 ALAC 하위 위원회의 자금에 대한 지속
적인 요청 및 모니터링)를 맡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한 내에 완수해
야 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ALAC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몇 개의 독립적인 WG와 하위 위원회를 설립
했습니다. 또한 ALAC와 RALO는 필요할 경우 임시 WG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하위 위원회 및 실무 그룹
재무 및 예산 담당 ALAC 하위 위원회
At-Large의 연간 운영 예산을 전개하고 5개 RALO의 최종 요청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향후 문제 실무 그룹
전 세계 인터넷, ICANN 및 At-Large 커뮤니티에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권장
안을 계획합니다. WG는 At-Large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등록자 확인 및 책임 소재라는 두 가
지 주요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 정책 실무 그룹
ICANN 이사회에 다국어 도메인 이름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ALAC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gTLD 실무 그룹
새로운 gTLD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발 사항을 따릅니다.

등록자 권리 및 책임 실무 그룹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레지스트라와 ICANN 간의 계약)의 전체 범위를 검토하고, 등록자 권리
및 책임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At-Large 커뮤니티에 권고합니다.

기술 문제 실무 그룹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보안, 안전 및 안정성과 관련된 기술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합니다.

Whois 정책 실무 그룹
등록 도메인 이름, 등록자 연락처 및 기타 중요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 저장소인 Whois의 정책
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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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임시 AT-LAR GE 실무 그 룹

At-Large 절차 규칙 임시 실무 그룹(2012년 초에 시행 예정)
At-Large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LAC 절차 규칙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At-Large 메트릭 임시 실무 그룹(2012년 초에 시행 예정)
메트릭을 설계하고 ALAC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At-Large 개선 구현 태스크포스
ALAC/At-Large의 ICANN 참여 및 ALS의 At-Large 참여를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ccNSO/At-Large 조율 실무 그룹
국가 코드 TLD 운영자와 At-Large 구성원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ICANN 아카데미 임시 실무 그룹
ICANN 아카데미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고 개발하여 신입 회원, ICANN 임원 내정자 및 대중 모두
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실습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커뮤니 티 간 실무 그룹

이 외에도 At-Large 구성원은 커뮤니티 간 실무 그룹에 참여합니다. 현재, WG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체계 실무 그룹
ccTLD의 위임 및 재위임에 대한 해석 체계를 개발하고 제안합니다.

국가 및 영토 이름 사용에 대한 ccNSO 연구 그룹
ccNSO 평의회, ccTLD 커뮤니티 및 GAC 및 GNSO 평의회를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 조직에 국가 및
영토 이름을 TLD 문자열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범위 및 쟁점, 그리고 IDN ccTLD 및 새로운 gTLD
프로세스에 대한 대체 작업 경로의 범위 및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선택, 경쟁력 및 혁신 실무 그룹
새로운 gTLD 프로그램이 도메인 이름 시스템과 관련하여 경쟁력, 소비자 신뢰도 및 소비자 선택을
얼마나 잘 촉진시켰는지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에 대한 정의, 평가 및 3년 치 목표를 수립합니다.

지역 검토 실무 그룹
ICANN의 현재 지역 체계의 내역, 기본 원칙 및 목표를 확인하고, 이사회와 직원 및 커뮤니티에
서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원칙과 목표를 향후에도 최상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커뮤니티에 자문을 구합니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 변형 TLD 문제 프로젝트 실무 그룹
다국어 도메인 이름 TLB의 잠재적인 위임과 관련된 아랍어, 중국어, 키릴어, 데바나가리, 그리스어
및 라틴어 스크립트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6개 사례 연구 팀의 업무를 파악합니다.

실무 그룹

JAS WG(공동 SO-AC 새로운 gTLD 신청 지원 실무 그룹)

추가 정보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gTLD를 신청 및 운영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 가
능한 수단을 개발합니다.

현재 및 보존된 At-Large 실무
그룹 목록

AT-LAR GE에 참여하려면 어 떻게 합 니까 ?

https://community.icann.
org/display/atlarge/AtLarge+Working+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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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를 통해 RALO에 가입하거나 개별 구성원으로 참가하십시오. 현재로서는 NARALO만 공식적
으로 개별 구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RALO에서는 각 조직 문서의 언어에 따라 개별 구성
원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착수 및 동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든 At-Large 회의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개별 구성원은 At-Large 커뮤니티 회의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

RALO, 하위 위원회, WG의 요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At-Large 절차 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AtLarge 구성원으로 입회하거나 제한된 공식 투표권을 갖고 토론에 참여합니다.

■■

재무 및 예산 하위 위원회에는 모든 At-Large 구성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무 그룹에 가입합니다.

■■

ICANN 공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연대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연대 프로그램은 현재 개
발도상국 및 후발 개발도상국에 거주 중이고 ICANN 및 ICANN의 지원 조직, 지지자 및 이해관
계자 그룹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위한 재정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

ICANN 공개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경우, 신입 회원 과정에 참가하여 최신 정책 문제를 신속
하게 파악하십시오.

지원자에 대한 최소 참가 또는 시간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이는 희망하는 직무 및 참가하고자 하는 문제가 몇 가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ALAC 구성원 및
임원에게는 실제 회의 참석 및 전화 회의 참가는 물론, 인가 투표 참여를 비롯한 참가 요구 사
항이 수반됩니다.
At-Large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공식적인 참가 요구 사항이 적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매월 한 번
씩 열리는 RALO, 실무 그룹 또는 하위 위원회 회의나 전화 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ALAC 온라인
포럼을 읽은 뒤 의견을 기재하고, 최신 현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ICANN은 전 세계의 각 세 도시에서 3주간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주간 동안 At-Large
커뮤니티에서는 무려 25개에 이르는 회의 및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At-Large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At-Large와 ALAC는 ICANN의 인터넷 정책 개발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ALAC가 정책이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책 개발 프로세스
조기 단계에 참여하여 At-Large 구성원이 정책을 개발하는 ICANN 실무 그룹에 직접 참여하도록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로 새로운 gTLD를 위한 신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 도
메인 이름 만료 후 복구와 관련된 정책을 최근 수정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ALAC에서 문제의 정책이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ALAC는 제안된 정책에 대한 At-Large의 입장을 설명하는 공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ALAC는 38개라는 기록적인 개수의 공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일 문자 국
제 도메인 이름 TLD, ICANN의 지역 검토,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에 대한 수정 사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ICANN 거버넌스 및 기술 문제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ALAC는 모든 개별적인 공개 의견 문제에 대한 At-Large 측의 응답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ALAC는
가능한 한 수시로 한 명 이상의 RALO 구성원이 ALAC 응답을 작성하도록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ALAC는 인터넷 Wiki에 초안 성명서를 게시하며, 모든 At-Large 구성원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입력 내용은 평가를 거친 후 수정된 성명서에 통합됩니다. ALAC가 온라인 투표를 통
해 성명서를 인가하면, 이 ALAC 성명서는 공개 의견 포럼에 제출됩니다.
다음은 At-Large와 ALAC가 개발 중인 최신 인터넷 정책 문제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새로운 gTLD 신청 지원 프로그램
2010년 6월, 이사회는 gTLD(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인)라고 하는 일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확장
자의 개수를 그 당시 존재하던 21개의 친숙한 gTLD(예: .com, .org, .net)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인터넷 최종 사용자를 대변하는 At-Large와 ALAC는 이 새로운 계획에 공공의 이익이 전체적으
로 고려되었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At-Large는 ICANN이 제공한 이러한 새로운
도메인 이름을 통해 전 세계 접근성 및 경쟁력이 유지되는지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JAS WG(공동 신청 지원 실무 그룹)의 기타 ICANN 지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At-Large 구성원은
ASP(신청 지원 프로그램)을 수정했으며, 다만 자금력 부족이 검증된 새로운 gTLD 신청자의 경
우에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ASP는 새로운 gTLD 평가 비용을
미화 $185,000에서 $47,000로 낮추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At-Large는 JAS WG의 제안된 ASP 개발, ASP를 지지하는 ICANN의 정부 자문 위원회
에 대한 공동 공개 의견 제출을 비롯하여 ASP의 다양한 개발 단계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IRTP(인터넷 등록기관 이전 정책)의 목표는 도메인 이름 보유자들이 도메인 이름을 어느 한
ICANN 공인 등록기관에서 다른 ICANN 공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절차를 제공하
는 것입니다. GNSO 평의회는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조직한 실무 그룹을 통해 이러한 정
책의 개정을 검토 및 고려합니다.
IRTP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책에 설명된 바와 같이, 도메인 이름을 등
록하는 개인 사용자는 도메인 하이재킹과 같은 여러 문제에 가장 취약한 등록자이기 때문입니
다. 도메인 하이재킹은 다른 사람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변경해버리는 것
입니다. ALAC는 최대한 간단한 이전 작업을 지원하여 기술적 또는 도메인 업계 지식이 부족한
개별 인터넷 사용자가 하이재킹이나 기타 도메인 이름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IRTP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안에 대한 의견 중에서, ALAC는 긴급 조치 채널의 수립에 대한 강력
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등록자 및 기타 사용자는 도메인 하이재킹을 당한 경우 이 채널을 통
해 레지스트리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지원

추가 정보를 원하십니까?
공동 신청 지원 실무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GAC
및 ALAC의 공동 성명서
https://community.
icann.org/download/
attachments/2261148/1+Joint+GAC-ALAC+Statemen
t+on+Joint+applicant+Supp
ort-EN.pdf?version=1&modifi
cationDate=1313486721000
공동 신청 지원 실무 그룹의
최종 보고서
https://community.
icann.org/display/jaswg/
Final+Report+Drafts

IRT P
추가 정보를 원하십니까?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웹
페이지
http://www.icann.org/en/
transfers/
IRTP Part B WG 제안 최종 보
고서
http://gnso.icann.org/issues/
transfers/irtp-b-final-report30may11-en.pdf
IRTP Part B WG 제안 최종 보
고서에 대한
ALAC 성명서
http://www.atlarge.icann.
org/correspondence/
correspondence-3-31mar11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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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만료 후 복구

PEDNR
추가 정보를 원하십니까?
PEDNR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http://www.icann.org/en/
minutes/resolutions-28oct11en.htm#1.5
PEDNR WG 최종 권장
안에 대한 ALAC 의견
https://community.icann.
org/display/alacdocs/
ALAC+Statement+on+PostExpiration+Domain+Name+
Recovery+Working+Group+
Proposed+Final+Report+++April+2011

ALAC의 쟁점 보고서 요청에 따라, GNSO는 2009년 7월 PEDNR(도메인 이름 만료 후 복구) 실무 그
룹을 조성하여 공식 만료일 후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을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많
은 정책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GNSO에 대한 At-Large 연락 담당자도 이 WG에 참가했습니다.
즉, 이 WG에서는 등록자가 만료된 도메인 이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지, 만
료일 임박에 대해 충분한 알림을 받았는지, 일반적인 등록 계약에 만료에 대한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와 같은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WG에서는 2011년 10월 ICANN 이사회에서 채택한 몇 가지 권장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장안
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자는 만료 후 최소 8일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
스폰서가 없는 gTLD 및 레지스트라는 회복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 갱신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만료일 이전에는 일정한 시각에 최소 2번의 공지를 보내고 만
료 후에는 1번의 공지를 보내야 하며, 만료된 웹 사이트는 등록이 만료되었음을 명료하게
밝혀야 하고, 해당 도메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예기치 않게 도메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ALAC가 인터넷 정책 문제에 대해 제출한 공개 의견의 사례를 더 보려면 ALAC Correspondence
웹 페이지(http://www.atlarge.icann.org/correspondence)를 방문하십시오.
■■
■■

At-Large가 내용/정책과 반대가 되는 프로세스에도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CANN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이 조직은 상향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이해관계자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을 활용한 업무 방식을 보장하려면 각 구성원이 프로세스의 메커
니즘에 집중하여 양질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조직 및 At-Large를 위해 필요한 것
입니다.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ICANN 및 At-Large도 발전하고 있으며, 때로 이러한 진화로 인
해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각색해야 합니다.
ICANN의 모든 분야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At-Large 개선 업무 팀, 그리고 미래 구조,
책임 및 투명성 실무 그룹과 같은 기타 부문은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
습니다. At-Large와 ICANN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을 다루고 논의하고 싶다면 이 부문을 선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책 토론은 주로 실무 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 Whois 조회 서비스, 새로운
gTLD와 같은 특정 쟁점을 전담하는 몇몇 독립적인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내에서
새로운 쟁점을 다루고 논의하고 싶다면 이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ICANN 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ICANN 직원은 ICANN 커뮤니티가 개발하고 ICANN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의 집행과 구현을 담
당합니다.
At-Large는 비서관 또는 지원 기능, 정책 자문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eidi Ullrich는 At-Large의 이사이며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Silvia Vivanco
는 At-Large 지역 문제 부서의 관리자이며, RALO 및 개별 ALS와 직접 업무를 추진하여 프로세스
및 정책 관련 작업을 지원합니다. Matt Ashtiani는 At-Large 조정 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정책 쟁
점을 추적하고, At-Large의 새로운 지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커뮤니티의 소셜 미디어 입지
를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Gisella Gruber-White와 Nathalie Peregrine는 At-Large 커뮤니티
의 통화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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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다른 부서의 ICANN 직원이 At-Large의 업무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직원
ICANN의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ICANN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쟁점 및 활동에 대해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며, 타 부서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기능으로는 미디어 관계, 웹 사이트 개발 및 관리, 브로셔 및
교육 자료 개발(예: 본 신규 회원용 안내서), 새로운 gTLD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및 팟캐스트 제
작,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매년 ICANN에서 주최하는 3번의 공개 회의
를 조직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직원
글로벌 파트너십 팀은 국제적인 참여 및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ICANN
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임명된 직원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이 팀은 업무 계약을 수립하고, 인
터넷 생태계 내의 다른 조직과 연락을 취하며, ICANN의 국제화 및 ICANN 의 업무 세계화를 지원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한 가지 유형의 지지층이 아닌 지리적 기반에 따라 조직된 모든 유
형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ICANN에 가입된 지역을 더욱 잘 대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ICANN의 연계 및 반응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문의하면 됩니까?
본 신규 회원용 안내서에 나온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staff@atlarge.
icann.org로 At-Large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At-Large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t-Large 홈 페이지: www.atlarge.icann.org
이곳은 At-Large 커뮤니티에 대한 뉴스와 참조 문서를 볼 수 있는 기본 시작점입니다. At-Large
커뮤니티 Wiki 페이지 또한 At-Large 활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소스입니다(참조: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Large+Advisory+Committee+%28ALAC%29).
특히 다음 웹 페이지에서 관심이 갈 만한 정보를 많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At-Large 조직 분포도: http://www.atlarge.icann.
org/orgchart
■■ At-Large 공지문: http://www.atlarge.icann.org/
en/atlarge/announcements/en
■■ At-Large 일정표: http://www.atlarge.icann.org/
calendar
■■ 서신(정책 성명서 및 자문): http://www.
atlarge.icann.org/correspondence
■■ 인터넷 사용자 관점에서 본 정책 쟁점에 대한
교육 자료: http://www.atlarge.icann.org/issues
■■

At-Large 커뮤니티 배경 정보: http://www.
atlarge.icann.org/en/whatis.htm
■■ RALO 세부 정보(구성원 조직, 임원 등):
http://www.atlarge.icann.org/regions
■■ ALAC 세부 정보(현재 구성원 및 임원 등):
http://www.atlarge.icann.org/alac
■■ ICANN e-Learning 페이지(팟캐스트, 웹 세미
나 및 신규 회원용 안내서 등) http://icann.
org/en/learning/
■■

ICANN 홈 페이지: www.icann.org

특히 다음 웹 페이지에서 관심이 갈 만한 정보를 많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을 위한 ICANN: http://www.icann.org/
new.html
■■ ICANN 조직 구조 분포도: http://www.icann.org/
en/structure/
■■ ICANN 배경 정보: http://www.icann.org/en/
about/
■■ ICANN은 무슨 일을 합니까? http://www.icann.
org/en/participate/what-icann-do.html
■■ ICANN의 역할과 작업이 인터넷에 미치는 영
향은 무엇입니까? http://www.icann.org/en/
participate/effect-on-internet.html
■■ E-Learning 섹션: http://www.icann.org/en/
learning/
■■ ICANN 용어집: http://www.icann.org/en/general/
glossary.htm(ICANN 약어 도움말 참조: http://
www.andalucia.com/icann/)
■■

주요 ICANN 주제: http://www.icann.org/en/
topics/
■■ 주요 ICANN 문서: http://www.icann.org/en/
documents/
■■ 현재 ICANN 정책 개발 분야: http://www.
icann.org/en/policy/
■■ ICANN 공지 사항: http://www.icann.org/en/
announcements/
■■ 국제 ICANN 회의: http://meetings.icann.org/
■■ 공개 의견 수렴 페이지: http://www.icann.
org/en/public-comment/
■■ ICANN 내규: http://www.icann.org/en/
general/bylaws.htm
■■ ICANN 이사회: http://www.icann.org/en/
general/board.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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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rge Facebook 페이지

Facebook에서 At-Large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icann.atlarge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At-Large Facebook 페이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t-Large LinkedIn 페이지

ICANN의 At-Large 커뮤니티에 등록된 구성원을 위한 그룹이 LinkedIn에 만들어졌습니다.
www.linkedin.com/groups?home=&gid=2238621
이 웹 사이트는 ICANN 직원이 유지 관리하지 않습니다.

메일링 목록
alac-announce@atlarge-lists.icann.org
이 메일링 목록은 At-Large 직원에서 At-Large 커뮤니티의 ALAC 의장에게까지 공지문을 전달하
는 데 사용됩니다. ALAC(At-Large 자문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RALO(지역 At-Large 조직)의 임원
및 ALS(At-Large Structure)의 대표는 자동으로 ALAC 공지 목록에 구독 신청됩니다. At-Large 직원
및 ALAC 의장만 이 목록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공개적으로 표시되며 모든 사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RALO의 메일링 목록

모든 ALS 대표는 해당 지역의 메일링 목록에 자동으로 구독 신청이 됩니다. 지역 목록은 공개적
으로 표시되며 모든 사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메일링 목록입니다.

AFRALO(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afridiscuss@atlarge-lists.icann.org
■■ APRALO(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섬 지역 At-Large
조직): apac-discuss@atlarge-lists.icann.org
■■ EURALO(유럽 지역 At-Large 조직): euro-discuss@
atlarge-lists.icann.org
■■

LACRALO(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섬 지역
At-Large 조직): lac-discuss-en@atlarge-lists.
icann.org(영어) , lac-discuss-es@atlargelists.icann.org(스페인어)
■■ NARALO(북아메리카 지역 At-Large 조직):
na-discuss@atlarge-lists.icann.org
■■

기타 At-Large 메일링 목록

이러한 모든 공개 At-Large 메일링 목록에 구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atlarge-lists.icann.org/mailman/listinfo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메일링 목록 2개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at-large@atlarge-lists.icann.org
이 메일링은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사용되는 전 세계 At-Large 메일링 목록입니다. 이 목
록은 공개적으로 표시되며 누구든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lac@atlarge-lists.icann.org
이 메일링 목록은 ALAC의 정책 논의에 사용됩니다. 이 목록은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으며 ALAC
구성원, RALO 임원 및 ICANN 기관에 연락하는 ALAC의 연락 담당자를 대상으로만 구독 신청됩
니다. 그러나 기록 자료는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
http://atlarge-lists.icann.org/pipermail/alac/

At-Large 일정표

At-Large Google 일정표(http://www.atlarge.icann.org/calendar)에는 At-Large의 모든 회의 및 화상
회의가 표시되며, 여기에는 ALAC, ALAC 집행 위원회, RALO 및 At-Large 실무 그룹 회의도 포함됩
니다. 모든 At-Large 회의는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 일정표에 표시되는 원격회의는 각 RALO에서 매월 열리는 정기 원격회의입니다. 이러한 원
격회의는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의제 세부 정보 및 참가 지침을 비롯하여 이러한 화
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LO의 메일링 목록에 미리 게시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At-Large Google 일정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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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벤트 일정표
그 밖에도, 일반 At-Large 일정표에 외부 지역별 이벤트 일정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이
벤트 일정표는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ICANN에서
는 이 일정표를 사용하여 ICANN 외부에서 개최되지만 At-Large 구성원 및 ICANN 직원이 참가하
지 않는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지역 이벤트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지역 이벤트 일정표의 내용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RALO 임원은 해당
지역 동료를 통해 예정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이벤트에는 지역 ccTLD(국
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 RIR(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NRO(번호 자원 기구),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회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역 이벤트 일정표에 특정 이벤트를 추가하려면 해당 RALO의 메일링 목록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 임원에게 문의하십시오. RALO 임원은 다음 Wiki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AFRALO 임원
http://www.atlarge.icann.org/afralo/
■■ APRALO 임원
http://www.atlarge.icann.org/apralo/
■■ EURALO 임원
http://www.atlarge.icann.org/euralo/
■■

LACRALO 임원
http://www.atlarge.icann.org/lacralo/
■■ NARALO 임원
http://www.atlarge.icann.org/naralo/
■■

Adobe Connect

At-Large는 원격회의 및 실제 회의에서 모두 Adobe Connect 회의실을 사용합니다. 이 온라인
Adobe Connect 회의실은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서로에게 인스턴트 메
시지를 사용하고, 회의 의제 및 문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파악하며, 손을 들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회의의 경우 전화 연결을 사용하는 대신 Adobe Connect 회의실을 사용하여 회의 음성을
들을 날도 머지않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At-Large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통화 회의는
둘 이상의 언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Adobe Connect를 통해 다국어 채널을 선
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At-Large 회의용 Adobe Connect 회의실에 대한 URL은 해당 회의의 Wiki 페이지에 나와 있
으며 회의 의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RL은 의제 밑에 있습니다.) 참가 방법 및 수
신자부담 전화번호 목록은 https://community.icann.org/pages/viewpage.action?pageID=2261866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빠른 시작" 가이드, 비디오 자습서 및 FAQ 섹션 등 Adobe Connect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아래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tlarge/At-Large+Community+Information+on+Adobe+Con
nect+8
이 외에도, 각 RALO는 ALS에서 사용할 수 있는 Adobe Connect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ALS
의 개별 회의를 촉진하기 위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Adobe Connect 회의실은 다
음 UR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FRALO
http://icann.adobeconnect.com/afraloals/
■■ APRALO
http://icann.adobeconnect.com/apraloals/
■■ EURALO
http://icann.adobeconnect.com/euraloals/
■■

LACRALO
http://icann.adobeconnect.com/lacraloals/
■■ NARALO
http://icann.adobeconnect.com/naralo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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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 료
At-Large와 관련된 ICANN 내규 조항
■■

4항, 2절, XI조 – ALAC(At-Large 자문 위원회), RALO(지역 At-Large 조직), 커뮤니티 구성원 자격
과 관련된 조항

■■

5절, VI조 – 각 RALO(지역 At-Large 조직)의 구성원 범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5
개 지역으로 나뉘어 전 세계에 분포된 부서

ICANN의 지역에 대한 영토 체계의 정의
각 지역 내의 국가 및 영토 목록은 주기적으로 검토되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목록은
http://www.icann.org/montreal/geo-regions-topic.htm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ICANN 이사회
는 이 목록을 2003년 6월에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ann.org/minutes/prelimreport-26jun03.ht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http://www.icann.org/announcements/
announcement-22jun07.ht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At-Large 조직
RALO(지역 At-Large 조직)는 공인 ALS(At-Larg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으며, ICANN 정책 개
발 프로세스에 각 지역의 비상업적 인터넷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합니다.

RALO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문서를 지침으로 합니다.
MOU(양해 각서)
MOU(양해 각서)는 RALO에서 수행하고 ICANN이 지원하는 활동을 수립 및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 원칙, 절차 규칙, 지역 내규
RALO의 운영은 지역 운영 원칙, 절차 규칙 및/또는 내규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를 지침으
로 합니다.
지역별 조직 문서는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AFRALO: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FRALO/AFRALO+MOU+and+Organising+Do
cuments
APRALO: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APRALO/RALO+Organising+Documents
EURALO: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EURALO/RALO+Organising+Instruments
LACRALO: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LACRALO/LACRALO+Organising+Documents
NARALO: https://community.icann.org/display/NARALO/NARALO+Regional+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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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집
Afric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
AFRALO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At-Large Advisory Committee: At-Large 자문 위원회

ALAC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개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ICANN 내의 제1의
조직입니다.
At-Large Structure: At-Large 소조직

ALS

이러한 At-Large 구성원의 로컬 기구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Affirmation of Commitments: 의무 협약

AoC

APRALO

ICANN의 독립성, 구조 및 목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협약으로, 2009년 9월 미
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과 ICANN 간에 조인되었습니다.
Asia Pacific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
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책임 및 투명성 검토 팀

ATRT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되어 ICANN의 책임성, 투명성,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를 위한 이익 추구를 검토하는 팀입니다.
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국가 코드 이름 지원 조직

ccNSO

ICANN 내의 지원 조직 3곳 중 하나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과 관련된 글
로벌 정책을 개발하고 이사회에 권장안을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ccTLD 운영자만 ccNSO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Country Code Top-Level Domain: 국가 최상위 도메인

ccTLD

.uk(영국), .de(독일) 및 .jp(일본)처럼 국가, 지역 또는 기타 지리적 위치에 대응
하는 두 자리 도메인입니다.
Domain Name System: 도메인 이름 시스템

DNS

컴퓨터 또는 장치의 고유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도메인 이름과 일치시
켜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DNS 보안 확장 기능

DNSSEC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한 보안 프로토콜로, 공용 키 암호화를 도
메인 이름 시스템에 통합하여 데이터를 디지털로 "서명"하도록 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Europe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유럽 지역 At-Large 조직

EURALO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유럽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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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정부 자문 위원회
GAC

정부, 다국적 정부 기구, 조약 기구 및 각 경제 단위의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
들로 구성되는 자문 위원회입니다. 자문 위원회의 역할은 정부가 관심을 갖
는 문제에 대해 ICANN 이사회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Generic Top-Level Domain: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

.com, .net, .asia와 같은 3글자 이상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확장자입니다.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GNSO

기구
ICANN 내에서 일반 최상위 수준 도메인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레지
스트리, 레지스트라, 상업 부문 지지 그룹, 비상업 부문 지지 그룹으로 된 4개
의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주소 관리 기구

IANA

IP 주소 할당 감독, 인터넷 기술 표준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토콜 매개 변수
의 할당 조율, 도메인 이름 시스템 관리(최상위 수준 도메인 위임 및 루트 이
름 서버 시스템 감독 등)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ICANN은 IANA의 기능을 수
행하며, 여기에는 지역별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주소 배포, IETF 및 타 위원회
와 조정 업무를 통해 프로토콜 매개 변수 할당, DNS의 작동 감독과 같은 업
무가 포함됩니다.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 인터넷 주

ICANN

소 관리 기구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전 세계 인터넷의
고유한 식별자(이름, 숫자 및 프로토콜 매개 변수) 시스템을 최상위에서 조
정하며, 민간 부문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업무와 타당하
고 알맞게 연관된 정책을 상향식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 이해
관계자 조직입니다.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F

인터넷 기술의 엔지니어링 및 발전에 기여하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용자
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새로운 인터넷 표준 사양의 개발에 참여
하는 주된 기구입니다. IETF의 공식 구성원 자격은 따로 없으며 누구든 등록
하고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다국어 도메인 이름

IDN

기본적인 26개의 "a-z" 영문자로 작성되지 않고 현지 언어에서 사용되는 문
자를 포함한 도메인 이름을 가리킵니다.
Latin America/Caribbean Islands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라틴 아

LACRALO

메리카/카리브해 섬 지역 At-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섬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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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북아메리카 지역 AtNARALO

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
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North American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북아메리카 지역 At-

NARALO

Large 조직
ICANN에서 At-Large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5개의 RALO(지역 At-Large 조직) 중
하나입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개인과 최종 사용자 그룹을 위해 뉴스, 리소
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통

NTIA

신 정보 관리청
미국 상무부 내 기관으로 IANA 기능 계약 부여를 담당하고 ICANN 정책 결정
활동에 참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RAA

공인 레지스트라와 ICANN 사이의 계약으로, 최근 업데이트되어 개선된 등
록자 보호 및 레지스트라의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Regional At-Large Organization: 지역 At-Large 조직

R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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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C

IETF가 게시하는 메모로, 인터넷이 연결된 시스템의 동작에 관한 혁신, 연구,
동작 또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RFC로 공개된 개념이 인터넷 표준이 된 경우
도 있습니다.
Regional Internet Registry: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RIR

지역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Security and Stability Advisory Committee: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SSAC

자문 위원회는 인터넷의 이름 생성 및 주소 할당 시스템의 보안 및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Top-level Domain: 최상위 도메인

TLD

"dot 권한"에서 발견된 도메인 이름의 일부분으로, www.example.net에서 "net"
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Working Group: 실무 그룹

WG

특정 주제나 정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지원자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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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의 세상. 하나의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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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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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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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은 www.icann.org에서 확인하십시오.

허브 사무실
이스탄불

Regus Selenium Plaza, Hakki Yeten Cad.

Selenium Plaza No:10/C K:5&6, 34349
Fulya, Besiktas, Istanbul

터키

전화 +90 212 381 8727

팩스 + 90 212 381 8731

로스앤젤레스

12025 Waterfront Drive Suite 300

Los Angeles, CA, 90094

미국

전화 +1 310 301 5800

팩스 +1 310 823 8649

싱가포르

Ocean Financial Centre

10 Collyer Quay, Level 37-06/10,
Singapore 049315

싱가포르

전화 +65 6808 6666

중국

전화 + 86 10 6535 0376

참여 센터
이메일 queries.beijingec@icann.org

브뤼셀

6 Rond Point Schuman, BT. 1

B-1040, Brussels

벨기에

전화 +32 2 234 7870

팩스 +32 2 234 7848

몬테비데오

La Casa de Internet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

Rambla República de México 6125,
Montevideo 11400

우루과이

전화 + 598 2604 2222
내선 5701

팩스 + 598 2604 2222
내선 4112

워싱턴

801 17th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미국

전화 +1 202 570 7240

팩스 +1 202 789 0104

www.icann.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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