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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이란? 

국제인터넷주소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는 세계적인 다중이해관계자, 
민간주도 기관으로 인터넷자원의 공공성을 위해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ICANN은 인터넷의 도메인네임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을 기술적 조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있음 
 

 ICANN의 미션은 글로벌 인터넷 시스템 중 고유식별자 
시스템(DNS와 IP)을 조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ICANN이 고유식별자 시스템(DNS, IP)을 조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능을 IANA 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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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A의 기능은?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기능은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인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  

의 일부분으로 개발 되었음 

 

관련 기능(Function):  

 인터넷프로토콜 파라미터를 기술적으로 배치하고 조정 

 인터넷 DNS 루트존 관리 책임 

 인터넷 IP 주소 할당 

 

ICANN은 IANA 기능 수행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미국 정부와 비용 없는 
계약으로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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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A(미 정부), ICANN, IANA의 관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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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IANA 관리권한 이양 선언 

2014년 3월 14일: 현재의 IANA관리기능을 글로벌 멀티스테이크 
홀더 커뮤니티로 이관함을 선언 
 

 ICANN이 관련 사안을 위해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모아 제안서 작성을 요청 

 멀티스테이크 홀더 커뮤니티와 ICANN은 15년동안 인터넷정책 입안에 협력 

왜 
지금인가? 

미국정부의 결정 사항: 
 DNS의 민영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이행 
 인터넷정책입안과 거버넌스를 위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지속 지원 

 
IANA 기능을 운영하고 DNS의 글로벌 조정자로 ICANN은 
관리권한 이양을 위한 기획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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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A(미 통신정보관리청)의 이양 요구사항 

NTIA는 이양제안서에 대하여, 인터넷커뮤니티의 넓은 지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요청: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지지하고 개선해야 함 

DNS의 보안성, 안정성, 항상성을 유지해야 함 

IANA 서비스관련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의 요구사항 및 
기대치를 만족할 것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속 유지할 것 

* NTIA의 기능을 정부관련 기구 또는 정부간기구로 이관하는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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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중심 정책개발 

상향식으로 의견을 모아 
(Bottom Up) 

누구에게나 의견개진 기회를 주며 
(Open)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개발 
(Transparent) 

인터넷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Multi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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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관련 통합 제안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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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관련 통합 제안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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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제안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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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제안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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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안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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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책임성 강화 

 

관리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 시작 이후 커뮤니티는 ICANN의 책임성관련 
광의의 논의 필요성 확인 

 

 관리권한 이양은 미국정부와 ICANN 간의 역사적인 계약관계를 정리 

 이것은, ICANN의 조직적인 최종 책임성에 대한 사안으로 인식 됨 

결과 
이에, IANA 관리권한 이양 절차와 관련이 있도록 ICANN 
책임성 강화논의를 시작하였고, ICANN의 광의의 책임성 
메커니즘이 미국정부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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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책임성 강화 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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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책임성 강화 제안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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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https://www.icann.org/ 
stewardship-accountability 

Thank You and Questions 

관련 웹사이트 

IANA Stewardship Transition 
https://www.icann.org/stewardship 

 Latest news and information on the IANA Stewardship Transition and ICG 

 Community participation information 

 Resources and archives from ICG meetings 

 

 

 

  

Enhancing ICANN Accountability 
https://community.icann.org/category/accountability 

 Latest news and information on the Enhancing ICANN Accountability process and 
CCWG 

 Announcements and upcoming events 

twitter.com/icann 

facebook.com/icannorg 

facebook.com/icannorg
twitter.com/ica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