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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어 개요

 예약어 정의
공공의 이익 또는 특수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전

에 목록을 정한 단어로서 등록이 제한된 단어

도메인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필수 단어

 논점
도메인 영역 보호 vs 개방



 어느 단계의 유보어?
1) co.kr, ac.kr, pe.kr 등의 3단계

2) 영문, 한글 2단계 (.kr, .한국)

 유보어 선정 원칙?
설정 시기, 환경에 따라 개방성, 중요 요인 달라짐

2. 예약어 논의 역사



2. 예약어 논의 역사

설정시기
예약어
적용대상

예약어원칙

1998
co.kr, ac.kr, pe.kr

(영문 3단계)

• 비속어의 영어 표현 (2)
• 숫자 한 글자
• 영어 알파벳 한 글자
• 도메인 관리 (2)
• pe.kr의 경우 성씨의 영문표기 (405)

2003
한글.kr

(한글 2단계)

• 한 글자 단어 전체
• 비속어 (43)
•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 (4)
• 보통명사 (656)

보통명사의 포
함으로 지나친
규제 논란

2006
.kr

(영문 2단계)

• 영문 두 글자 이하로 구성된 문자열
•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열
• 비속어의 영어 표현 (12)
• 기존의 2단계 공공 도메인 (12)
• 기타 도메인 관리 (39)
• 지역명 (195)

지역명은 신규
최상위 도메인
에서도 유지 주
장 강함

2011
.한국

(영문, 한글 2단계)

• 반사회적 단어 (97)
• 국가명, 지역명 (460)
•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 (12)

한글 2단계와는
달리 보통명사
를 제함으로써
개방정책



 개방 목적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수요 증

진

다만, 개방 후에는 예약어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
중한 접근 필요

 개방 범위
예약어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개방

① 성씨 영문 표기에 대해,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
기 (총 397개 중 259개 삭제)
 예) ㅜ에 대한 영문 표기가 u가 표준이므로, soo.pe.kr, soon.pe.kr, 

doo.pe.kr은 예약어에서 삭제

② 한글.kr의 유보어인 보통명사에 대해,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수
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개방

3. 예약어 관련 현재 논의



 추후 활동 계획
1) 개방 범위 별 개방에 대한 타당한 찬반 근거 토론

2) KrIGF 참석자 대상 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설문지 구축

세션 참가자 대상 오프라인 설문 실시 및 온라인 설문 사이트 홍
보

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및 새로운 관점 발견

3. 예약어 관련 현재 논의



주소자원분과의 역할

 도메인 등록정책에 대한 제안

 등록정책에 대한 제안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