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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아시아 기관 배경 설명회 (2007 년 8 월)

DotAsia Organization (닷아시아 기관) 소개
닷아시아(DotAsia Organization)는 홍콩에서 설립된 비영리, 회원제 기반 기관입니다. 닷아시아는
2006 년 12 월 6 일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과 계약을 체결하고 .Asia 도메인의 후원 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는 국제적인 상업, 정치, 문화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닷아시아는 .Asia 도메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 활동과 개발의 중심이자 발전의 기초가 되길
희망합니다.
닷아시아의 임무는 세계적 인지도와 지역적 중요성을 가진 아시아 인터넷 커뮤니티 전용 인터넷
주소공간인 .Asia 도메인 관리에 중점을 둔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닷아시아의 이익을 아시아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회 기술적 추진 기구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개도국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을 장려하는 연구/개발, 그 외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들을 포함합니다.
닷아시아의 비전은 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적이고 협력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성장하고 있는 다른 경제 분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닷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용하는 통일성 있고 의미 있는 온라인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닷아시아는 포괄적인 상향식 자치, 표준 준수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옹호하는 책임감 있고
개방적인 사회기반 운영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닷아시아의 회원구조는 크게 스폰서 회원과 협력 스폰서 회원의 2 개 유형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폰서 회원은 ICANN 에서 정한 아시아/호주/태평양 지역 내에서 국가 최상위 도메인
(ccTLD)을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CN, .JP, .KR, .IN, .SG 등)
협력 스폰서 회원은 범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인터넷, 정보 기술, 통신, 비영리, NGO
또는 기타 관련 커뮤니티 업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개의 스폰서 회원과 3 개의 협력
스폰서 회원들이 닷아시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닷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여
닷아시아의 관리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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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아시아는 .Asia 도메인의 기술운영자로서 Afilias Limited 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Afilias
Limited 는 .Asia 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등록대행자 지원을 위한 고객 상담 서비스
운영 등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filias 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운영기관이자, 선도적인 도메인
운영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최근에는 .INFO, .ORG, .IN 및 기타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 천만 개 이상의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총 도메인 중 10%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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