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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2021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 컨퍼런스’개최
- 온라인상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및 정책 동향 논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국내외 인터넷주소 분쟁 동향
및 분쟁조정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해결 국제 컨퍼런스’를
이번 행사는

KISA

년 인터넷주소분쟁

‘21

수)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9. 29.(

주관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아시아도메인

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가 후원한다.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ICANN이 선정한 아시아 지역 gTLD 분쟁해결기관으로 2006년부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에서 ADNDRC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컨퍼런스 주제는 “도메인이름 분쟁과 정책에 관한 최신 동향”으로,
세부 발표는 ICANN의 상표권 보호 절차 및 정책 소개(ICANN 메리 웡

▲

커뮤니티 전략운영 담당 부사장)
크리스토퍼 토 전임 의장)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안정성 정도

▲미국

(ADNDRC

Booking.com

판결이

에 미치는
한국과 미국의

New gTLD

영향 및 분쟁 가이드 제안(법무법인 율촌 이승목 외국변호사)

▲

도메인이름 분쟁(법무법인 세종 최재훈 외국변호사)등이 이어졌으며,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률전문가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인터넷

주소분쟁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인터넷주소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1년 인터넷주소분쟁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 행사 일시 : 2021년 9월 29일(수), 13:30
개 회
인사말: KSA원장(5‘), 축사: 대한변호사협회장(5’), 대한변리사회장(5‘)
13:30~14:10
발제 - 최근 인터넷주소 분쟁 이슈와 응용범위 확장
* 발표자 : 서정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
컨퍼런스 주제 - 도메인이름 분쟁과 정책에 관한 최신 동향
좌장

신승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① ICANN의 상표권 보호 절차 및 정책에 대한 리뷰 및 업데이트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과 통일긴급정지제도 소개(20‘)
* 발표자 : Mary Wong (ICANN Vice President)

14:10~15:30
세션1
발표 및 토론(80‘)

②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정도(20‘)
* 발표자 : Christopher To (Gilt Chambers Counsel)
토론회(40‘)
①번 주제 발표 토론: 이대희 교수, 문선영 교수
②번 주제 발표 토론: 윤복남 변호사, 전응준 변호사

15:30~15:50

휴식(20‘)
③ 미국 Booking.com 판결이 new gTLD에 미치는 영향 및 분쟁 가이드 제안(20‘)
* 발표자 : 이승목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외국인 변호사)

15:50~17:10

세션2
발표 및 토론(80‘)

④ 한국과 미국의 도메인 이름 분쟁(20‘)
* 발표자 : 최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외국인 변호사)
토론회(40‘)
③번 주제 발표 토론: 이승룡 변리사, 이진수 변리사
④번 주제 발표 토론: 이규홍 부장판사, 최성우 변리사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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