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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TCP/IP 규약 구조는 전 세계의 電算網을 연결하는 인터네트의 基木 規約으로 자리 잡아 전
세계의 수십만의 사용자를 連結하여 通信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정
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인터네트를 널리 使用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일
반 사용자들이 인터네트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TCP/IP 통
신구조에 속하는 규약에 관한 標準 制定의 必要性이 대두되었습니다.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편 호스트와 연결하여 통신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명이 필요합니다. 본
표준(안)은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편 호스트를 識別하기 위해 사용되는 KR 도메인명의 부여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IP 주소와 도메인 명은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방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IP 주소는 4 바이트의 길이로 XX.XX.XX.XX의 숫자 형태를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
용하여 상대편 호스트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記虎 形態의 영문표기로 바꾼 도
메인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체계적인 KR 도메인 이하의 부여 體系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도
메인 명만 가지고는 그 호스트가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體系的이며 쉽게 識別可能한 도메인 명 체계를 위해 본 표준(안)이 필요합
니다.
그러므로 본 표준(안)에서는 기존에 冠禮的으로 사용해 오던 도메인 체계를 受用하고 이를
확장한 地域名(Geographic domain naming)을 따르는 KR 도메인 명 附與 規則을 규정합니
다. 본 표준(안)은 도메인 명을 申請하고 登錄할 때 基本 文書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표준
(안)은 인터네트에 접속되어 한국내의 인터네트 도메인 명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KR 도메인
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 컴퓨터에 通用됩니다.
끝으로 본 표준(안)이 널리 使用되기를 바라며 본 표준(안)의 作成에 時間과 努力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초안을 檢討해 주신 協議會 위원들에게 感謝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
해서는 좋은 意見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韓國電算院長
李 哲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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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인터네트 국내 도메인 명 표준(안)

2.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개발의 목적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편 호스트의 주소 혹은 전자우편 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이용하기 위해
도메인 명을 사용한다. 본 표준(안)은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편 호스트를 식별 하기위해 사
용되는 KR 도메인 이하의 도메인 명의 부여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 개발의 필요성
IP 주소와 도메인 명은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IP 주소는 4 바
이트의 길이로 XX.XX.XX.XX의 숫자 형태를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기억하여 상대편
호스트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기호 형태인 영문표기로 바꾼 도메인 명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체계적인 KR 도메인 명 부여체계가 없어 도메인 명만 가지고는
그 호스트가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
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도메인 명 체계를 위해 본 표준(안)이 필요하다.

3.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표준(안)은 인터네트에 접속되어 국내의 인터네트 도메인 명 등록기관에 등록된 KR 도
메인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 컴퓨터에 적용되는 KR 도메인 이하의 도메인 명 부여체계를
규정한다. 본 표준(안)은 TCP/IP 통신망 구조를 사용하는 전산망에 적용되는 한국전산망 표
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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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도메인 명은 “.”으로 분리된 식별자로 도메인 명은 계층구조의 문자로 표현된다. 본 표준
(안)에서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도메인 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확장한 지역 명
(Geographic domain naming)을 따르는 KR 도메인 명 부여규칙을 규정한다.
4.1 도메인 명 부여 원칙
도메인 명을 체계적이며 사용하기 쉽게 부여하기 위해 도메인 명 부여시 다음의 원칙에 따
른다.
● 전자 메일의 주소는 사용자명@도메인 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사용자명은 호스트 컴
퓨터상의 개인 사용자의 로그인 명이며 도메인 명은 기관명 혹은 호스트 명과 기관명으로
구성된다.
● 도메인 명의 각 레이블은 “.”으로 구분된다.
● 국내 도메인 명의 제 1 계층(First Level)은 KSC 5846(ISO 3166)의 2문자 국가 코드
에 따라 KR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표준(안)은 제 2 계층 이하의 도메인 명부여 체계를
규정한다.
● 도메인 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영문 표기는 현개의 IETF의 표기법과 같이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다.
● 영문 표기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되 반달점(⌣)과 어깨점(○)은 생략한다.
● 도메인 명의 길이는 어떤 경우에도 256 문자를 초과할 수 없다.
● 쉽게 지역, 기관, 단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메인 명은 계층 구조를 갖는다.
● 현재 사용 중인 제 2 계층 도메인 부여 체계(ac, co, go. or, re, nm)를 수용할 수 있어
야 한다.
● 외국과의 접속을 위해 인터네트 표준 및 관습을 따라야 한다.
4.2 제 2 계층 도메인의 종류와 범위
KR 도메인 이하의 제 2 계층 도메인으로 ac, co, go, or, re. nm 및 지역명을 사용한다.
이 제 2 계층 도메인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c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Academic Institutions)
● co : 기업/기업부설연구소(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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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 중앙정부기관(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 or : 비영리기관/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 re : 정부 출연연구소(Research Organizations)
● nm : 네트워크 관리 기관(Network Management Organizations)
● 지역명 : 특별시/광역시/도 및 이의 소속 기관, 보건소, 소방서

5. 활용에 대한 건의
- 도메인 명 등록시의 참고 표준문서로 활용
- 도메인 명에 대한 후속 표준화 작업의 기초 표준 문서로 활용

6. 기대 효과
- 체계적이고 쉽게 식별가능한 도메인 명 부여체계 확립
- 도메인 명에 대한 후속 표준화 작업의 촉매제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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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Domain Name System(DNS) provides a mechanism to connect host names to IP
Address and vice versa. Within the Internet, this means translating from a name
such as “a.b.c.d”. to a IP address such as “128.9.0.32”.
Top-level generic domains in the DNS are EDU, COM, GOV, MIL, ORG. INT. NET.
and all the 2-letter country codes from KSC 5845(ISO-3166). In Korea, its
top-level domain is KR and every domain name is registered under KR. But there
is no systematic domain naming rules and users have been too confused to identify
host name by domain name.
This draft standard provides systematic domain naming rules based on geographical
provinces as well as existing naming rules. Second level domain names under KR
domain are AC for academic institutions, CO for companies, GO for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government-supported

OR

research

for

nonprofit

organizations,

NM

organizations,
for

network

RE

for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names of 15 geographical provinces for loc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organization.
This draft standard is applied to all the hosts to be registered on the Internet
Domain Name Regi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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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1 목적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편 호스트의 주소 혹은 전자우편 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이용하기 위해
도메인 명을 사용한다. 본 표준(안)은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편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
용되는 KR 도메인 이하의 도메인 명의 부여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1.2 필요성
IP 주소와 도메인 명은 인터네트 상에서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IP 주소는 4 바
이트의 길이로 XX.XX.XX.XX의 숫자 형태를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기억하여 상대편
호스트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기호 형태인 영문표기로 바꾼 도메인 명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체계적인 KR 도메인 명 부여체계가 없어 도메인 명만 가지고는
그 호스트가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
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도메인 명 체계를 위해 본 표준(안)이 필요하다.
1.3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표준(안)은 인터네트에 접속되어 국내의 인터네트 도메인 명 등록기관에 등록된 KR 도
메인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 컴퓨터에 적용된다. 본 표준(안)은 TCP/IP 통신망구조를 사용
하는 전산망에 적용되는 한국전산망 표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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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거 및 관련 표준
[1] KIS 21 (94), “정의영역 이름 규약(DNS) 표준”, 정보통신부, 1994. 5.
[2] “행정전산망 전산기이름 및 주소체계 표준”,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1995. 8.
[3] RFC 1035, P Mockapetris. “Domain names - implementation and specification",
1987. 11.
[4] RFC 1706, B. Manning, R. Colella, “DNS NSAP Resource Records”, 1994. 10.
[51 RFC 1034, P. Mockapetris, “Domain names - concepts and facilities”, 1987. 11
[6] RFC 1101, P. Mockapetris, “DNS encoding of network names and other types”,
1989. 4.
[7] RFC 920, J. Postel, J. Reynolds, “Domain requirements”, 1984.
[8] RFC 1591, J. Postel, “Domain Name System Structure and Delegation. 1994. 3.
[9] KSC 5609, “기관코드”, 공업진흥청, 1990
[10] KSC 5618, “지역코드”, 공업진흥청, 1990
[11] KSC 5845, “국명코드”, 공업진흥청,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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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어 정의
도메인 명 서버(DOMAIN NAME SERVER)
도메인 명 및 주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의(query)가 있을 경우 도메
인 명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찾아주는 서비스 시스템
도메인 명 시스템(DOMAIN NAME SYSTEM)
인터네트에서 사용되는 분산 이름/주소 체계, 도메인 명 시스템은 호스트 명에 일치되는 호
스트의 IP 주소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도메인 명(DOMAIN NAME)
인터네트 네이밍 방식. 도메인 명은 마침표(.)로 분리되는 일련의 이름(label)으로 구성된다.
망정보센터(NETWORK INFORMATION CENTER)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인터네트(INTERNET)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총칭을 인터네트(INTERNET)
라 부른다. TCP/IP 기술 즉 인터네트 기술에는 TCP와 IP에 관련된 프로토콜, 응용 프로토
콜 및 심지어는 네트워크 매체(medium)까지 포함된다.
호스트(HOST)
사용자들이 다른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개별 사용
자들은 전자 우편, 가상터미널(virtual terminal) 및 파일 전송(ftp)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신한다.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인터네트 상의 한 노드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주소. 이 주소는 4 바이트의 길이이며 1byte
단위의 10진수를 “.”(마침표)로 분리하여 표현(dotted decimal notati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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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론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된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통신
구조는 현재 인터네트(Internet)라는 이름 하에 금속한 팽창을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학
교, 연구소, 회사, 정부 기관 등이 인터네트에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 망 및 상업망이 구성되어 수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네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교
환하고 있다.
인터네트에 접속시 필수적인 요소가 상대방 호스트를 식별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TCP/IP 통신망 구조에서는 IP 주소 및 도메인 명을 사용하고 있다. IP 주소는 응용 프로그
램 및 프로토콜이 주로 사용하며 4 바이트의 길이로 XX.XX.XX.XX의 숫자형태를 갖는다.
IP 주소는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IP 주소를 가지고 호
스트의 주소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호스트
의 식별 방법이 도메인 명(Domain Name)이다.
도메인 명 체계는 도메인 명으로 알려진 계층적인 네이밍 체계(Naming Scheme)를 사용한
다. 도메인 명은 특정한 이름(호스트 이름)부터 일반적인 이름(제 1 계층 도메인 명)까지를
표현하며 각각의 도메인 명은 “.”(마침표)로 분리된다. 즉 완전한 도메인 명은 호스트 이름
에서 시작하여 제 1 계층 도메인으로 끝난다. 마침표로 분리된 개개의 부분을 레이블(label)
이라 부르며 특정한 그룹 혹은 지점을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명 부여체계가 연구소, 학교, 회사 등의 전문가 집단위주로 되
어 있고 제 2 계층(second level)까지만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각 망 별로 개별적으로 도메
인 명을 부여하여 KRNIC에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도메인 명
부여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각 제 2 계층 도메인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도메인 명 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인터네트에 접속하여 전자우편, 고퍼, 웹, 파일 전송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교환하는
이용자들이 금속하게 늘어나면서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 또한 늘고 있
다. 이들 일반 기관 및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제 2 계층 도메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
의한 체계적이며 식별하기 쉽고 향후 확장성이 있는 KR 도메인 명 부여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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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안)에서는 이를 위해 이미 부여된 도메인 명과 기존에 기준으로 사용되던 체계를
수용하며,

KSC

5609

“기관코드”에

근거하는

지방명에

따르는

도메인

명

(GEOGRAPHICAL DOMAIN NAMING)를 포함한 KR 도메인 명 부여체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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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제5장 KR 도메인 명 체계
도메인 명 시스템(Domain Name System : DNS)은 호스트 명을 IP 주소로 IP 주소를 호스
트 명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DNS는 프로토콜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프
로토콜은 DNS 형태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질의어의 규칙을 정의하며, 데이터베
이스는 도메인 명과 IP 주소의 사상표(mapping tab1e)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중복
되어 있다.
32비트의 IP주소의 할당은 개별적으로 인터네트 등록소(Internet Registry)가 각 지역의 대
리기관 혹은 망 사업자(Network Provider)에게 위임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우를 보면
Global Internet Registry는 APNIC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일정부분의 IP 주소를
할당하고 APNIC은 KRNIC을 통해 한국내의 IP 주소를 할당한다.
네이밍 규칙(Naming Convention)은 네트워크내에서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반
면 주소(Address)는 네트워크 상의 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식별하게 하며 경로(Route)는
어떤 네트워크의 경로를 경유하여 개체에 도달하느냐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주소는

local@domain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domain은

네이밍

개체를

책임지는

administrative authority를 식별하며 local은 authority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도메인 명은
계층구조의 문자로 표현된다.
5.1 도메인 명 부여 원칙
도메인 명을 체계적이며 사용하기 쉽게 부여하기 위해 도메인 명부여시 다음의 원칙에 따른
다.
● 전자 메일의 주소는 사용자명@도메인 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사용자명은 호스트 컴
퓨터상의 개인 사용자의 로그인 명이며 도메인 명은 기관 명 혹은 호스트 명과 기관명으로
구성된다.
● 도메인 명의 각 레이블은 “.”으로 구분된다.
● 국내 도메인 명의 제 1 계층(First Level)은 KSC 5846(ISO 3166)의 2문자 국가 코드
에 따라 KR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표준(안)은 제 2 계층 이하의 도메인 명 부여체계를
규정한다.
● 도메인 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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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표기는 현재의 IETF의 표기법과 같이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다.
● 영문 표기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되 반달점(︶)과 어깨점(○)은 생략한다.
● 도메인 명의 길이는 어떤 경우에도 256 문자를 초과할 수 없다.
● 쉽게 지역, 기관, 단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메인 명은 계층 구조를 갖는다.
● 현재 사용 중인 제 2 계층 도메인 부여 체계(ac, co, go. or, re, nm)를 수용할 수 있어
야 한다.
● 외국과의 접속을 위해 인터네트 표준 및 관습을 따라야 한다.
5.2 제 2 계층 도메인의 종류와 범위
KR 도메인 이하의 제 2 계층 도메인으로 ac, co, go, or, re, nm 및 지역명을 사용한다.
이 제 2 계층 도메인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c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Academic Institutions)
● co : 기업/기업부설연구소(Companies)
● go : 중앙정부기관(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 or : 비영리기관/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 re : 정부 출연연구소(Research Organizations)
● nm : 네트워크 관리 기관(Network Management Organizations)
● 지역명 : 특별시/광역시/도 및 이의 소속 기관, 보건소, 소방서, 도서관,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비영리단체, 개인가입자

지역명

제 2 계층 도메인 명

서울특별시

seoul

부산광역시

pusan

대구광역시

taegu

인천광역시

inchon

비고
특별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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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 명

제 2 계층 도메인 명

광주광역시

kwangju

대전광역시

taejon

경기도

kyonggi

강원도

k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chonbuk

전라남도

chonnam

경상북도

kyongbuk

경상남도

kyongnam

제주도

cheju
(표 1) 15개 지역명

(그림 1) 제 2 계층 도메인의 범위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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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광역시

도

5.3 AC 도메인 명의 부여체계
1) 범위
ac 도메인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인터네트에 연결시 이 도메인에 이름
을 할당한다. 교육부 표준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도메인을 ac 도메인
에 할당한다.
2) 부여 체계
- <학교명>.AC.KR
- 제 2 계층 도메인으로는 AC를 사용한다.
- 제 3 계층 도메인에 <학교명>을 둔다.
- <학교명>은 한글로마자표기법에 의한 전체이름(Full name)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이름이
긴 경우에는 악어를 사용한다.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명> 다음에 “-c” 혹은 -JC를 덧붙인다.
- 초/중/고등학교의 도메인 명 체계는 추후 제정될 교육부안에 준한다.

<그림 2> AC 도메인명 체계
3) 도메인 명 부여 예
- 중앙대학교 : CAU.AC.KR
- 한양대학교 : hanyang.ac.kr
- 고려대학교 : korea.ac.kr
- 연암공업전문대학교 : yonam-c.ac.kr

- 23 -

5.4 CO 도메인 명 부여 체계
1) 범위
CO 도메인 명에는 전국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해
당된다.
2) 부여체계 :
- <회사명>.CO.KR
- 제 2 계층 도메인 명으로 CO를 사용한다.
- 제 3 계층 도메인 명에 (회사명) 혹은 <그룹명>을 둔다.
- <회사명>은 한글로마자표기법으로 전체이름을 표기하며 긴 경우에는 영문머리글자로 표
기한다.
- 그룹 산하의 회사의 경우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제 3 계층 도메인 명으로 <그룹명>을 사
용하고 제 4 계층에 <계열회사명>을 둘 수 있다.
- 현재 부여된 그룹산하의 계열사/연구소의 도메인 명은 단계적으로 본 체계에 맞춰 변경한
다.

<그림 3> CO 도메인 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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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 명 부여 예
- 솔빛조선미디어 : solvit.co.kr
- 삼성그룹 : samsung.co.kr
- 삼성데이터시스템 : sds.samsung.co.kr
- LG 그룹 : lg.co.kr
- LG 전자 : lge.lg.co.kr
- 엘지 경제연구소 : 1geri.lg.co.kr
5.5 RE 도메인 명 부여체계
1) 범위:
- RE 도메인 명에는 중앙정부 조직 산하의 연구 기관이 해당된다.
2) 부여 체계:
- <연구소명>.RE.KR
- 제 2 계층 도메인으로 RE를 사용한다.
- 제 3 계층 도메인 명에 <연구소 명>을 둔다.
- 제 4 계층 이하의 도메인 명은 연구소내의 조직 체계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연구소 명>의 영문 표기는 한글 로마자 표기 안에 따른다.

<그림 4> RE 도메인 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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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 명 부여 예
- 한국자원연구소 : kigam.re.kr
- 통신개발연구원 : kisdi.re.kr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kist.re.kr
- 시스템공학연구소 : seri.re.kr
5.6 GO 도메인 명 부여체계
1) 범위
- GO 도메인 명은 KSC-5609 행정전산망 기관코드의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으로 분류
된 기관이 해당된다. 즉,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앙행정사무를 지역적으
로 분담하는 지방소속기관, 중앙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하부행정기관 및 헌법기
관.
예) 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국세청, 세관
2) 부여체계
-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행정전산망 전산기 이름 및 주소체계 표준(1995. 8.)”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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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O 도메인 명 체계
3) 도메인 명 부여 예
- 중앙행정기관
ㆍ 감사원 : bai.go.kr
ㆍ 재정경제원 : mofe.go.kr
ㆍ 총무처 : moga.go.kr
ㆍ 외무부 : mofa.go.kr
ㆍ 국세청 : nta.go.kr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ㆍ 해외공보관 : kois.go.kr
ㆍ 국립과학관 : nsm.go.kr
ㆍ 정부전자계산소 : gcc.go.kr
ㆍ 국사편찬위원회 : nhcc.go.kr
ㆍ 외교안보연구원 : fan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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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소속기관
ㆍ 관세청 인천세관 : lnchon.ca.go.kr
ㆍ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chungbu.nta.go.kr
ㆍ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 chonnam.npa.go.kr
- 중앙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하부행정기관
ㆍ 서울지방경찰청 성북경찰서 : songbuk.seoul.npa.go.kr
ㆍ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 chunchon.chungbu.mta.go.kr
ㆍ 정보통신부 부산체신청 동래우체국 : tongnae.pusan.mic.go.kr
- 헌법기관
ㆍ 국회 : na.go.kr
ㆍ 대법원 : suprc.go.kr
ㆍ 헌법재판소 : const.go.kr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mc.go.kr
5.7 NM 도메인 명 부여체계
1) 범위:
- NM 도메인 명은 네트워크 판리기관이 해당된다.
2) 부여 체계:
- <네트워크 이름> NM.KR
- 제 2 계층 도메인으로 NM을 사용한다.
- 제 3 계층 도메인으로 <네트워크 이름>을 둔다.
- <네트워크 이름>은 한글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전체이름을 표기하거나, 긴 경우에는 영문
약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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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M 도메인 명 체계
3) 도메인 명 부여 예
- 하나망 : hana.nm.kr
- 교육망 : kren.nm.kr
- 한국인터네트 : kornet.nm.kr
5.8 OR 도메인 명 부여체계
1) 범위:
- GO 및 CO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기관/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즉, 협회,
종교 단체, 학술 단체 및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법인 등이 이 도메인에 속한다.
2) 부여체계
- <단체명>.OR,KR
- 제 2 계층 도메인으로 OR을 사용한다.
- 제 3 계층 도메인 명에 <단체명>을 둔다.
- 단체명의 영문표기는 한글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며 전체 이름을 표기하되 이름이 긴 경우
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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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R 도메인 명 체계
3) 도메인 명 부여 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ccpak.or.kr
- 전국경제연합회 : fki.or.kr
- 한국정보과학회 : kiss.or.kr
-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 : kite.or.kr
-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 koma.or.kr
- 온누리 교회 : onnuri.or.kr
5.9 지역 명 도메인 부여체계
5.9.1 범위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기관 및 소속기관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및 소속기관
ㆍ보건소, 소방서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하급교육청
5.9.2 부여 체계
1)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기관 및 소속기관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행정전산망 전산기 이름 및 주소 체계 표준(1995. 8.)”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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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예)
ㆍ 서울특별시청 : metro.seoul.kr
ㆍ 인천광역시청 : metro.inchon.kr
ㆍ 경기도청 : provin.kyonggi.kr
ㆍ 경기도 농촌진흥원 : rdi.kyonggi.kr
ㆍ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 loti.kyongnam.kr
2)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및 소속기관(보건소, 소방서)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행정전산망 전산기 이름 및 주소 체계 표준(1995. 8.)”에 준한다.
- 부여 예)
ㆍ 경기도 수원시청 : city.suwon.kyonggi.kr
ㆍ 충북 옥천군청 : gun.okchon.chungbuk.kr
ㆍ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gu.talso.taegu.kr
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 : gu.wonmi.puchon.kyunggi.kr
ㆍ 전북 고창군 보건소 : health.kochang.chonbuk.kr
ㆍ 강원도 홍천 소방서 : fire.hongchon.kangwon.kr
3)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하급교육청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행정전산망 전산기 이름 및 주소 체계 표준(1995. 8)”에 준한다.
- 부여 예)
ㆍ 서울특별시 교육청 : ed.seoul.kr
ㆍ 대구광역시 교육청 : ed.taegu.kr
ㆍ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 tongbu.ed.taegu.kr
ㆍ 충청남도 교육청 : ed.chungnam.kr
ㆍ 충남서산교육청 : sosan.ed.chung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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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 명 도메인 부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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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표준(안)에서는 기존에 기준으로 사용되던 체계를 수용하고 지역명에 근거하는 국내 도
메인 명 부여체계를 규정하였다. 인터네트 국내 도메인 명의 제 1 수준 도메인 명으로는
KR 5845 국가코드의 두 문자 코드 체계에서 한국(KOREA)을 표시하는 KR을 사용한다. 제
2 수준 도메인 명으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을 위해 AC, 기업 및 기업부설연
구소를 위해 CO, 중앙 정부기관을 위해 GO, 비영리기관 및 단체를 위해 OR, 정부 출연연
구소를 위해 RE, 네트워크 관리기관을 위해 NM을 사용하며, 지방 자치단체 및 이의 소속
기관을 위해 지역명을 사용한다.
본 표준(안)은 인터네트 도메인의 국내 등록기관에 도메인을 등록할 때 표준 참고문서로 사
용될 수 있으며, 도메인 명에 대한 후속 표준화 작업의 기초 표준 문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표준(안)이 제정됨으로써 확립된 체계가 없었던 인터네트 국내 도메인 명 부여체계를 확
립할 수 있으며 도메인 명에 대한 후속 표준화 작업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
다.

- 33 -

부록 1. KR 도메인 BNF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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