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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한글 국가도메인「.한국」일반 등록 시작
- 8월 22일~31일까지 신청, 복수 신청 단어 9월 20일 공개추첨
- 도메인 등록대행사에 12만건 사전 예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순 한글 국가도메인「.한국」의 일반
등록 신청을 8월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메인은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단계별로 등록해왔다. 정부공공기관 및 상표권자는 지난 5월 22일부터
우선 등록을 시작했으며, 그 다음 단계인 일반 등록을 8월 22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일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초기 선호도가 높은
단어에 동일한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10일간)
▲신청한 도메인 중 신청인이 2명 이상인 도메인은 9월 20일 공개추첨으로
등록자를 정하게 된다. 공개추첨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등록대행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중계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도메인 등록대행사에 사전 예약된「 .
한국」도메인 건수는 약 12만건이며, ‘부동산.한국’, ‘여행.한국’, ‘쇼핑.
한국’, ‘꽃배달.한국’, ‘스마트폰.한국’, ‘자동차.한국’ 등 일부 단어는 신청자가
수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추첨등록이 끝난 이후인 10월 6일부터는 '선접수 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에 따라 등록하게 된다.
한편, 우선등록을 시작했던 정부․공공기관은 3,500여건, 상표권자는
2,800여건이 등록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한국’과 국번없이
☎1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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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한국」개요
□ ‘.한국’ 도메인이란?
o ‘청와대.한국’, ‘홍길동.한국’, ‘색다른커피.한국’처럼 원하는 한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국어 국가도메인으로 기억하기 쉽고,
마케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한국」도메인 1~17자 예시〉
글자수
1글자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6글자
7글자
8글자
9글자
10글자
11글자
12글자
13글자
14글자
15글자
16글자
17글자

예시
꽃.한국
행복.한국
김연아.한국
고사성어.한국
다문화가정.한국
독도는우리땅.한국
방송통신위원회.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동대문역사문화공원.한국
서울은천만명이사는곳.한국
한국도메인사랑해주세요.한국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한국
피로회복제는약국에있습니다.한국
돌다리도두드려보고건너야한다.한국
아날로그TV종료디지털방송개시.한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한국
삼겹살먹다맛없어서내가차린삼겹살집.한국

□「.한국」도메인 등록요건
o 허용 문자 : 한글(11,172자),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
- 한글을 1글자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 세번째와 네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음
- 길이는 1자 이상 17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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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한국」도메인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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