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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델 레이, 캘리포니아주.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주선하는 11개 국어의 국제화된 도메인 이름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에 대한 라이브 테스트가 개시됨에 따라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모국어로된 이름을 인터넷에서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IDN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ICANN 사장 및 

최고 경영자인 폴 투미 (Paul Twomey) 박사가 말합니다. “11개 국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IDN 작동에 대한 테스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며, 전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한 완벽한 실행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11개 시험 언어로 된 도메인 이름 예제 시험을 통해 

wiki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아라비어, 페르시아어, 중국어(간체, 번체), 

러시아어, 힌디어, 그리이스어, 한국어, 이디시어, 일본어 및 타밀어). Wiki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각자의 하위 페이지를 모국어로 된 각자의 페이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권장 이름입니다.  example.test/yourname. 

 

ICANN은 YouTube를 통해 평가 절차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며 주소는 [address here]입니다. 

 

Wiki 페이지는 example.text를 11개국어 중 한 언어로 된 문자를 입력하여 

액세스할 수 있으며, 또는 http://idn.icann.org를 통해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 wiki 페이지는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URL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복사/붙여넣기할 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루트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두 알고자 

합니다”라고 투미 박사가 덧붙입니다. 

 

11 평가 wiki는 모든 IDN이 완전히 수행되고 평가 언어로 첫 최상위 도메인이 

소개될 때까지 계속 온라인에 머물게됩니다. 

 

IDN의 전체전인 개시는 사용자들이 모국어로 도메인 이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닷(dot) 이전 문자 및 .com, .net, .org 등의 

문자는 기본 라틴 문자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IDN은 이것을 변경하기 때문에 수 

천개의 문자가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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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소개: 

ICANN는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걸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도메인 이름(예: .org, .museum 

및 .uk와 같은 국가 코드) 및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주소 등 고유의 식별자의 인테넛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조심스렇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ICANN의 세계적 주주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인터넷의 지속적인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합니다. ICANN은 

국제적으로 구성된 공공비영리업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icann.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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