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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IC 43 공개 정책 회의 결과 

2017년 3월 1일에 베트남 호치민시 APNIC 43에서 APNIC 정책 SIG에 의해 공개 정책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장 및 공동의장 선거 

선거 결과로 아래와 같이 의장 및 두 명의 공동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의장:   Sumon Ahmed Sabir 

공동의장:   Ching-Heng Ku 그리고 Bertrand Cherrier 

본 단체는 정책 SIG 의장직을 떠나는 Masato Yamanishi씨에게 여러 해 동안의 업무에 대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책 제안 

본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개의 정책 제안이 고려되었습니다.  

제안: prop-116: 최종/8 블록의 IPv4 주소 전환 금지  

상황: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차후 논의를 위해 메일 목록으로 보냄. 

내용: 이 제안은 최종 /8 (103/8) 블록 양도를 2년 동안 배정/할당으로부터 차단할 것입니다. 합병된 

기관이 합병 양도 이후에 보유할 수 있는 103/8 주소 공간 양에 대한 제한도 적용할 것입니다. 본 제안은 

특정한 기술적 조건 하에 합병 규정의 가능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안: prop-117: 최종 /8 고갈 및 IPv4 주소 관리 제출 

상황: 부분 합의 도달. 합의 요소 버전 3로 송달. 

내용: 본 제안의 버전 2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 첫번째 파트는 제출된 IPv4 주소 공간이 어느 풀로 

배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파트는 최종 /8 풀의 고갈을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안: prop-118: APNIC 지역에 니드 정책 없음 

상황: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차후 논의를 위해 메일 목록으로 보냄. 

내용: 이 제안은 APNIC 지역에서 IPv4 양도로부터 니즈 평가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니즈 기반 

정책이 필요한 지역에서 RIR 사이의 양도를 위한 예외가 없습니다. 이들 수령자들은 5년 내에 양도된 

자원의 최소한 50%를 사용하는 계획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APNIC SIG 지침 수정을 위한 제안 

 

제안: 의장 선거 및 의장 임기를 위한 자격 있는 투표자 수정 

상황: 합의에 도달함. 

내용: 교대되는 연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장과 공동 의장 선거의 메커니즘 제공. 역할 책임의 내용 확대 (의장 

조기 퇴임 이후에도). 두번째 공동 의장의 임명을 위한 요청을 단체에 허락 (의장의 재량에만 맡기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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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정책 토론 메일 목록에 가입하십시오 

https://mailman.apnic.net/mailing-lists/sig-policy 

APNIC 43 정책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conference.apnic.net/43/policy 

APNIC 43의 토론 기록물을 조회하십시오 

https://conference.apnic.net/43/program/schedule/ - /day/10/apnic-policy-sig-1 

https://conference.apnic.net/43/program/schedule/ - /day/10/apnic-policy-sig-2 

https://mailman.apnic.net/mailing-lists/sig-policy
https://conference.apnic.net/43/policy
https://conference.apnic.net/43/program/schedule/#/day/10/apnic-policy-sig-1
https://conference.apnic.net/43/program/schedule/#/day/10/apnic-policy-s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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