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et> 닷아시아 프리미엄 등록기간 종료, 도메인 이름 약 50만개 신청 접수 
 

(홍콩 3월 13일 AsiaNet=연합뉴스) 

프리미엄 등록기간 최다 신청 - 바이닷아시아(Buy.Asia) 

우선등록기간 최다 신청 - 섹스닷아시아(Sex.Asia) 

 

닷아시아 협회(DotAsia Organization)는 오늘 프리미엄 등록기간 3주일 동안 총 473,633건의 도메인 등록신청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우선등록기간(Sunrise)과 닷아시아 파이오니어 도메인을 포함한 총 신청 건수는 50만을 웃

도는 505,838건이다. 닷아시아 등록은 3월 26일까지 계속되며 도메인 이름은 선접수 선등록 기준으로 처리된다. 

 

닷아시아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에드몬 청(Edmon Chung)은 "예상을 초과한 결과한 결과이며, 우리는 닷아

시아 도메인의 열광적인 수요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은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인터넷 시장에 대

한 세계의 관심과 가장 이름 높은 아시아 사이버 부동산의 투자 매력에 대한 증거다."고 말하고 "경매에서 어떤 

도메인 이름이 최고가격으로 낙찰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를 상당히 놀라게 할 일이 경매에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등록기간 중 45,697개 도메인이 한 건 이상 신청돼 경매에 올라갔다. 그 가운데 "Buy.Asia"는 신청자

가 400여명이나 몰려들어 인기가 제일 좋았다. 그밖의 상위 5위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 "Hot.Asia", "Gold.Asia", 

"Fun.Asia", "Girl.Asia".  

 

우선등록기간(sunrise)에는 1,051개 도메인이 1건 이상 신청 접수됐다. 이 가운데 14건의 우선권 청구가 접수된 

"Sex.Asia"가 우선등록 기간 중 가장 많이 신청 접수됐다. 라이브 티커와 최근 경매 결과는 

http://www.registry.asi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닷아시아 프리미엄 등록기간의 최고 등록대행 업체는 아시아DNS(http://www.asiadns.asia)였다. 상위 10위권의 

기타 둥록대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닷얼라이언스(http://www.dotalliance.asia), Communigal 

Communications(http://www.galcomm.asia), 고대디 닷콤(GoDaddy.com), Key-

Systems(http://www.domaindiscount24.asia), 가비아(Gabia), 하이차이나 웹 솔루션스(HiChina Web Solutions), 

도메인피플(http://www.domainpeople.asia), 예스닉(Yesnic), NamesBeyond.com. 

 

아시아DNS의 프레데릭 시웨크(Frederick Schiwek) 전무 이사는 ".Asia 도메인은 아시아DNS에 굉장한 기회를 열

어 주었다. 기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거둔 결과는 기대했던 것의 두 배 가까이나 됐다. 우리는 전세계

에서 아시아 도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닷아시아 협회 소개 

닷아시아는 비영리, 회원제 기반 기관으로 홍콩에 법인이 있다. 아시아 지역은 전세계 상업, 정치, 문화 네트워

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세력으로 발전하였으며 ".Asia" 도메인은 아시아 시대의 이러한 활력을 살려 

아시아 지역 인터넷 활동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닷아시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registry.asi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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