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 도메인 프리미엄 등록 접수, 30만 도메인 신청으로 성공적인 개시 

- 접수 시작 첫날 총 266,663개 신청서 접수 

 

(홍콩 2월 OO일 AsiaNet=연합뉴스) 닷아시아 협회(DotAsia Organization)는 "닷아시아(.Asia)" 도메인의 

프리미엄 등록접수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접수 개시 첫 24시간 내에 총 266,663건의 등록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는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사이버 부동산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도메인 신청 수는 사전 우선등록(Pre-Sunrise), 우선등록(Sunrise), 파이

오니어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등록기간 첫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98,861건이다. 닷아시아 프리미엄 

등록은 2008년 2월 20일에 시작되었으며 3월 12일 마감된다, 

 

종전의 선접수 선등록 방식과 달리 닷아시아는 제일 먼저 접수되었거나 프리미엄 등록기간의 마지막 날 

접수되었거나 상관없이 접수된 모든 도메인 신청을 동등하게 접수마감 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두

개 이상의 복수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들간에 경매가 실시된다. 단독 신청 도메인은 

경매 없이 신청인에게 바로 할당된다. 도메인 경매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프리미엄 등록기간

(2월 20일 - 3월12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닷아시아 최고경영자(CEO) 에드몬 청은 "우리는 순조로운 프리미엄 등록 접수 시작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며, 이처럼 뜨거운 관심은 닷아시아 도메인에 대한 많은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등록접수를 시작하

자마자 좋은 도메인이 등록되어 버리는 기존 신청방식과 달리 도메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2일

까지 계속 도메인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닷아시아 도메인 신청 상위 10개 등록대행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아시아 지역 등록대행업체이며, 우리는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기쁘게 생

각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등록기간에 접수된 도메인 신청 가운데 아시아가 35% 이상을 차지했으며 북미가 40%, 유럽이 

24%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28,000건의 도메인 이름이 한 건 이상 신청되었다. 접수시작 첫날의 

상위 10개 등록대행업체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닷얼라이언스(http://www.dotalliance.asia), 유로DNS 

(http://www.asiadns.asia), Communigal Communications Ltd., 고대디닷컴(GoDaddy.com), 가비아

(Gabia), HiChina Web Solutions Ltd., Key-Systems (http://www.domaindiscount24.asia), 

NamesBeyond.com,DomainPeople Inc. (http://www.domainpeople.asia), eName Corp. 

 

닷아시아 협회 소개 

닷아시아 협회(DotAsia Organization)는 "닷아시아(.Asia)" 도메인의 후원 및 운영기관이다. 닷아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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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세력으로 발전하였으며, "닷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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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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