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 단지 특허, 상표, 지적 재산뿐 아니라 그 너머 훨씬 더 멀리 내다봅니다. Watermark의 신선한 발상.

호주에서의도
메인 이름 등록.

멜버른
전화
팩스

+ 613 9819 1664
+ 613 9819 6010

시드니
전화
팩스

+ 612 9888 6600
+ 612 9888 7600

퍼스
전화
팩스

+ 618 9325 1900
+ 618 9325 4463

이메일
mail@watermark.com.au
www.watermark.com.au

도메인의 종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최상위 도메인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어떤 도메인 이름을 원하는가 (예:
watermark)

com

비즈니스 및 영리 조직 (NZ에 대해서는
.co.nz)

•

어떤 TLD나 ccTLD가 바람직한가 (예:
com.au)

net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자 및 IT 사업

•

org

비영리 조직 및 정치 단체

info

정보 리소스 웹사이트

등록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 (이메일 연락처
정보 포함 – 자주 확인하며, 수시로 변경할
가능성이 없는 이메일 계정이어야 합니다.
예: mail@watermark.com.au)

biz

상업 또는 비즈니스 용도 (.com보다 여러
해 뒤에 소개됨)

•

AU ccTLD인 경우 신청을 위한 적격성
기준 (즉, com.au 도메인을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

국가를 막론하고 넓은 의미의 똑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호주는 개인이 등록하는 도메인에
대한 규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com.au 자격 규정

도메인 이름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등록된 호주 회사
호주의 상호로 교역하는 자
호주인 파트너 또는 단독 거래자
호주에서의 교역 허가를 가진 자
등록된 호주 업체의 소유주
호주 등록 상표 출원자
호주 사단법인
호주의 법정 상업 단체

그밖에, com.au의 2단계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의
이름이나 상표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약자 또는
두문자어로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등록자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밖의 ccTLD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org.au,
net.au 등)은 ccTLD의 목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의 처리에는 최고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즉, 적격성 요건을 검사합니다 –
따라서 신청서 제출시에는 그 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할 수 있습니다)   

Watermark 지적 재산권 서비스의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mail@watermark.com.au로
연락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