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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데이트 
 
2015년 2월 9-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CANN의 52회 공개 회의 

 

계약 준수 ICANN 52 활동 및 확대회의 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 

시스템 업데이트 

2015년 1/4분기에 계약 준수 시스템은 처리 능력 향상과 추가 종결 이유 코드 확보를 

위한 추가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샘플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청 시 리포터 정보에 마스킹하여 익명으로 불만 전송 자동화  

(2) 통신 템플릿의 문구 작성 명시 및 간소화  

(3) 티켓 ID 포함 및 종결 통지에 대한 제목 표준화 

(4) 첫 번째 문의/통지와 종결 통지 사이에 ICANN이 수신한 모든 응답에 

자동 확인 이메일 제공  
(5) 적절한 레지스트라 연락처에 자동화된 종결 통지 보내기  

(6) 레지스트라에게 진행 중인 티켓과 최근에 종결된 티켓에 대한 주간 보고서 

제공 

(7) "ICANN 문제"로 인해 종결된 불만에 대해 계정에 종결 이유 코드 추가 

 
월간 대시보드  

                                     
1이 업데이트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업데이트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여 

결론 또는 사업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2015 분기별 보고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2015년 1-3월 

http://www.icann.org/en/resources/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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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은 접수 시 종결되었지만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첫 번째 

문의 또는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불만 수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도록 계약 준수 

월간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에 총 1,901개의 Whois 
부정확성 불만 유형이 접수되었으며, ICANN은 그 중에서 레지스트라에게 첫 번째 

문의 또는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1,004개 불만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불만 사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리가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의 또는 통지를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리에게 보내기 이전에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결 이유에 대한 ICANN 
52 계약 준수 업데이트는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를 참조하십시오.   

월간 대시보드를 보려면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dashboard/010215/report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뉴스  

이전 분기에서 ICANN 계약 준수 부서는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이벤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1월 27일에 ICANN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ICANN 인증 

레지스트라를 위한 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웹 세미나에서는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추가 Whois 정보 정책 및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과 관련하여 

2015년에 변경된 ICANN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15년 3월 18일에 ICANN 계약 준수 부서는 ICANN의 글로벌 이해관계자 

참여(GSE) 아프리카 팀에 의해 구성된 ICANN 인가 프로세스에 관한 아프리카 중심 

웹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확대회의 세션을 

진행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잠재적 신청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답했습니다.  

2015년 3월 26일에 ICANN 계약 준수 팀은 세 허브 전반의 구현과 계약 준수 글로벌 
모델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업 사용자 지지 그룹(NCUC)을 대표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GNSO) 평의회 위원과 회동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에 ICANN 계약 준수 팀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At-Large 

조직(APRALO-APAC) 웹 세미나("IDN이란 무엇이고 귀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참석했습니다. 이 웹 세미나는 IDN(국제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과 글로벌 적용에 

관해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ICANN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레지스트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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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is ARS(Accuracy Reporting System) 

Whois ARS는 시간에 따른 Whois 정확성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물을 공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014년 12월 계약 준수 업데이트에 보고된 대로 ICANN 계약 준수 팀은 Whois ARS 

파일럿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검토 및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Whois 

ARS 파일럿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식별된 7,000개 이상의 기록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급업체와의 후속 조치, 해당 레지스트라에게 
통지 보내기, 레지스트라와 토론 등이 포함됩니다. Whois ARS 팀이 Whois ARS의 

개선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TEAC(Transfer Emergency Action Contact) 

최근에 ICANN은 TEAC 활동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4항에서는 등록자에 영향을 주는 도메인 이름의 무단 손실을 방지 및 지원하기 위한 

TEAC를 규정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제점입니다. (1) 4시간 이내에 응답(사고에 

대한 최종 해결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2) TEAC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가 이전 

계약과 동일해야 함, (3) 인사 담당자가 TEAC를 24/7 모니터링하지 않음, (4) TEAC 

응답이 시기적절하지 않고 피해 레지스트라에게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남용 보고서 처리 요구 사항 

2015년 1/4분기 중에 계약 준수 팀은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 3.18항에 의거한 

남용 보고서 처리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레지스트라 및 다양한 커뮤니티 지지 

그룹과의 토론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ICANN 52 및 이들 당사자와의 일대일 

세션 포함).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ANN 52 계약 준수 업데이트, 
슬라이드 7-9를 참조하십시오.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연간 인증 업데이트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라-리셀러 서비스 공급자로 운영 중인 레지스트리 계약 

규정 9에 정의된 레지스트리 운영자 또는 레지스트리 관련 당사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규정 9에 대한 연간 준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dot 

브랜드 상태의 레지스트리(규정 13)와 ICANN이 행동 규정에 대한 면책 권한을 

부여한 레지스트리는 부여된 상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함을 증명하는 

연간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CANN은 레지스트리가 인증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인증서가 최소 요구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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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함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1) 연간 인증서의 서명인이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경영진이 아님, (2) gTLD가 루트 영역으로 위임된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필수 제출을 이행하지 않음. ICANN은 레지스트리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행동 규정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립니다.  

 

남용 계약 모니터링 노력  

ICANN은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에 의거하여 레지스트리가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는 남용 계약 정보를 사전 예방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ICANN은 최종 

사용자(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TLD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POC(Point of Contact)를 찾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기 중에 ICANN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요청 기간이 
시작된 64개 최상위 도메인의 웹 사이트를 검토했습니다. 레지스트리에 대한 비준수 

문의 또는 통지 수가 이전 모니터링 기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 표시 안 

함, 기본 연락처 누락, 남용 보고서에 대한 메일 주소 누락 등과 같은 몇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ICANN은 발견된 비준수를 해결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익 보호 노력 분쟁 해결 상임위원회 업데이트  

공익 보호 노력 분쟁 해결 절차(PICDRP)를 관리할 상임위원회를 확장하려는 

ICANN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준수 팀은 인터뷰 및 선택 프로세스 중에 

레지스트리 서비스 팀과 협력했습니다. 위원회의 선발과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대표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고려했습니다. 3주 
동안 10명 이상의 후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 업데이트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 프로그램이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계약에 대한 첫 번째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 대상 레지스트리 운영자들로부터 

수신한 피드백과 ICANN 52 중에 수집한 의견에 따라 ICANN은 감사 요청의 일부 
질문을 수정하고 감사 보고서를 개선했습니다. ICANN은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in 2015에 게시된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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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의 다음 회기는 2015년 3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3월 9일에 모든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감사 전 알림을 보냈습니다. 11개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선택되었습니다. 감사 선택에 적용된 요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TLD당 등록된 도메인 수, (2) 국제 도메인 이름, 우선등록, 상표 요청 

및 일반 가용성 TLDs 포함, (3) 자발적 공익 보호 노력을 하는 gTLD 포함 두 

확대회의 세션은 선택된 TLD를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확대회의 프레젠테이션은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감사 프로그램의 세 번째 연도  

 
3년차 감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감사 

대상자가 계약 준수 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감사 보고서를 이미 받았으며, 나머지는 추가 문서를 제공하거나, 시정 

조치를 수행하거나, 결함 해결을 위한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계약 준수 업데이트에 보고된 대로 4개 레지스트라가 감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서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2개 레지스트라는 시정 조치를 하여 준수 상태가 되었으며 

나머지 2개 레지스트라는 해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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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처리 및 집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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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3월 동안의 집행 활동 

• 현재 분기에 접수된 볼륨 = 현재 분기에 제출된 티켓 

• 첫 번째 문의/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종결된 볼륨 = 현재 분기에 첫 번째 문의/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종결된 

티켓 수 

• 첫 번째 문의/통지를 보낸 볼륨 = 현재 분기에 첫 번째 문의/통지를 보낸 티켓 수 

• 두 번째 문의/통지를 보낸 볼륨 = 현재 분기에 두 번째 문의/통지를 보낸 티켓 수 

• 세 번째 문의/통지를 보낸 볼륨 = 현재 분기에 세 번째 문의/통지를 보낸 티켓 수 

• 볼륨 집행 = 현재 분기에 보낸 집행 통지 수 

• 종결된 볼륨 = 현재 분기에 종결된 티켓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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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날짜 만기 날짜 레지스트라  

통지  

유형 상태 불이행 통지 기준 

2015/05/05 2015/03/26 
Mister Name 

SARL  
위반 

2015년 04월 

07일까지 시정 

기간 연장 

에스크로 등록 데이터(RAA 3.6) 

Whois 서비스 제공(RAA 3.3.1)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3/11 2015/04/01 Verelink, Inc. 위반 시정된 위반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3/17 2015/04/07 

Shanghai Oweb 

Network  

Co., Ltd 

위반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지정된 응답 형식으로 도메인 이름 데이터 

제공(RAA-RDDS 1.4) 

ICANN 등록자 교육 정보에 대한 링크 표시 

(RAA 3.16) 

웹 사이트에 임원진의 이름 및 직책 게시 

(RAA 3.17 및 RIS) 

웹 사이트에 남용 보고서에 대한 이메일 주소 

게시(RAA 3.18.1) 

웹 사이트에 남용 보고서 접수 및 추적에 대한 설명 

게시(RAA 3.18.3) 

웹 사이트에 등록자의 권리 및 책임 명세서에 대한 

링크 게시(RAA 3.7.10) 

ERRP 2.1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책 제공 

갱신/이행 수수료 표시(ERRP 4.1)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 

(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2015/03/17 2015/04/07 OpenTLD B.V.  위반   

규정준수 증명서 완료 및 제공(RAA 3.15)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 

(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에스크로 등록 데이터(RAA 3.6)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3/20   

Identify.com 

Web Services 

LLC 

종료 

  

15영업일 이내에 RAA 위반 시정(RAA 5.3.4) 

2015/03/30 2015/04/20 

Everyones 

Internet, Ltd. 

dba SoftLayer 

위반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ICANN 등록자 권리 및 의무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RAA 3.15) 

갱신/이행 수수료 표시(ERRP 4.1) 

만료 전 통지와 만료 후 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표시(ERR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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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2015/02/26 
DropLabel. 

com, Inc. 
위반   

에스크로 등록 데이터(RAA 3.6)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에 요구된 정보 유지 및 

제공(RAA 3.17) 

웹 사이트에 임원진의 이름 및 직책 게시 

(RAA 3.17 및 RIS) 

웹 사이트에 남용 보고서에 대한 이메일 주소 게시(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18.3) 

Whois 서비스 제공(RAA 3.3.1) 

웹 사이트에 자동 갱신 및 삭제 정책 게시 

(RAA 3.7.5.5)  

갱신/이행 수수료 표시(ERRP 4.1) 

2015/02/19 2015/03/12 

Tirupati 

Domains and 

Hosting Pvt Ltd. 

위반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2/24 2015/03/17 

Identify.com 

Web Services 

LLC  

위반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Whois 서비스 제공(RAA 3.3.1)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1/09 2015/01/30 Netlynx Inc. 위반 

ICANN에 이해 

검토 중인 

데이터 및 문서, 

2015년 02월 

06일까지 시정 

기간 연장 

남용 보고서 조사 및 응답(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 

(RAA 3.18.3)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웹 사이트에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에 요구된 정보 

게시(RAA 3.17)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 

(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2015/01/13 2015/02/03 ELB Group Inc 위반 

ICANN에 의해 

검토 중인 

데이터 및 문서 

지정된 응답 형식으로 도메인 이름 데이터 

제공(RAA-RDDS 1.4) 

웹 사이트에 임원진의 이름 및 직책 게시 

(RAA 3.17 및 RIS) 

웹 사이트에 남용 보고서에 대한 이메일 주소 

게시(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 

(RAA 3.18.3) 

웹 사이트에 자동 갱신 및 삭제 정책 게시 

(RAA 3.7.5.5)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1/15 2015/02/06 

Visesh 

Infotecnics 

Ltd. d/b/a 

Signdomains.c

om 

위반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갱신/이행 수수료 표시(ERRP 4.1)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2015/01/15   WebZero, Inc. 종료 
발효:  

2015/02/13 
15영업일 이내에 RAA 위반 시정(5.3.4 RAA) 

2015/01/15   
Black Ice 

Domains, Inc. 
종료 

발효: 
2015/02/13 

15영업일 이내에 RAA 위반 시정(5.3.4 R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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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2015/02/10 
Net 4 India 

Limited 
위반 

ICANN에 의해 

검토 중인 

데이터 및 문서 

지정된 응답 형식으로 도메인 이름 데이터 

제공(RAA-RDDS 1.4)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 

(RAA 3.18.3)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 

(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2015/01/22 2015/02/12 
Above.com Pty 

Ltd. 
위반 

ICANN에 의해 

검토 중인 

데이터 및 문서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남용 보고서 조사 및 응답(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 

(RAA 3.18.3) 

웹 사이트에 임원진의 이름 및 직책 게시 

(RAA 3.17 및 RIS) 

ICANN 등록자 교육 정보에 대한 링크 표시 

(RAA 3.16) 

2015/01/22 2015/02/12 
Astutium 

Limited 
위반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남용 보고서 조사 및 응답(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18.3)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 

(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1/30 2015/02/20 
Domain 

Jamboree, LLC 
위반    

레지스트라의 주식,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법인의 

지배 지분 취득 후 30일 이내에 ICANN에 

통지(RAA 5.9.2) 

연락처 데이터 변경 통보(RAA 5.11)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5/01/30 2015/02/20 
Times Internet 

Limited 
위반    

Whois 서비스 제공(RAA 3.3.1) 

지정된 응답 형식으로 도메인 이름 데이터 

제공(RAA-RDDS 1.4) 

웹 사이트에 등록자의 권리 및 책임 명세서에 대한 

링크 게시(RAA 3.7.10) 

웹 사이트에 남용 보고서에 대한 이메일 주소 

게시(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 

(RAA 3.18.3)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집행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www.icann.org/en/resources/compliance/notices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