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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6 하이라이트 

계약 준수 팀 부회장 서신

2016년에는 관련 계약과 정책을 시행하고 능동적이고 협업적으로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며 준수 확대회의 활동을 확장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과 에너지가 
집중되었습니다. 

2016년에 약 425개의 새로운 gTLD가 위임되었으며, 위임되지는 않았으나 12개의 
다른 gTLD가 레지스트리 계약(RA)에 서명했고 약 950개의 새 ICANN 레지스트라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계약 준수 범위는 2015년 1,169개의 gTLD 및 2,100개의 
레지스트라에서 2016년에는 약 1,215개의 gTLD 및 2,946개의 레지스트라로 
성장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장래의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대해 425건 이상의 준수 
확인을 수행했으며 여기에는 레지스트라 또는 다른 레지스트리에 대한 교차소유를 
선언한 운영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의 725건에 비해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과 관련된 1,119건의 레지스트라 관련 준수 확인을 수행했습니다. 준수 확인은 
계약 서명에 앞서 관련 단체의 규정 준수 확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불만 수가 2015년에 비해 약 6% 감소했으며 그 차이는 대부분 수수료, 

1 이 업데이트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업데이트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여 결론 또는 사업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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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계약, WHOIS SLA(서비스 수준 동의서) 및 이전과 관련된 불만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계약 준수 팀은 2016년에 45,386건의 불만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사전 예방 
모니터링 검토, 확대회의 활동을 수행하고 몇몇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 년의 감사 활동은 2013 년도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와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에 집중되었습니다. 2016 년에는 총 123 개의 레지스트라와 10 개의 
레지스트리가 범위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위 내 모든 레지스트라와 레지스트리의 
80%는 준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며, 2016 년 12 월 말에는 
감사 결과 준수 100%(미달 사항 0 인 감사 보고서)를 달성했습니다. 감사 팀은 
2016 년에 29 개국에서 14 개 언어로 작성된 8,500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2016 년 말까지 총 44 곳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자 중 32 곳 제공자에 대해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레지스트리 감사는 한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016 년 직원 개발은 팀이 ICANN 계약 준수 교육, ICANN 사내 소프트 스킬 교육, 
인증을 받거나 평생 교육 학점을 완료하기 위한 외부 교육에 참가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참조를 위한 샘플 목록입니다. 

• 비즈니스 연속성 교육 - BCLE AUD(ISO 22301) 감사 책임자를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 다음을 포함한 MCLE(Minimum Continuing Legal Education) 인증 주제:  
o 특허, 상표권 및 저작권, IP 자문, 팬 픽셕/팬 아트의 저작권 및 상표권 

문제, 음료 IP 문제, IP 및 ADR, 상표권 윤리, 주요 IP 및 기술 문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 미국 지적재산권 법률 협회 2016 년 동계 강습회 "생성부터 수익화, 
소송까지의 IP 시행") 

• Compliance & Ethics Professional – International(CCEP-I 인증) 
• DiploFoundation-인터넷 거버넌스 소개  
• 연계 및 계약 생성 스킬 획득을 위한 결정적 대화 교육  
• 책임, 성과 개선 및 실행 보장을 위한 중대 책임 교육 

 
2017 년 1 월 4 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
2017-01-04-en) Jaime Hedlund 가 Allen Grogan 의 후임으로 계약 준수 및 소비자 
보호의 수석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Allen 에게 행운을 빌어주시고 새로 
역할을 맡은 Jamie 도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aguy Serad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1-04-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1-0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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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개요 
계약 준수 예산은 회계연도 2017 년에 미화 480 만 달러로 4.2% 증가했습니다. 
자금은 인건비, 계약 준수 감사와 출장 비용에 할당되었습니다. 공유 서비스 부서의 
지원은 미화 260 만 달러로 5.5% 증가했습니다. 
 

 
 
ICANN 의 2017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cann.org/en/about/financials 를 참조하십시오. 이 
링크(https://features.icann.org/plan/objective/b3bbd215cfb9b0e7a1215ab83aa79367) 
의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은 계약 준수 포트폴리오와 각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부서의 FY17 예산을 대략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전문가 서비스 
23% 

개인 
71% 

관리 및 교육 
2% 

 여행 및 회의 
4% 

http://www.icann.org/en/about/finan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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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회의 및 확대회의 
계약 준수 팀은 2016 년에 ICANN 의 55 회, 56 회 및 57 회 국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팀은 ICANN 55 회 및 57 회 회의에서 계약 준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와 비공개 세션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팀은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과 합류하여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대면 회의를 
수행하고 다수의 세션 및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팀은 GDD(글로벌 도메인 부서), GSE(글로벌 이해관계자 참여) 및 레지스트라 서비스 
팀과 협력하여 많은 확대회의 활동을 주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대회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  
 
계약 준수 온라인 학습 
ICANN 은 두 가지 추가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이전 불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WHOIS 부정확성 불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건수가 많은 
영역에서 준수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과 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ICANN 의 커뮤니케이션 팀은 언어 및 국가별로 맞춤 대상을 설정하여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 캠페인으로 인포그래픽 총 클릭수 
83,454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려면 계약 준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2012-02-25-en  
 
개선 사항 및 이니셔티브 
2016 년에 계약 준수 팀은 계약 준수 티켓팅 시스템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ICANN 의 향후 시스템 기업 솔루션 구현과 관련된 요구 사항 수집 및 개발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2016 년의 개선 사항에는 시스템 업데이트, 지표 및 커뮤니케이션 명확성 및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이 제공되어 있으며 목록은 부록 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처리 시스템에서 레지스트리 SLA(서비스 수준 동의서) 기술 알림과 반자동 

준수 통지 생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 누락되거나 잘못된 레지스트라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과 관련하여 불만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에스크로 공급자 Iron Mountain 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불만 
사항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 

• 이전 정책(이전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 변경에 맞추어 icann.org 및 통합 
티켓팅 시스템 업데이트 

• 대시보드 정의 페이지 업데이트 
• WHOIS ARS(정확성 보고 시스템) 불만에 대한 보고는 물론 개별 제출 및 일괄 

제출별 WHOIS 부정확성에 대한 데이터 분류를 포함하도록 월간 대시보드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2012-02-2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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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월간 대시보드의 수행 측정 및 보고 
페이지(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를 참조하십시오. 

 
2016 년 수행 측정 
ICANN 계약 준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측정합니다. 효율성은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 입니다. 효율성 측정에는 프로세스 순환 시간, 응답 시간, 
백로그 및 인력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효과성은 "올바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효과성 측정에는 계약 및 합의 정책 준수, 달성 또는 해결,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조사가 포함됩니다. 
 
이 링크(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의 ICANN 계약 준수 수행 보고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서는 월간 대시보드 및 규칙적인 단계로 
이루어진 13 개월 기간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커뮤니티에 준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는 2016 년 수행 측정을 요약한 것으로 2015 년 수행과 
비교합니다.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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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약 준수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요약 

2016 년에 계약 준수 팀은 2013 년도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RAA)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레지스트라 확대회의,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대상 지정 검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포함됩니다.  

1) 3 차 통지를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레지스트라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3 차 통지

지속적 개선 확대회의. 3 차 통지는 위반 통지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약 준수

팀은 여러 지역에서 몇몇 레지스트라와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레지스트라의 대부분은 이 확대회의에 있어 ICANN 에 협조했습니다.
참가자의 피드백은 긍정적이었으며 사전 조사 결과 3 차 통지가 감소했거나

일부 경우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WHOIS 확인 검토 확대회의는 WHOIS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도록 하는 2013 RAA
요구 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APAC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초기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 레지스트라는 팀과 협력하여 향후 준수를 보장하도록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3) 2015 년 6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앞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 수정 확인 검토. 검토 결과 지속적인 준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2016 년에도 WHOIS 부정확성 보고 시스템(ARS)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WHOIS ARS 는 시간에 따른 Whois 정확성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물을 공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계약 준수 팀은 WHOIS ARS 2 단계, 
사이클 1~3 에서 발견된 WHOIS 부정확성과 WHOIS 형식 문제에 관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WHOIS 부정확성 관련 불만은 개별 WHOIS 부정확성 불만으로 
처리되었고 WHOIS 형식 데이터는 대상 지정된 확대회의 활동을 위한 레지스트라 
선정에 사용되었습니다. WHOIS AR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https://whois.icann.org/en/whois-ars-phase-2-reporting)의 WHOIS ARS 2 단계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2016 년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  
다음은 레지스트라 준수와 관련하여 ICANN 이 해결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1. WHOIS 부정확성:
• 레지스트라가 2013 RAA 의 WHOIS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WAPS)가

요구하는 WHOIS 정보를 확인 또는 검증하지 않음.

https://whois.icann.org/en/whois-ars-phase-2-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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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라가 WAPS 에서 사용되는 "확인"(확인하거나 수정함을 의미)과 
"검증"(데이터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음.  

•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라의 확인을 제공하지 않고 리셀러에게 ICANN 이 
접수한 불만에 대한 도메인 이름의 WHOIS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라고 요청.  

• 레지스트라가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된 WHOIS 정보에 대해 근거 문서를 
제공하지 않음.  

• 레지스트라가 WHOIS 부정확성 불만이 접수된 후 15 일 내에 도메인 이름을 
중지하지 않고 등록명 보유자가 WAPS 의 요구에 따라 응답하지 못함.  

 
2. WHOIS 형식:  

• 레지스트라가 2013 RAA 의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WHOIS) 규정, 추가 
WHOIS 정보 정책(AWIP) 및 자문: 레지스트리 계약 부수 조항, 해당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Whois)에 대한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RAA) 
규정에 지정된 레이아웃에 WHOIS 데이터를 표시하지 못함.  

• 레지스트라가 2013 RAA 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구문에서 WHOIS 
데이터를 표시하지 못함.  

 
3. 남용:  

• 레지스트라가 남용 보고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최소한 레지스트라가 유효한 불만을 등록자에게 전달해야 함)를 
취하지 않음.  

• 2013 RAA 가 레지스트라에게 유효한 남용 불만에 따라 모든 도메인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법 집행 기관은 2013 RAA 3.18.2 항에 따라 관할 지역 외부에서 레지스트라에 
대한 불만을 제출할 수 있음.  

• 보고자가 남용 의심 사례를 먼저 레지스트라에게 보고하지 않고 ICANN 에 
불만을 제출함.  

 
4. 이전 정책  

• 자격 상실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가 아닌 담당자에게 국제 도메인 인증 
정보 코드를 제공함. 

• 레지스트라가 이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허가 양식을 사용하거나 양식을 
잘못된 담당자에게 보냄.  

•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에게 네임서버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엄격한 이전을 위한 국제 도메인 인증 정보 코드를 요청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레지스트라가 요청 시 AuthInfo 코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등록명 보유자가 
제어판을 통해 AuthInfo 코드를 획득하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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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이행, 만료된 도메인 삭제 정책(EDDP), 만료 등록 복구 정책(ERRP):  
• 리셀러에게 대신 갱신 알림을 전송하도록 하고 알림이 실제로 전송되고 

사본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레지스트라.  
• 레지스트라가 ERRP 가 제공하는 웹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  
• 레지스트라가 ERRP 가 요구하는 대로 삭제 전에 DNS 확인 경로를 방해하지 

않음.  
• 만료 및 갱신 관련 서비스 조건에 대한 명확한 RAE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메인 이름 만료일에 레지스트라 만료 시점 등록자(RAE)의 이름을 자체 
계열사 또는 리셀러로 변경하는 레지스트라. 

• 레지스트라가 공개 WHOIS 에 나열된 등록자 또는 관리 담당자에게 갱신 
통지를 보내지 않음.  

 
6. 통일도메인이름분쟁조정정책(UDRP):  

• 레지스트라가 진행에 관련된 도메인 이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이 
도메인 이름이 다른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자에게 이전되도록 허용하거나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도록 허용.  

• 레지스트라가 UDRP 공급자로부터 UDRP 불만을 접수한 지 2 일(영업일 기준) 
안에 UDRP 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잠그지 않음.  

• 레지스트라가 UDRP 공급자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지 2 일(영업일 기준)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7. 데이터 에스크로 

• 레지스트라가 ICANN 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데이터 에스크로를 수행하지 
않음. 

• 2013 RAA 의 레지스트라가 비공개 또는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에 
대한 공개 WHOIS 데이터와 기본 고객 정보를 에스크로 처리하지 않음. 

• 레지스트라가 관리 대상인 모든 gTLD 에 대해 데이터 에스크로를 수행하지 
않음.  

 
8. 다른 관련된 도메인 등록 문제:  

• 레지스트라가 RAA 가 요구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리셀러가 해당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 시 제공하도록 보장하지 않음.  

• 레지스트라가 등록자에게 전송되었다고 주장하는 통신 사본을 ICANN 에 
제공할 수 없음.  

 
ICANN 부서 간 노력 및 정책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 

 
계약 준수 팀은 또한 2016 년에 WHOIS 정확성 보고 시스템 팀, 비공개/프록시 서비스 
인가 구현 검토 팀, 대량 WHOIS 구현 및 연락처 정보의 번역 및 음역 PDP 구현 검토 
팀을 포함하여 여러 부서 간 레지스트라 관련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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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계약 준수 레지스트리 프로그램 요약 

계약 준수 팀은 2016 년 동안 약 345 개의 새로운 gTLD 위임을 포함하여 새로운 gTLD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https://newgtlds.icann.org/en/program-status/delegated-strings 를 참조하십시오. 

계약 준수 팀은 새로운 gTLD 의 연간 인증 요구 사항 준수에 대한 검토로 2016 년을 
시작하고 외부 불만, 내부 모니터링, 공개 정보 검토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꾸준히 레지스트리 계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준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2016 년에 발효된 레지스트리 관련 정책을 위한 준수 모니터링 준비 및 이행이 
다음에 대해 완료되었습니다. 

• 추가 WHOIS 정보 정책(2016 년 1 월)
• 자문: 레지스트리 계약 부수 조항, 해당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WHOIS)에

대한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 규정(2016 년 1 월)
• gTLD 레지스트리 자문: 비준수 ROID 수정(2016 년 1 월) 및
• 릴리스 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 코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문자/두 글자

ASCII 라벨에 대한 조치 구현(2016 년 12 월).

ICANN 은 또한 2016 년 5 월에 자동 SLA(서비스 수준 동의서) 모니터링 통신 작업을 
구현했습니다. 그러한 구현 이후 2016 년에 자동 준수 통신 시스템은 SLA 
가동중단으로 인해 약 45 번 트리거되었습니다. 

제 3 자 영역 파일 액세스 불만 및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은 2016 년에도 계약 준수 
팀이 수행한 레지스트리 처리 영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이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또한 2016 년에 공익 보호 노력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첫 유효한 불만을 
접수하고 새로운 gTLD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대한 첫 집행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업데이트된 계약 준수 보고서(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와 계약 준수 
통지(https://www.icann.org/compliance/notices)를 참조하십시오. 

2016 년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 
다음은 레지스트리 준수와 관련하여 ICANN 이 해결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1. 중앙집중식 영역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제 3 자의 영역 파일 액세스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영역 파일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레지스트리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이유로 액세스를

거부하거나 취소함

https://newgtlds.icann.org/en/program-status/delegated-strings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https://www.icann.org/compliance/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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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 
• 데이터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일일 에스크로 기탁 통지를 ICANN 에 전송하지 

않음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일일 에스크로 기탁 통지를 ICANN 에 전송하지 않음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유효한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을 하지 않음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시기 적절하게 최초 에스크로 기탁을 하지 않음 

 
3. 월간 보고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필요한 월간 보고를 제출하지 않음 
 
4. 서비스 수준 동의서 

•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성과를 위한 레지스트리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동의서를 충족하지 않음 

 
ICANN 부서 간 노력 및 정책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 
 
계약 준수 팀은 또한 2016 년에 통제권 변경, 중요한 하도급 협의 요청 및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 계약 개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 11, 3b 항 자문 및 
요구 사항의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다른 팀에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부서 간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또한 계속해서 기본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레지스트리 
계약에 대해 제안된 개정 사항과 레지스트리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 일관된 
라벨링 및 디스플레이 정책에 대해 제안된 개정 사항의 진행 상황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 gTLD 프로필 구현이 포함됩니다.  
 
계약 준수 팀은 대량 WHOIS 구현, 치유적 권한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모든 gTLD 및 
IGO-INGO 액세스에서 IGO 및 INGO 식별자 보호, 경쟁,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선택 
메트릭 보고, 권한 보호 메커니즘 검토 및 신규 gTLD 후속 절차 및 연락 정보의 번역 
및 음역 등 많은 레지스트리 관련 정책 노력 및 실무 그룹에 참여하거나 
협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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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약 준수 위험 및 감사 프로그램 요약 

2016 년, ICANN 은 감사 계획 및 테스트 목표를 검토하고 이전 감사와 접수된 불만 
사항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계획 및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사 계획은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ANN 레지스트라 감사 프로그램 

2016 년 5 월 말에 ICANN 은 2015 년 9 월에 시작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감사 
라운드에는 67 개의 레지스트라가 포함되었습니다. 39 개의 레지스트라는 미달 
사항이 전혀 없는 감사 보고서를 받았고 감사 중 인가가 종료된 레지스트라와 감사 
요청이 포기된 레지스트라가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26 개의 레지스트라는 미달 
사항이 있는 감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이후 비준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게시된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5-
06jul16-en.pdf 

2016년 5월, ICANN은 15개 레지스트라를 대상으로 또 다른 2013 RAA 감사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라운드는 2016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15개 레지스트라 모두 
예비 감사 보고서에서 미달 사항이 없었고 5개 레지스트라는 수정 단계에서 미달 
사항을 해결했으며 10개 레지스트라는 향후 비준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구현 중으로 나중에 나머지 미달 사항이 해결되었는지 ICANN의 후속 
조치(부분 재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게시된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6-
16nov16-en.pdf 

2016 년 10 월 4 일에 시작된 가장 최근의 레지스트리 감사 라운드는 현재 감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54 개의 레지스트라가 감사에 참여하라는 정보 요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54 개 레지스트라에는 전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45 개 
레지스트라와 이전 라운드 이후 구현한 수정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라운드에서 부분 재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9 개 레지스트라가 포함되었습니다. 1 개 
레지스트라는 감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을 
위한 예비 감사 보고서는 2017 년 1 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3 RAA 감사 계획은 이 링크(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audit-
plan-2013-raa-31mar16-en.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5-06jul16-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5-06jul16-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6-16nov16-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6-16nov16-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audit-plan-2013-raa-31mar16-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audit-plan-2013-raa-31mar16-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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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레지스트리 감사 프로그램 
 
2016 년, ICANN 은 또 다른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2016 년 1 월 27 일에 시작되어 2016 년 6 월 20 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라운드를 위해서는 10 개의 새로운 gTLD 레지스트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 개 레지스트리는 미달 사항 없이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 개 레지스트리는 
감사를 완료하고 수정 단계에서 미달 사항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2 개 레지스트리는 
수정을 완료했고 향후 감사 라운드에서 다시 테스트를 받아 발견된 영역에서 
준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ntractual-compliance-ra-audit-report-
2016-12jul16-en.pdf 
 
 
레지스트라 데이터 에스크로 감사 성과 
 
2016 년 말까지 ICANN 은 총 8 개의 승인된 데이터 에스크로 공급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록은 https://newgtlds.icann.org/en/applicants/data-escrow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 년에 ICANN 은 ICANN 레지스트라가 기탁 중인 데이터 에스크로 
공급자와 협력했는데, 레지스트라의 데이터 에스크로 의무 사항 준수를 테스트하고 
ICANN 승인 데이터 에스크로 공급자 전반에서 일관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ICANN 은 또한 각 레지스트라의 관리 대상인 모든 gTLD 도메인의 기탁을 포함하는 
레지스트라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의 완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니터링 대상은 레지스트라의 98%가 기탁하고 있는 
Iron Mountain 에 기탁하는 레지스트라로 한정되었습니다. 
 
2016 년에도 ICANN 은 레지스트라의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을 모니터링하고 승인된 
데이터 에스크로 에이전트(DEA)와 함께 필요한 기탁이 일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ICANN 은 2016 년에 3 차 통지 또는 위반 통지를 받은 194 개의 레지스트라와 이전에 
위탁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은 200 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데이터 에스크로 위탁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394 개 레지스트라 중 약 절반은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에 
문제가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비공개 및 프록시 서비스가 사용된 도메인에 대한 
불완전한 위탁 정보 누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수정되어 다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ntractual-compliance-ra-audit-report-2016-12jul16-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ntractual-compliance-ra-audit-report-2016-12jul16-en.pdf
https://newgtlds.icann.org/en/applicants/data-es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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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록 

부록 A 

계약 준수 이니셔티브 및 시스템 영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목록: 

• 새로 발효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템플릿 업데이트(추가 WHOIS 정보 정책

및 명확한 WHOIS 설명)
• 불만 처리 시스템에서 레지스트리 서비스 수준 동의서 기술 알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반자동 준수 통지 포함)
• 레지스트리 서비스 수준 동의서 기술 알림 허용 및 반자동 준수 통지 생성

• 새로 발효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템플릿 업데이트(추가 WHOIS 정보 정책

및 명확한 WHOIS 설명)
• WHOIS ARS(정확성 보고 시스템) 가져오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WHOIS ARS 보고서 형식을 기반으로 준수 티켓을 만들 수 있도록 준수 시스템

업데이트

• 누락되거나 잘못된 레지스트라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과 관련하여 불만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에스크로 공급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불만 사항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

• 자동화된 종결 및 확인 시스템 통지에 일관된 형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목

업데이트

• 특정 이전 불만 유형에 대해 버그 수정 시 자동 종결 통지에 올바른 해결 코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 시스템 WHOIS 부정확성 검증이 완료되고 티켓이 종결될 때 레지스트라 종결

통지를 위해 처리 단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 icann.org의 준수 프로그램 페이지에 레지스트라와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간략히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록 B 

공식 통지 이유 - 2016  

2009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 
•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 에스크로 등록 데이터(RAA 3.6)
• 웹 사이트에 자동 갱신 및 삭제 정책 게시(RAA 3.7.5.5)
• 감사에 답변(RAA 3.14)
• ICANN 등록자 권리 및 의무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RAA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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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RAA 로고 라이선스 부속 문서)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 
• WHOIS 서비스 제공(RAA 3.3.1)
• 잘못된 WHOIS 정보 조사 및 수정(RAA 3.7.8)
• 웹 사이트에 등록자의 권리 및 책임 명세서에 대한 링크 게시(RAA 3.7.10)
• UDRP 준수(RAA 3.8)
•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 ICANN 에 문서 및 정보 제공(RAA 3.15)
• 규정준수 증명서 완료 및 제공(RAA 3.15)
• ICANN 등록자 교육 정보에 대한 링크 표시(RAA 3.16)
• 웹 사이트에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에 요구된 정보 게시(RAA 3.17)
• 웹 사이트 연락 주소 게시(RAA 3.17 및 RIS 7)
•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에 요구된 정보 유지 및 제공(RAA 3.17 및 RIS 8,9,13)
• 웹 사이트에 임원진의 이름 및 직책 게시(RAA 3.17 및 RIS 17)
• 웹 사이트 최상위 모기관 게시(RAA 3.17 및 RIS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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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 보고서 접수 및 추적에 대한 설명 게시(RAA 3.18.3)
• WHOIS 연락처 정보 검증 및 확인(RAA-WAPS 1, 2, 4)
• 지정된 응답 형식으로 도메인 이름 데이터 제공(RAA-RDDS 1.4)
• 제 3 자에 대한 ICANN 로고의 재허가 금지(RAA 로고 라이선스 규정)
• 웹 사이트에 올바른 ICANN 로고 표시(RAA 로고 라이선스 규정)
• 갱신/이행 수수료 표시(ERRP 4.1)
• 만료 전 통지와 만료 후 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표시(ERRP 4.2)

새로운 gTLD 레지스트리 계약(RA) 
• 기한 경과 수수료 지불(RA 6 조)
• WHOIS 정책 및 교육 자료를 포함한 ICANN 이 지정한 웹페이지 링크를 기본

웹사이트에 게시(RA 규정 4 1.11 항)
• 웹 사이트에 DPS(DNSSEC Practice Statements)(RA 규정 6 1.3 항) 게시

• 웹 사이트에 남용 관련 연락 정보(RA 규정 6 4.1 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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