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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업데이트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업데이트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여 결론 또는 사업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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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이라이트 
 

투명성 향상  2017년 초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커뮤니티에서는 ICANN의 계약 

준수 부서의 업무와 관련한 추가 데이터와 투명성 향상을 요청했습니다. 보고 및 지표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행한 초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계약 지원  새로운 gTL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준수 팀은 2017년 장래의 등록기구 

운영자에 대한 605건 이상의 준수 확인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668개의 레지스트라 

관련 준수 확인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계약 갱신,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당사자 서비스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계약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계약 및 

정책을 시행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사전에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팀의 

노력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불만 수  2017년에는 주로 WHOIS ARS(WHOIS Accuracy Reporting System)와 관련된 

불만으로 인해 불만 건수가 2016년에 비해 약 11% 증가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2017년 

50,489건의 불만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 검토 및 확대회의 활동을 수행하고 

몇 가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2017년에는 범주 1gTLD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17 TLD가 포함된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RA)에 대해 31개의 gTLD 감사를 2회 수행하고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에 

대해 114개의 레지스트라를 2회 감사했습니다. 감사 팀은 2017년 75개국에서 16개 

언어로 작성된 11,000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총 38곳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업체 중 31곳의 업체에 대해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레지스트리 감사는 하나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여러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 및 훈련  2017년의 직원 개발은 모든 직원 대상의 ICANN 계약 준수 교육, ICANN 사내 

소프트 스킬 교육 및 인증과 지속적인 교육 학점을 인정받는 광범위한 외부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여러 팀의 구성원이 준수 및 윤리 전문가 수준 I 및 기업 준수 

및 윤리 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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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개요 
계약 준수 예산이 2018 회계연도에 미화 460만 달러로 3.9% 감소했습니다. 예산 자금은 

인건비와 계약 준수 감사, 출장 비용에 할당되었습니다. 공유 서비스 부서의 지원은 미화 

260만 달러로 2.2% 감소했습니다. 

 

 
 

ICANN의 2018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링크의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은 계약 준수 포트폴리오와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예산 및 리소스 할당은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커뮤니티에 제기된 과거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에 제공됩니다. 

 

다음은 계약 준수 부서의 FY18 예산을 4 가지의 주요 예산 범주에 따라 자세히 분류한 

것입니다. 

 
 

 

 
 

 

 

전문서비스

22%

인건비

73%

관리및교육

2%

출장및회의

3%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overnance/financials-en


 

ICANN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계약 준수 2017 연간 보고서  

 

| 5 

 

다음은 부서의 FY18 예산 비용을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ICANN 회의 및 확대회의 활동 
계약 준수 팀은 2017년 58회, 59회 및 60회의 ICANN 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ICANN58에서 계약 준수 팀은 계약 준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와 비공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ICANN60에서도 계약 준수 팀은 레지스트라와 

비공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과 모임을 갖고,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대면 회의를 진행했으며, 커뮤니티와 다수의 세션 및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월 ICANN 싱가포르 APAC 지역 사무소에서 APAC(아시아 태평양) 계약 준수 팀이 

SEA(동남아시아) 레지스트라를 통한 확대회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APAC 계약 준수 

팀은 2017년 중국 및 한국 레지스트라와 확대회의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 마드리드의 글로벌 도메인 부문 정상 회의(Global Domains Division 

Summit)에도 참가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직접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세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 안전 팀 및 불만 담당자와 원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Project # Project Name FY18 Budget

Total

Portfolio Mgt 

System 

Resource 

Allocation %

FY18 Budget

Personnel

FY18 Budget 

Travel & 

Meetings

FY18 Budget

Professional 

Services

FY18 Budget

Admin

FY18 % of 

Budget

152052 Contractual Compliance for 

Registrars & Registries 

 $          2,617,986 69.5%  $          2,268,994  $       348,992 58.2%

152053 Contractual Compliance 

Administration &  Training

 $             674,679 17.2%  $             560,551  $           60,000  $       54,128 15.0%

152054 Contractual Compliance 

Reporting 

 $             136,659 3.3%  $             108,659  $         28,000 3.0%

152055 Contractual Compliance 

Outreach

 $             127,410 2.3%  $               74,410  $           53,000 2.8%

152056 Contractual Compliance Audit 

Program

 $             835,515 6.8%  $             220,515  $       615,000 18.6%

21000 ICANN 60 (Abu Dhabi)  $               20,250  $           20,250 0.4%

21800 ICANN 61 (Puerto Rico)  $               16,673  $           16,673 0.4%

12460 ICANN 62 (Panama)  $                 8,520  $             8,520 0.2%

15257 Contractual Compliance  

Improvements

 $               52,273 0.7%  $               21,273  $       31,000 1.2%

15258 Contract, Policy or  Working 

Group Efforts

 $               10,742 0.3%  $               10,742 0.2%

Total 4,500,707$          100.0% 3,265,144$           158,443$         991,992$        85,128$        100.0%

FY18  budget Breakdown 100.0% 0.73$                    0.04$               0.22$              0.02$            

Portfolio - Contractual Compliance Function

Portfolio - Contractual Compliance Initiatives  & Improvements

FY18 Proje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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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키 이스탄불에서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함께 확대회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글로벌 도메인 부문 팀과 파트너십을 맺고 계약 준수 관련 

문제에 관해 계약 당사자와 협력해 작업했습니다.  

 

모든 확대회의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규정 및 계약 준수 
2017년 11월 2일 ICANN 조직은 ICANN 계약 당사자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ICANN의 계약 및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계약 준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유럽 

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성명서는 

여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CANN 조직은 제기된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 자료는 

ICANN 웹 사이트(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준수가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노력에 기여하는 사항  
2017년 여름, 계약 준수 팀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등록자와 교류하는 새로 형성된 ICANN 

조직 부서 간 팀에 합류하여 등록자의 지식과 인식을 높일 기회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팀은 여기에 게시된 뉴스와 업데이트에 대한 콘텐츠와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최종 

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CANN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 
2017년에 계약 준수 팀은 정책 개발 과정(PDP) 실무 그룹 및 검토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o 모든 gTLD 정책에서 개인 정보와 프록시 서비스 인증 문제 PDP, 연락처 정보의 번역과 

음역, IGO의 보호와 정책 및 INGO 식별자에 대한 구현 검토 팀 회의 및 구현 지원 활동에 

참여 

o 경쟁과 소비자 신뢰, 소비자 선택 검토 및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후속 절차 

PDP에 대한 데이터 및 지표 제공 

o 모든 gTLD PDP의 모든 권리 보호 메커니즘 검토를 위한 회의, 하위 그룹 주제 및 세션 

검토 

o 대량 WHOIS 전환 정책, gTLD 등록 데이터 서비스 및 등록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 

파일럿 프로그램 준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 진행 및 정책 준수와 토론 참여 

o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 규정 11(3)(b) 보안 프레임워크 및 자문에 대한 ICANN 회의 

세션 참석 및 준수 방법 관한 정보 제공 

o 여러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권고안의 권장 사항에 대한 ICANN 조직의 응답에 

기여하고 도메인 이름 시스템 검토의 탄력성, 안정성 및 2차 보안의 요청대로 지원. 

 

계약 준수 온라인 학습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reporting-performance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ntractual-compliance-statement-2017-11-02-en
https://www.icann.org/dataprotectionprivacy
https://www.icann.org/regist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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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조직은 준수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도메인 이름 갱신 

인포그래픽을 시작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준수 향상 및 이니셔티브 
계약 준수 보고의 투명성 향상은 2017년의 주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10월 계약 

준수에서는 불만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향상된 월간 대시보드 

보고서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준수 보고서는 icann.org에 공개됩니다. 이 

보고서는 경쟁, 소비자 선택, 소비자 신뢰 검토 팀, 정부 자문위원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서 취합한 다양한 권고 및 요청과 일치합니다. 팀은 새로운 분기별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도 배포했습니다. 2017년의 다른 개선 사항에는 보고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와 불만 처리 과정에서의 명확한 의사 소통을 위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목록은 부록 A에 있습니다.  

 

2017년 성과 측정 
위에 언급한 대로 새로운 연간 보고서가 시작됨에 따라 계약 준수 연간 지표와 공식 통지 

목록은 더 이상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7 연간 지표 보고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준수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요약 
 

2017년 계약 준수 팀은 2013년도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RAA)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레지스트라 확대회의,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대상 지정 검토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는 이전에 수정된 문제를 계약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수정 검증을 위한 사전 대응적 접근 방식과 WHOIS 확인 검토가 포함됩니다.  

 

계약 준수 팀은 2017년에 WHOIS 부정확성 보고 시스템(ARS)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WHOIS ARS는 시간에 따른 Whois 정확성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물 공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계약 준수 팀은 WHOIS 부정확성 및 WHOIS 형식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WHOIS 부정확성 관련 불만은 개별 WHOIS 부정확성 불만으로 처리되었고 

WHOIS 형식 데이터는 대상 지정된 확대회의 활동을 위한 레지스트라 선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약 준수에서는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첫 번째 통지 전에 종료된 불만 및 한 번 

이상 통지를 받은 불만에 대한 추가 지표를 포함해 WHOIS ARS 불만 지표를 여기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WHOIS AR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HOIS ARS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2017년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 
다음은 레지스트라 준수와 관련해 ICANN 조직이 해결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2012-02-25-en
https://www.icann.org/news/blog/enhancing-transparency-in-contractual-compliance-reporting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dashboard/report-list
https://whois.icann.org/en/whoisars-contractual-compliance-metrics
https://whois.icann.org/en/whois-ars-phase-2-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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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IS 부정확성:  

a. 레지스트라가 2013 RAA의 WHOIS 정확성 프로그램 명세서(WAPS)가 요구하는 

WHOIS 정보를 확인 또는 검증하지 않음  

b. 레지스트라가 WAPS에서 사용되는 ‘확인’(확인하거나 수정함을 의미)과 

‘검증’(데이터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음  

c. 레지스트라가 등록자의 확인을 제공하는 대신, 리셀러에게 ICANN이 접수한 불만의 

도메인 이름의 WHOIS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 요청  

d. 레지스트라가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된 WHOIS 정보에 대해 지원 문서를 제공하지 

않음  

e. 레지스트라가 WHOIS 부정확성 불만이 접수된 후 15일 내에 도메인 이름을 

중지하지 않고 등록명 보유자가 WAPS의 요구에 따라 응답하지 못함  
 

2. 이전 정책: 

a. 리포터는 등록자 정보에 자료 변경을 하면 60일 동안 등록자 변경(COR)이 잠긴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b. 리포터 및 레지스트라는 60일 잠금이 COR에 적용되면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c. 레지스트라에서 60일 잠금을 옵트아웃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COR이 완료되기 

전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d. 리포터는 지정된 대리인이 등록자에게 알리지 않고 COR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e. 레지스트라가 선택적으로 60일간의 잠금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리포터는 알지 못합니다. 

f. 레지스트라는 이전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이 COR이 아닌 WHOIS 데이터 변경에 

대해 60일 잠금을 적용합니다.  

 

3. WHOIS 형식:  

a. 레지스트라가 2013 RAA의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WHOIS) 규정, 추가 WHOIS 

정보 정책(AWIP) 및 자문의 지정된 레이아웃에 WHOIS 데이터를 표시하지 못함 

레지스트리 계약 부수 조항, 해당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WHOIS) 규정에 대한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RAA) 및 등록 계약에 대한 설명  

b. 레지스트라가 2013 RAA 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구문에서 WHOIS 데이터를 

표시하지 못함.  

 

4. 갱신/이행, 만료된 도메인 삭제 정책(EDDP), 만료 등록 복구 정책(ERRP):  

a. 리셀러에게 대신 갱신 알림을 전송하도록 하고 알림이 실제로 전송되고 사본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레지스트라 

b. 등록자가 리셀러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갱신할 수 없음  

c. 레지스트라가 ERRP가 제공하는 웹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  

d. 레지스트라가 ERRP가 요구하는 대로 삭제 전에 DNS 확인 경로를 방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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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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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레지스트라가 공개된 WHOIS에 등재된 등록자 또는 ERRP에서 요구하는 간격으로 

갱신 통지를 보내지 않음 

 

5. 남용:  

a. 레지스트라가 남용 보고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최소한 레지스트라가 유효한 불만을 등록자에게 전달해야 함)를 취하지 않음  

b. 2013 RAA가 레지스트라에게 유효한 남용 불만에 따라 모든 도메인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을 보고자가 알지 못함  

c. 보고자가 남용 의심 사례를 레지스트라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ICANN 조직에 

불만을 제출함  

 

6. 데이터 에스크로: 

a. 레지스트라가 ICANN 조직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데이터 에스크로를 수행하지 

않음 

b. 2013 RAA의 레지스트라가 비공개 또는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에 대한 

공개 WHOIS 데이터와 기본 고객 정보를 에스크로 처리하지 않음 

c. 레지스트라가 관리 대상인 모든 gTLD에 대해 데이터 에스크로를 수행하지 않음 

 

7.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UDRP):  

a. 레지스트라가 진행에 관련된 도메인 이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이 도메인 

이름이 다른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자에게 이전되도록 허용하거나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도록 허용  

b. 레지스트라가 UDRP 공급자로부터 UDRP 불만을 접수한 지 2일(영업일 기준) 안에 

UDRP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잠그지 않음  

c. 레지스트라가 UDRP 공급자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지 2일(영업일 기준)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d. UDRP 제공자와 레지스트라 간의 의사 소통 개선 

 

8. 기타 관련된 도메인 등록 문제:  

a. 레지스트라가 RAA가 요구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리셀러가 해당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 시 제공하도록 보장하지 않음  

b. 레지스트라가 등록자에게 전송되었다고 주장하는 통신 사본을 ICANN에 제공할 수 

없음  

 

계약 준수 레지스트리 프로그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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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준수는 2017년 시작되었으며, 연간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준수를 매년 검토합니다. 외부 불만, 내부 모니터링 작업 및 공개 정보 검토를 

통해 접수된 문제를 처리하여 레지스트리 계약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전체적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했습니다. ICANN 조직은 약 750개의 gTLD를 검토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내용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증명서에 

관한 약 90건의 준수 관련 문의가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사에 대해 시행 및 준수 모니터링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o 레지스트리 등록 데이터 디렉터리 서비스 일관성 있는 라벨링 및 디스플레이 

정책(2017년 8월) 

o 보고,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 명세 11(3)(b)(2017년 6월) 

o 기본 레지스트리 계약의 2017 글로벌 개정사항(2017년 7월) 

o 등록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 파일럿 프로그램(2017년 9월) 

 

ICANN 조직은 2017년에도 SLA(서비스 수준 동의서) 모니터링 통신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2017년에 자동 준수 통신 시스템은 SLA 가동중단으로 인해 약 91번 트리거되었습니다. 

 

제 3자 영역 파일 액세스 불만 및 불완전한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은 2017년에도 계약 준수 

팀이 수행한 레지스트리 처리 영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이었습니다. 계약 

준수에서는 2017년에 공익 보호 노력 분쟁 해결 정책 상임위원회 업데이트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월별, 분기별 및 연간 지표는 여기에 있으며 계약 준수 통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 
다음은 레지스트리 준수와 관련하여 ICANN 조직이 해결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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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영역 파일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b. 레지스트리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액세스를 

거부하거나 취소함 

 
2. 일일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 

a. 데이터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일일 에스크로 기탁 통지를 ICANN 조직에 전송하지 

않음 

b.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일일 에스크로 기탁 통지를 ICANN 조직에 전송하지 않음 

c.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유효한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을 하지 않음 

 

3. 연간 준수 인증 

a.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레지스트리 운영자 행동 규정, 행동 규정 면제 또는 규정 13에 

대한 필수 연간 준수 인증을 제출하지 않음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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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불만 연간 준수 인증을 제출하지 않음 

 
4. 서비스 수준 동의서 

a.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성과를 위한 레지스트리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동의서를 충족하지 않음 

 

계약 준수 위험 및 감사 프로그램 요약 
 

2017년의 감사 활동은 2013년도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와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RA)에 집중되었습니다. 2017년 동안 총 114개의 레지스트라와 31개의 새 gTLD에 

대해 두 개의 RAA 및 RA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팀은 2017년 75개국에서 16개 

언어로 작성된 11,000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총 38곳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자 중 31곳의 제공자에 대해 새로운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레지스트리 감사는 한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 ICANN 조직은 감사 계획 및 테스트 목표를 검토하고 이전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과 불만 처리 및 검토 중에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계획 및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사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ICANN 조직은 감사에 대한 선택 기준을 포함하도록 자주 묻는 감사 질문을 

업데이트하고, 감사 프로그램 단계 및 일정을 게시하며, 감사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 프로그램 대시 보드를 게시했습니다.  

 

최근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감사에 대한 감사 전 알림은 리소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감사 

범위의 계약 당사자에게만 전달됩니다. 

 

ICANN 레지스트라 감사 프로그램 
2017년 7월 말, ICANN 조직은 2016년 9월에 시작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55개의 레지스트라가 포함되었습니다. 17개의 레지스트라가 결함이 없는 

감사 보고서를 받았고, 두 레지스트라가 감사 도중 인가를 받았으며, 또 다른 두 

레지스트라는 다음 번으로 감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나머지 33개의 레지스트라는 결함이 

기재된 감사 보고서를 받았고 향후 비준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2017년 9월, ICANN 조직은 59개 레지스트라를 대상으로 또 다른 2013 RAA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2018년 3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59개의 레지스트라에는 전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26개의 레지스트라와 이전 라운드 

이후 구현한 수정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라운드에서 부분 재감사 대상으로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mpliance-registrar-audit-report-2016-20jun1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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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33개의 레지스트라가 포함되었습니다. 두 레지스트라가 감사 중에 자발적으로 

인가를 종료했습니다. 

 

ICANN 레지스트리 감사 프로그램 
2017년 1월 ICANN 조직은 2017년 8월에 완료된 새로운 gTLD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는 21개의 새로운 gTLD가 선정되었습니다.  

 

4개의 새로운 gTLD에 대한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결함없이 감사를 완료했고, 10명의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수정 단계에서 결함을 해결하여 감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명은 

여전히 결함이 미해결된 상태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해결되지 

않은 결함을 정해진 날짜까지 수정해야 하며 식별된 영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감사 시 재검사합니다. 여기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10개의 범주 1 문자열 신규 gTLD에 대한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2017년 9월 감사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 요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gTLD는 다음 범주로 분류됩니다. 

건강 및 피트니스, 본질적인 정부 기능, 도박, 금융, 사이버 폭력/괴롭힘 가능성, 전문 

서비스 및 회사 식별자 

 

레지스트라 데이터 에스크로 감사 성과 
2017년 말까지 ICANN의 승인된 데이터 에스크로 제공자는 총 9개였습니다. 목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ICANN 조직은 ICANN 레지스트라가 기탁 중인 데이터 에스크로 제공자와 

협력했습니다. 레지스트라의 데이터 에스크로 의무 사항 준수를 테스트하고 ICANN 승인 

데이터 에스크로 제공자 전반에 일관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ICANN 조직은 또한 각 레지스트라의 관리 대상인 모든 gTLD 도메인의 기탁을 포함하는 

레지스트라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의 완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레지스트라의 98%가 기탁하는 Iron Mountain 기탁 

레지스트라로 한정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전 모니터링 및 ICANN 조직의 요청에 따라 Iron Mountain은 레지스트라의 

에스크로 파일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ICANN 조직은 이 기간 동안 세 

번째 통지 또는 위반 통지를 수신한 레지스트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등록자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 ICANN 조직에서는 세 번째 통지를 받았거나 위반 통지를 받은 105개 레지스트라의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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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sep17-en.pdf
https://newgtlds.icann.org/en/applicants/data-es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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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계약 준수 이니셔티브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목록  
o icann.org의 불만 사항 양식 및 계약 준수 페이지 업데이트 

o 불만 유형 변경 시 불만 처리 개선을 위한 통합 발권 시스템 업데이트 

o 잘못된 자동 종료를 줄이기 위한 업데이트  

o 의사 소통, 지표 및 보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된 코드 업데이트 

o 종료된 불만에 대한 응답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업데이트 

o 여러 불만 유형에서 보고자 및 계약 당사자의 의사 소통 템플릿 업데이트 

o 동일한 또는 다른 레지스트라가 부정확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일한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제출된 WHOIS 부정확성 불만 사항의 자동 

종결 제거 

o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캡처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o 자동화된 이메일 가동 시간 모니터링 

o 글로벌 도메인 부문 포털에서 명명 서비스 포털로 마이그레이션된 레지스트리 연락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 

o 시행 중에 계류 중인 모든 불만을 확인하기 위한 주문형 내부 보고서 작성 

o 불만 웹 양식에 입력된 부적절한 형식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자동 종결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 

o icann.org에서 여러 불만 유형에 대한 불만 웹 양식 개선 

o icann.org에서 계약 의무에 관한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계약 준수 

프로그램 페이지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