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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설명 

ICANN 계약 준수 팀의 임무는 모든 계약 당사자(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가 본 계약에 
통합된 합의 정책(해당하는 경우)을 비롯하여 관련 계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ICANN은 예방, 집행 및 교육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감사 프로그램의 목적: ICANN이 계약 당사자에게서 발견된 결함을 식별하고 통지하고 
관리하며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된 결함은 본 계약에 통합된 ICANN 합의 
정책(해당하는 경우)을 비롯하여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및 레지스트리 
계약(RA)에 규정된 특정 규정 및/또는 의무와 관련됩니다. 감사 프로그램은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을 위해 계약 당사자와 협력하는 동시에 향후 RAA와 RA에 따른 의무와 
관련된 결함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이 업데이트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업데이트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여 
결론 또는 사업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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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reports-2016-04-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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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요약 

2016년 5월 2일, ICANN은 일부 레지스트라를 선정하여 2013 버전 RAA의 준수 
여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감사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문서, 선정된 레지스트라 웹사이트, 선정된 레지스트라와 등록명 보유자 간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와 데이터 테스트를 통해 감사 라운드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 라운드를 위해 123개 레지스트라를 선정했습니다. 포함된 123개 레지스트라 
중에는 이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122개와 ICANN 커뮤니티의 우려에 따른 1개의 
레지스트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보 요청서(RFI) 단계 동안 108개 레지스트라가 ICANN에 패밀리로 보고되었습니다. 
패밀리는 동일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레지스트라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원래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123개 레지스트라를 대표하여 15개 
레지스트라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ICANN은 감사 단계에서 4개 언어로 접수된 약 1,600건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에는 ICANN이 각자의 초안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모든 사항이 
수정되었음을 증명한 5개 레지스트라에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나머지 10개 
레지스트라는 수정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며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트라는 향후 감사 라운드에서 이행한 수정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테스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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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사 프로그램 범위 

감사 프로그램 범위 
 
감사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주기에 따라 운영됩니다. 레지스트라는 앞서 언급한 기준과 
기타 특별한 상황 또는 고려사항에 따라 감사 주기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레지스트라는 
"패밀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패밀리에 소속된 
레지스트라들이 한 레지스트라에 대해 완전하게 응답(예: 완료된 정보 요청서(RFI)를 
제출하고 해당 단일 레지스트라에 대해 요청된 모든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패밀리 내 
모든 나머지 레지스트라에 대한 모든 레지스트라 IANA 번호에 대한 참조를 추가 문서 
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준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ICANN은 선정된 레지스트라와 함께 두 차례 
확대회의 세션을 실시하고 ICANN의 규정 준수 확장 활동 페이지에 프레젠테이션을 
게시했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이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 

 
일정표 
 
감사 프로그램은 특정 이정표 날짜를 제공하는 6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1) 감사 전 알림 단계 − 일반 감사 알림을 발행하여 감사 시작 날짜 2주 전에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2) 정보 요청서(RFI) 단계 – 선택한 계약 당사자에게 감사 알림을 발행합니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당사자에게 후속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3) 감사 단계 – 응답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테스트하고 확인합니다.  

4) 첫 보고 단계 – 선택된 계약 당사자에게 초기 결함을 포함한 첫 감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5) 수정 단계 – 선택된 계약 당사자와 협력하여 감사 단계에서 발견된 초기 결함을 
수정합니다. 

6) 최종 보고 단계 - 선택된 계약 당사자에게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reports에 최종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다음 표는 감사 프로그램 이정표와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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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프로그램 이정표 날짜 

감사 전 알림  RFI 단계 감사  
단계 

초기 
보고서 
단계 

 수정 단계 최종 
보고서 
발행 

 첫 번째 
알림 

두 번째 
알림 

세 번째 
알림 

시작 완료 발행 날짜 시작/종료 날짜  

2일 
5월 
2016 

17일 
5월 
2016 

7일  
6월 
2016 

14일 
6월 
2016 

14일 
6월 
2016 

1일 
8월 
2016 

2일 
8월 
2016 

2016년 8월  
2일 – 9월 6일 

2016년 
10월 

14일까지 
 

IV. 레지스트라 감사 프로그램 

다음 표는 감사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레지스트라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단계 수 
RFI 단계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레지스트라  123 
패밀리로 보고되어 감사에서 면제된 레지스트라 (108) 

RFI 통지를 받은 총 레지스트라 수 15 
첫 보고 단계 
모든 감사 테스트에 합격한 레지스트라 0 
후속 조치 및 수정이 필요한 레지스트라 15 

총 레지스트라 수 15 
해결 단계 및 최종 보고 단계 
초기에 발견된 결함을 해결 완료한 레지스트라 5 
수정 계획을 이행 중인 레지스트라 10 

총 레지스트라 수 15 
 
다음 표에는 계약 준수 여부를 테스트한 RAA 규정과 감사 단계 중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레지스트라 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함은 감사 보고서에 검증 대상으로 언급된 초기 결함 사항으로 이 보고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단계 동안 레지스트라의 리셀러 계약에서 불충분한 내용이 
발견되었고 레지스트라가 RAA를 준수하기 위해 리셀러 계약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 이를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테스트 영역은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규정으로, 여러 테스트 단계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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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영역	 설명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3.3.1	~	3.3.5		 Whois-	포트	43/웹,	해당	데이터	요소	 67%	

3.4.2		 등록	데이터	보유	 20%	

3.7.5.3	~	3.7.5.6		 EDDP-도메인	이름	갱신,	등록자에게	해당	정보	제공	 73%	

3.7.7		 자체	등록	도메인	 27%	
3.7.7.1	~	3.7.7.12	 등록	계약	 93%	
3.7.11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	 7%	

3.12	 리셀러	계약(필수	조항)	 7%	
3.13	 레지스트라	교육	 47%	
3.14	 대리	및	비공개	서비스	관련	의무	 33%	

3.16	 등록자	교육	정보	링크	 53%	

3.17	 레지스트라	웹사이트의	레지스트라	연락처	세부	정보	 27%	

3.18	 레지스트라의	남용행위	연락처	및	남용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의무	

60%	

3.19	 DNSSEC	 13%	

3.20	 파산,	유죄판결	및	보안	위반에	대한	통지	 13%	

4.1	 합의	정책	-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IRTP)	및	
TEAC(Transfer	Emergency	Action	Contact)	

60%	

4.1	 만료된	등록	복구	정책	 13%	

4.1	 복원된	이름	정확성	정책	 7%	

4.1	 WDRP(Whois	Data	Reminder	Policy)	 20%	

7.6	 RADAR의	기본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27%	

 
선정된 각 레지스트라는 감사에서 확인된 초기 결함 사항을 지적하는 개별 감사 
보고서를 수신했습니다. ICANN은 선정된 레지스트라와만 감사 보고서를 공유했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15개 레지스트라는 초기 결함 관련 보고서를 수신하고 ICANN의 
통지 프로세스에 따라 수정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언급된 결과를 시정하라는 요청(1차 
통지)을 수신했습니다(즉, 1차 통지 15일, 2차 통지 5일, 3차 통지 5일).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pproach-processes-2012-02-2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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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업데이트 - 위반 통지 
 
다음 레지스트라는 수정 단계 중에 위반 통지가 발행되어 모든 위반 통지 항목을 시정할 
수 있었습니다. 

IANA  레지스트라  상태 

1902 HazelDomains, Inc. 시정됨 
 
 
계약 당사자 대표 
 
15개 레지스트라가 7개 국가를 대표하고 4개 언어로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 캐나다 
• 중국 
• 프랑스 
• 인도네시아 

• 우크라이나 
• 아랍에미리트 
• 미국

 
언어 
•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V. 감사 프로그램 주요 통계 
 
RFI 단계 – 통지 및 데이터 수집  

다음 표는 RFI 단계에서 1차, 2차 또는 3차 통지를 받은 선정된 레지스트라 수를 요약한 
것입니다. 
 
통계 설명 첫 번째 알림 두 번째 알림 세 번째 알림 
통지를 받은 레지스트라 수 15 100% 8 53% 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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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RFI 단계부터 감사 단계를 시작할 때까지 선정된 레지스트라가 업로드한 데이터의 
진행 상황을 보여 줍니다. 
 
 

통계 설명 2016년 5월 
17일 

2016년 6월 
7일 

2016년 6월 
14일 

2016년 7월 
21일 

업로드된 
레지스트라 문서 0 588 803 1,546 

 
감사 단계 – 레지스트라 보고 
 
15개 레지스트라가 감사 단계를 마칠 때 ICANN 초기 감사 보고서를 수신했습니다. 선정된 
레지스트라와의 협업을 통해 보고서에 언급된 많은 결함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선정된 레지스트라 중 결함이 있는 비율을 간략하게 보여 줍니다. 

 
 
 
수정 단계 – 통지 
 
감사 단계의 결과에 근거하여 15개 레지스트라는 감사 보고서에 언급된 초기 결함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수정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표는 수정 단계에서 1차, 2차 또는 3차 통지를 
받은 레지스트라 수를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알림 두 번째 알림 세 번째 알림 

15 100% 13 87% 13 87% 
 
 

13%

20%

7%40%

20%

레지스트라 결함 프로필

%	of	Registrars	with	1	to	2	Deficiencies

%	of	Registrars	with	3	to	4	Deficiencies

%	of	Registrars	with	5	to	6	Deficiencies

%	of	Registrars	with	7	to	8	Deficiencies

%	of	Registrars	with	9	or	more	
Deficiencies

1 개에서	2 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3 개에서	4 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5 개에서	6 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7 개에서	8 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9 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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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감사 프로그램 주요 권장사항 

 
A. 일반 사항 

• 레지스트라는 ICANN의 감사 프로세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문서 또는 
고유한 프로세스/절차 관련 질문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레지스트라는 RFI,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시기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레지스트라 계약 정보 데이터베이스(RADAR)에서 주요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운영 및 기술적으로 동일한 "패밀리"로 참여하는 레지스트라는 구성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ICANN에 알려야 합니다. 

• ICANN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레지스트라는 “확인 메일 요청” 옵션이 있는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 ICANN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모든 레지스트라는 ICANN 웹 페이지에서 현재 감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ICANN이 
검토 중인 영역을 파악하고 자체 프로세스가 이 영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RFI 단계 

• 레지스트라는 요청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정확한 설명을 최대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레지스트라는 감사 웹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ICANN은 앞으로도 레지스트라 비즈니스 모델의 고유성과 운영 방식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요구사항을 적절히 조정할 것입니다.  

• 레지스트라는 요청된 문서가 없거나 대체 문서를 제출한 경우 RFI 설문 조사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C. 감사 단계 

• 레지스트라는 ICANN 감사 보고서를 수신하는 즉시 검토하여 결함 사항에 대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D. 수정 단계 

• 레지스트라는 각 결함 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정보 또는 수정된 문서를 제공하고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ICANN은 "ICANN 계약 준수 감사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레지스트라를 초대했습니다. 주로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중심의 피드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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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5개 레지스트라(33%)는 감사를 마치고 결함이 지적되었지만, 수정 단계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결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0개 레지스트라(67%)는 감사를 마치고 결함이 
지적되었지만, 수정 단계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레지스트라는 향후에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결함 사항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ICANN의 후속 조치(즉, 부분적 재감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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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선정된 레지스트라  
 
고유한(비 패밀리) 레지스트라 
 
IANA_# 레지스트라 이름 
468 Amazon Registrar, Inc. 
894 Domain Jamboree, LLC 
1503 PT Ardh Global Indonesia 
1591 Promo People, Inc. 
1630 Ligne Web Services SARL 
1640 Beijing Wangzun Technology Co., Ltd. 
1667 Seymour Domains, LLC 
1729 Beijing ZhongWan Network Technology Co Ltd 
1738 Emirates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 Etisalat 
1910 CloudFlare, Inc. 
1923 Beijing Lanhai Jiye Technology Co.,Ltd 
2374 Hosting Ukraine LLC 
2476 PlanetHoster Inc. 
 
DotMedia 패밀리 레지스트라 
 
IANA # 레지스트라 이름 
1871 DOMAINNAME FWY, INC. 
1899 CyanDomains, Inc. 
1900 DomainName Bridge, Inc. 
1902* HazelDomains, Inc.* 
1903 KQW, Inc. 
1905 Xiamen Domains, Inc. 
1907 DomainName Path, Inc. 
1919 DomainName Driveway, Inc. 
1921 Fujian Domains, Inc. 
1922 Guangzhou Domains, Inc. 
* 이 감사에서 패밀리를 대표함 
 
Web.com 패밀리 레지스트라 
 
IANA # 레지스트라 이름 
2806 All Domains LLC 
2807 Backstop Nam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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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Best Drop Names LLC 
2809 Blue Angel Domains LLC 
2810 Bounce Pass Domains LLC 
2811 Catch Deleting Names LLC 
2812 Catch Domains LLC 
2813 Chipshot Domains LLC 
2814 Circle of Domains LLC 
2815 Copper Domain Names LLC 
2816 Coral Reef Domains LLC 
2817 Curveball Domains LLC 
2818 Deep Sea Domains LLC 
2819 Deep Water Domains LLC 
2820 Deleting Name Zone LLC 
2821 Domain Bazaar LLC 
2822 Domain Gold Zone LLC 
2823 Domain Grabber LLC 
2824 Domain Landing Zone LLC 
2825 Domain Pickup LLC 
2826 Domain Secure LLC 
2827 Domain Source LLC 
2828 Domain Stopover LLC 
2829 Domain Success LLC 
2830 Domaincatcher LLC 
2831 Domaincircle LLC 
2832 Domaindrop LLC 
2833 Domainer Names LLC 
2834 Domainplace LLC 
2835 Domains Etc LLC 
2836 Domains Express LLC 
2837 Domainshop LLC 
2838 Domainsnapper LLC 
2839 Draftpick Domains LLC 
2840 Drop Catch Mining LLC 
2841 Dropcatch Auction LLC 
2842 Dropcatch Landing Spot LLC 
2843 Dropcatch Marketplace LLC 
2844 Dropcatching Names LLC 
2845 Exclusive Domain Find LLC 
2846 Fastball Domains LLC 
2847 Firstround Nam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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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Free Drop Zone LLC 
2849 Freefall Domains LLC 
2850 Gold Domain Names LLC 
2851 Goldenfind Domains LLC 
2852 Goldmine Domains LLC 
2853 Goto Domains LLC 
2854 Hanging Curve Domains LLC 
2855 Iconicnames LLC 
2856 Jumpshot Domains LLC 
2857 Layup Domains LLC 
2858* Long Drive Domains LLC* 
2859 Millennial Names LLC 
2860 Meganames LLC 
2861 Name Connection Area LLC 
2862 Name Connection Spot LLC 
2863 Name Find Source LLC 
2864 Name Icon LLC 
2865 Namecatch LLC 
2866 Namecatch Zone LLC 
2867 Namegrab LLC 
2868 Names Express LLC 
2869 Names On The Drop LLC 
2870 Names Stop Here LLC 
2871 Namesaplenty LLC 
2872 Namesnap LLC 
2873 NameSnapper LLC 
2874 Namesource LLC 
2875 Namestop LLC 
2876 Namewinner LLC 
2877 Rare Gem Domains LLC 
2878 Secondround Names LLC 
2879 Sharkweek Domains LLC 
2880 Silver Domain Names LLC 
2881 Slamdunk Domains LLC 
2882 Slow Motion Domains LLC 
2883 Slow Putt Domains LLC 
2884 Snag Your Name LLC 
2885 Snapsource LLC 
2886 Sterling Domains LLC 
2887 Swordfish Domain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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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Targeted Drop Catch LLC 
2889 The Domains LLC 
2890 Thirdroundnames LLC 
2891 Threepoint Domains LLC 
2892 Top Level Domains LLC 
2893 Top Pick Names LLC 
2894 Top Shelf Domains LLC 
2895 Top Tier Domains LLC 
2896 Touchdown Domains LLC 
2897 Treasure Trove Domains LLC 
2898 Turbonames LLC 
2899 Victorynames LLC 
2900 Wide Left Domains LLC 
2901 Wide Right Domains LLC 
2902 Win Names LLC 
2903 Your Domain LLC 
2904 Zinc Domain Names LLC 
2905 Zone of Domains LLC 
* 이 감사에서 패밀리를 대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