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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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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요약 

2016년 9월 26일, ICANN은 일부 레지스트라를 선정하여 2013 버전 RAA의 준수 여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감사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이 라운드의 감사 기준은 다음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전에 감사를 받지 않은 계약 당사자 

- 2년 전에 감사를 받은 계약 당사자 

- 지난 12개월 동안 관리 하에 있는 도메인 수 대비 가장 많은 3차 통지를 받은 계약 
당사자 

- 이전 감사 이후 수정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ICANN의 후속 조사 대상이 된 
이전 감사 라운드의 계약 당사자 

 
이번 감사 라운드를 위해 55개의 레지스트라가 선정되었습니다. 범위 내 55개 레지스트라 
중에서 48개가 2012년에 시작된 2009 RAA 감사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2016년 9월 감사 
시작 시점에 다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2012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음 
• 패밀리 레지스트라의 일부가 아닌 독립 레지스트라로서 운영(경우에 따라 이 
패밀리 레지스트라의 구성원은 감사 포기를 받았을 수 있음) 

 
문서, 선정된 레지스트라 웹사이트, 선정된 레지스트라와 등록명 보유자 간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와 데이터 테스트를 통해 감사 라운드를 실시했습니다. 
 
남은 7개의 레지스트라는 2015년 9월에 시작된 2013 RAA 감사에서 부분 수정 보고서를 
받았고 성공적인 수정 또는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RFI(Request for Information) 단계에서 2개의 레지스트라가 소유권 변경과 문서 이전으로 
인해 다음 감사 라운드로 감사 연기를 받았고 1개의 레지스트라는 ICANN 인가를 
종료했습니다. 또한 감사 단계에서 1개의 레지스트라가 ICANN 인가를 종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단계에서 1개의 레지스트라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감사를 다음 
라운드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0개의 레지스트라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ICANN은 감사 단계에서 13개 언어로 접수된 약 6,200건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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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에는 ICANN이 각자의 초안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모든 사항이 
수정되었음을 증명한 17개 레지스트라에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나머지 33개 
레지스트라는 수정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며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CANN은 합의된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감사 
라운드에서 이 8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ICANN은 합의된 준수 
기한이 되면 앞으로 예정된 감사 라운드에서 나머지 25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III. 감사 프로그램 범위 및 일정표 

감사 프로그램 범위 
 
감사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주기에 따라 운영됩니다. 레지스트라는 앞서 언급한 기준과 
기타 특별한 상황 또는 고려사항에 따라 감사 주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감사 프로그램 범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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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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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2016에 최종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report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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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감사 프로그램 이정표와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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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6일 

2016년 
10월 
4일 

2016년 
10월 
25일 

2016년 
11월 
1일 

2016년 
11월 
9일 

2017년 
1월 

13일 

2017년 
1월 

16일 

2016년 1월 / 
2017년 5월 

2017년 
6월 

 
 

IV. 레지스트라 감사 프로그램 

다음 표는 감사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레지스트라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단계 수 
RFI 단계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레지스트라  55 

연기로 인해 감사 완료 안 됨(RFI 또는 감사 단계 중) (2) 
종료로 인해 감사 완료 안 됨(RFI 또는 감사 단계 중) (2) 

총 남은 레지스트라 51 

초기 보고 단계 

모든 감사 테스트에 합격한 레지스트라 0 

후속 조치 및 수정이 필요한 레지스트라 51 

총 레지스트라 수 51 

해결 단계 및 최종 보고 단계 

초기에 발견된 결함을 해결 완료한 레지스트라 17 

수정 계획을 이행 중인 레지스트라 33 

연기로 인해 수정 완료 안 됨(수정 단계 중) 1 
총 레지스트라 수 51 

 
 
 
다음 표에는 계약 준수 여부를 테스트한 RAA 규정과 수정 중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레지스트라 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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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은 감사 보고서에서 언급한 초기 결함 사항으로 수정 중 확인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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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A 테스트 
영역 

설명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3.7.7.1 ~ 
3.7.7.12  등록 계약 33 75% 

3.18 남용행위 및 신고 24 55% 

3.13 레지스트라 교육 19 43% 

3.3.1 ~ 3.3.5  Whois- 포트 43/웹, 해당 데이터 요소 17 39% 

3.12 리셀러 계약 17 39% 

2.2 레지스트라의 ICANN 이름, 웹 사이트 및 상표 이용 15 34% 

3.7.5.3 ~ 
3.7.5.6  EDDP-도메인 이름 갱신, 등록자에게 해당 정보 제공 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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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32% 

4.1 만료된 등록 복구 정책(ERRP) 13 30% 

3.7.7  자체 등록 도메인 12 27% 

3.16 등록자 교육 정보 링크 12 27% 

3.14 대리 및 비공개 서비스 관련 의무 11 25% 

3.7.8  처리 업무(등록명 보유자 관련 포함) 10 23% 

3.15 자체 평가 10 23% 

3.19 기술 사양(DNSSEC 계약 준수) 10 23% 

4.1 WDRP (Whois Data Reminder Policy) 10 23% 

7.6 RADAR의 기본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10 23% 

3.8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7 16% 

3.4.2  등록 데이터 보유(등록 계약 및 지급) 4 9% 

3.17 레지스트라 웹사이트의 연락처 세부 정보 4 9% 

3.7.11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 3 7% 

3.4.1  등록 데이터 보존(전자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1 2% 

4.1 복원된 이름 정확성 정책(RNAP)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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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영역은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규정으로, 여러 테스트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레지스트라가 테스트 영역 3.4.2에서 여러 개의 결함을 가질 수 있지만 
테스트 영역 하나 내의 모든 결함은 하나로 간주됩니다. 
 
선정된 각 레지스트라는 감사에서 확인된 초기 결함 사항을 지적하는 개별 감사 보고서를 
수신했습니다. ICANN은 선정된 레지스트라와만 감사 보고서를 공유했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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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레지스트라는 수정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며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CANN은 합의된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감사 라운드에서 이 8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ICANN은 합의된 
준수 기한이 되면 앞으로 예정된 감사 라운드에서 나머지 25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표는 향후 감사 라운드에서 후속 조치를 받을 RAA 규정을 
요약합니다. 
 
RAA 테스트 
영역 

설명 
후속 조치를 위한 
레지스트라 수 

후속 조치를 위한 
레지스트라 비율 

4.1 합의 정책 - 레지스트라간 이전 정책(IRTP) 및 
TEAC(Transfer Emergency Action Contact) 14 42% 

3.7.8 처리 업무(등록명 보유자 관련 포함) 13 39% 
4.1 만료된 등록 복구 정책(ERRP) 13 39% 
4.1 WDRP(Whois Data Reminder Policy) 11 33% 

3.12 리셀러 계약 7 21% 
3.4.2 등록 데이터 보유 6 18% 
3.19 기술 사양(DNSSEC 계약 준수) 4 12% 
3.13 레지스트라 교육 2 6% 
3.18 남용행위 및 신고 2 6% 

3.7.7.1 ~ 
3.7.7.12 

등록 계약 
2 6% 

3.14 대리 및 비공개 서비스 관련 의무 1 3% 
3.7.11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 1 3% 
3.7.7 자체 등록 도메인 1 3% 
3.8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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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업데이트 - 위반 및 종료 통지 
 
다음 표는 발행된 위반, 시정된 위반, 이 보고서의 날짜 기준으로 감사 결과로 인한 종료의 
수를 요약합니다. 모든 위반 및 종료 통지는  
 
http://www.icann.org/en/resources/compliance/not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자체 종료 위반 통지 시정됨 총 종료 수 
RFI 단계 1 0 0 1 
감사 단계 1 0 0 1 
수정 단계 0 1 1 0 
 

분류: 시정 단계 - 위반 단계 
 
다음 선택된 레지스트라는 수정 단계 중에 위반 통지가 발행되어 모든 위반 통지 항목을 
시정할 수 있었습니다. 

IANA  레지스트라  상태 

1489 Megazone Corp., dba HOSTING.KR 시정됨 

 

계약 당사자 대표 
 
51개 레지스트라가 21개 국가를 대표하고 13개 언어로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 호주 
• 오스트리아 
• 캐나다 
• 중국 
• 덴마크 
• 독일 
• 헝가리 

• 인도 
• 이탈리아 
• 한국 
• 모로코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파나마 

• 러시아 연방 
• 스페인 
• 스웨덴 
• 터키 
• 영국 
• 미국 
• 베트남

언어 
• 중국어 
• 덴마크어 
• 네덜란드어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헝가리어 
• 이탈리아어 
• 한국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터키어 
• 베트남어 

http://www.icann.org/en/resources/compliance/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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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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00% 26 47% 14 25% 

 
아래 표는 RFI 단계부터 감사 단계를 시작할 때까지 선정된 레지스트라가 업로드한 데이터의 진행 
상황을 보여 줍니다. 
 

통계 설명 2016년 10월 
4일 

2016년 10월 
25일 

2016년 11월 
1일 

2016년 11월 
8일 

업로드한 

레지스트라 문서 
0 2,844 3,750 6,200 

 
감사 단계 – 레지스트라 보고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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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5%

20%

27%

14%

레지스트라결함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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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에서 2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3개에서 4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5개에서 6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7개에서 8개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9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레지스트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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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단계 – 통지 
 
감사 단계의 결과에 근거하여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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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100% 42 76%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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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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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할 때 레지스트라는 “확인 메일 요청” 옵션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 모든 
이메일이 ICANN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레지스트라는 ICANN 웹 페이지에서 현재 감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ICANN이 
검토 중인 영역을 파악하고 자체 프로세스가 이 영역을 준수하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CANN에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B. RFI 단계 

• 레지스트라는 요청 데이터(예: Whois Accuracy Program Specification 준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에 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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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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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NN은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 보고서에서 사용된 언어를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D. 수정 단계 

• 레지스트라는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관한 최소한 부분적인 정보와 서류를 
가지고 수정 단계의 첫 번째 통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 ICANN은 향후 감사 라운드에서 수정 과정과 연락 구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ICANN은 보다 일관성 있는 일정으로 통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VII. 결론 

최종 보고서를 받은 50개 레지스트라 중 17개 레지스트라(34%)는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숙지했으며 수정 단계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결함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50개 레지스트라 중 
33개 레지스트라(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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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은 합의된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감사 
라운드에서 이 8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ICANN은 합의된 준수 기한이 
되면 앞으로 예정된 감사 라운드에서 나머지 25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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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선정된 레지스트라  
 
IANA_# 레지스트라 이름 
9 Register.com, Inc. 
15 COREhub, S.R.L. 
52 Hostopia.com Inc. d/b/a Aplus.net 
64 Domain Registration Services, Inc. dba dotEarth.com 
65 DomainPeople, Inc. 
69 Tucows Domains Inc. 
83 1&1 Internet AG 
99 pair Networks, Inc.d/b/a pairNIC 
112 Catalog.com 
120 Xin Net Technology Corporation 
168 REGISTER.IT SPA 
321 Registration Technologies, Inc. 
444 Inames Co., Ltd. 
453 AllGlobalNames, S.A. dba Cyberegistro.com 
471 Bizcn.com, Inc. 
472 Dynadot, LLC 
642 Ladas Domains LLC 
648 Webagentur.at Internet Services GmbH d/b/a domainname.at 
696 Entorno Digital, S.A. 
817 MAFF, Inc. 
839 Realtime Register B.V. 
841 Tiger Technologies LLC 
895 Google Inc 
898 Alantron BiliÅŸim Ltd Åžti. 
959 Tropic Management Systems, Inc. 
976 http.net Internet GmbH 
985 Own Identity, Inc. 
1001 Domeneshop AS dba domainnameshop.com 
1005 NetEarth One Inc. d/b/a NetEarth 
1090 Active Registrar, Inc. 
1111 DomainContext, Inc. 
1114 Media Elite Holdings Limited 
1249 DotAlliance Inc. 
1326 Webair Internet Development, Inc. 



 

2013 RAA 감사 보고서 – 2016년 9월  12/12페이지 

 

계약 준수 감사 보고서 2016 | 2013 RAA – 2016년 9월       
  

1328 RegistryGate GmbH 
1340 Arctic Names, Inc. 
1362 Regtime Ltd. 
1365 Open System Ltda – Me 
1397 HooYoo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1435 AB RIKTAD 
1446 Larsen Data ApS 
1452 Interweb Advertising D.B.A. Profile Builder 
1489 Megazone Corp., dba HOSTING.KR 
1493 Ilait AB 
1501 DotRoll Kft. 
1509 Cosmotown, Inc. 
1560 Genious Communications SARL/AU 
1586 Mat Bao Trading & Service Company Limited d/b/a Mat Bao 
1588 Beijing Sanfront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1604 DanDomain A/S 
1609 Synergy Wholesale Pty Ltd 
1716 EU Technology (HK) Limited 
1733 Beijing Zihai Technology Co., Ltd 
1745 LogicBoxes Naming Services Ltd 
10007 Domain The Net Technologi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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