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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데이트 
 
ICANN 계약 준수 팀은�2016년�3월에�마라케시에서�개최된�ICANN의�제55회�공개�
회의에�참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meetings.icann.org/en/marrakech55/schedule-table 
 

ICANN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 

계약 준수 팀 직원은 ICANN 55 기간에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실무 그룹 및 토론 
패널의 여러 실제 회의에 참석하고, 실행을 위한 노력 및 계약 준수 기능과 잠재적 
신규 정책의 합일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여러 정책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PPSAI(개인정보보호 및 프록시 서비스 인가 문제) 실무 그룹 
• IRTP(레지스트라 간 이전 정책), Part C 및 D 
• 연락처 정보 PDP(정책 개발 프로세스) 실무 그룹 번역 또는 음역 
• 모든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에서 IGO(국제 정부 기구) 및 INGO(국제 
비정부 기구) 식별자 보호 

• 권리 보호 메커니즘 검토 
• 신규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후속 절차 
• 보안 프레임워크 관련 회의 
• CCT(경쟁, 소비자 신뢰도, 소비자 선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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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2016년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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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eetings.icann.org/en/marrakech55/schedule-table
http://www.icann.org/en/resources/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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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준수 실천 항목 및 개선 사항 
 
시스템 업데이트 

이 기간 중 계약 준수에 관한 불만 처리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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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 처리 시스템에서 레지스트리 SLA(서비스 수준 계약) 기술 알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반자동 준수 통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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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라 업데이트 

연간 준수 인증서 
2016년 1분기 동안 계약 준수 팀에서는 2013 RAA(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레지스트라가 적절한 시기에 RAA의 약관과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ICANN 문서에 제출되었는지 모니터링했습니다. 확인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인증서 제출 오류, 즉 전년도 2015년이 아니고 2016년에 발행된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권한이 있는 서명인에 의해 서명되지 않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였습니다. 2016년 2월 3일에 계약 준수 팀에서는 연간 준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연간 준수 인증서가 불완전한 해당 레지스트라에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 레지스트라에는 첫 번째 통지를 
보냈습니다.  
 
• 229개의 레지스트라가 문의 또는 통지를 받음  
• 201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러한 문의 중 220개가 해결되어 종결됨 
• 9개 문의는 아직 미결 상태로 처리 중임 

o 이 중 레지스트라 4개는 필수 인증서 미제출로 인한 위반 통지를 받음   



 2016년 1~3월 계약 준수 업데이트 
 

3 

WHOIS정확성 보고 시스템 업데이트 
이 기간 중 계약 준수 팀은 WHOIS ARS의 1단계 및 2단계를 주력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전의 보고대로 1단계에서는 WHOIS 데이터의 통사 준수를 테스트했습니다. 팀은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토했으며 적절한 경우 WHOIS 부정확성 및 WHOIS 형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결과를 레지스트라에 전달했습니다. 1단계 불만 
사항들은 2016년 4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 1분기에 계약 준수 팀은 1,226개의 WHOIS ARS 티켓을 처리했습니다. 티켓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83개 - WHOIS 부정확성 통지로 레지스트라에 전달됨 
• 43개 - WHOIS 형식 통지로 레지스트라에 전달됨 
• 289개 - 현재 처리 중 
• 155개 - 향후 처리 예정 

 
WHOIS ARS 1단계에서는 3,168개의 티켓이 생성되었습니다. 티켓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메인 이름이 이미 중지되었거나 현재 WHOIS 데이터가 샘플링된 
데이터와 맞지 않아 첫 번째 통지 전 1,942개가 종결됨 

 
WHOIS ARS 2단계에서는 운용성이 테스트되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WHOIS ARS 
2단계 주기 2의 운용 정확도 테스트를 위한 기준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WHOIS ARS 2단계 주기 1의 결과를 보고하는 웹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https://whois.icann.org/en/file/whois-ars-phase-2-cycle-1-report-
webinar-presentation 참조).  
 
계약 준수 팀은 2016년 4월에 2단계 주기 1 불만 처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ICANN은 WHOIS ARS 2단계 주기 1에서 약 3,700여 개의 WHOIS 부정확성 티켓과 
2,300여 개의 WHOIS 형식 티켓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서비스 수준 계약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 업데이트 
이 분기 동안 ICANN은 자동화된�레지스트리�SLA 기술�알림과�반자동화된�준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정확도 확인을 위해 알림 및 통지 구현이 
파일럿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파일럿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알림이 실제로 
구현되어 SLA 가동중단에 의해 트리거될 경우 GDD(글로벌 도메인 부서) 포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레지스트리 연락 정보로 전달됩니다. 
 

https://whois.icann.org/en/file/whois-ars-phase-2-cycle-1-report-webinar-presentation
https://whois.icann.org/en/file/whois-ars-phase-2-cycle-1-report-webinar-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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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규정, 행동 규정 면제 및 규정 13 연간 준수 인증서 모니터링 
1월 말에 계약 준수 팀은 2015년 이전에 발행되어 시행된 레지스트리 계약이 
적용되는 약 1,215개의 최상위 도메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인증서를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내부 
준수 검토 결과와 함께 2016년 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된 규정 13 또는 행동 규정 면제 통지가 적용되는 운영자 
• 규정 9에서 정의된 레지스트리 관련 당사자를 통해서나, 직접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라 리셀러 서비스 공급자로 운영하는 운영자 

 
2016년 2월 1일 계약 준수 팀은 연간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인증서가 불완전한 해당 레지스트라에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 2016년 2월 308개의 연간 인증서 준수 문의가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전달됨 

o 86개 문의는 레지스트리 운영자 행동 규정에 대한 연간 준수 인증서와 
관련됨 

o 20개 문의는 행동 규정 면제에 대한 연간 준수 인증서와 관련됨 
o 202개 문의는 규정 13에 대한 연간 준수 인증서와 관련됨 

• 201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러한 문의 중 303개가 해결되어 종결됨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WHOIS 형식 모니터링 
2016년 1월 31일에는 추가 WHOIS 정보 
정책(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awip-2014-07-02-en)과, 해당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WHOIS) 규정과 관련한 레지스트리 계약 및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에 대한 설명(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aa-
whois-accuracy-2015-11-16-en)이 모두 발효되었습니다. 이 실행의 결과로 이러한 
WHOIS 형식 요구 사항과 관련된 불만 처리가 이번 분기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ICANN 불만을 통해 연락을 받은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대부분 WHOIS 출력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이제 불만 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약 준수 팀은 이 공간에서 
준수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실행을 완료했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APAC 지역 - 중국 활동 
 
계약 준수 팀은 글로벌 도메인 부서 팀과 협력하여 중국 활동을 완료했습니다. 
팀은 베이징, 상하이, 청두, 광저우를 방문했습니다. 이 활동은 중국의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 참석한 160여 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계약 당사자에게는 준수 과정, 통지 응답 및 감사 
프로그램에서 ICANN과 협력할 기회였습니다. 발표 주제에는 남용, WHOIS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awip-2014-07-02-en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aa-whois-accuracy-2015-11-16-en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aa-whois-accuracy-2015-11-1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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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성, WHOIS 형식, 이전, UDRP(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및 ICANN 계약 준수 
팀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션은 중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레지스트라와 레지스트리는 이 활동 자체와 
모두 현지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점에 감탄하였습니다.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2015년 9월 14일에 시작된 2013 RAA 감사 라운드가 현재 감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감사 팀은 23개국으로부터 11개 
언어로 작성된 7,100건 이상의 문서를 수신하여 검토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초판은 2016년 2월 초에 발행되어 계약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레지스트라 
중 약 86%가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확인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레지스트라 중 일부는 새로운 관리 방법과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차후 감사에서는 개선된 사항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몇몇 레지스트라는 감사 중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계약 준수 팀과 함께 계속 작업 중입니다.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2016년 1월 27일에 시작된 레지스트리 계약 감사 라운드가 현재 감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감사 라운드를 위해 10명의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선택되었으며 10명 모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라운드 중에 감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레지스트리는 거의 준수 상태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소한 문제들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됩니다. 초기 감사 보고서의 경우 잠정적으로 2016년 4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에스크로 감사 성과 
 
진행 중인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ICANN에서는 레지스트라의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을 모니터링하고 승인된 데이터 에스크로 에이전트(DEA)와 함께 필요한 
기탁이 RAA 준수 형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합니다. 2016년 1월부터 
ICANN에서는 약 50여 개의 레지스트라에 대해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이 기간 중 세 번째 통지 또는 위반 통지를 수신한 
레지스트라가 대상이 됩니다. 기탁에서 결함 또는 오류가 발생하면 DEA 제공자는 
ICANN에 통지를 보내고 레지스트라와 함께 오류를 수정합니다. 레지스트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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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에서 3개의 통지를 수신한 후에도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경우 ICANN은 표준 준수 프로세스에 따라 레지스트라와 함께 조치를 취합니다. 
 

 

 

불만 처리 및 집행 요약 
 
아래 표는 전체 계약 준수 관련 비공식 및 공식 프로세스에 따라 불만이 처리됨에 
따른 불만 볼륨을 나타냅니다. 
 
 

• 현재 분기의 볼륨 = 현재 분기에 제출된 티켓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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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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DATE DUE DATE REGISTRAR NOTICE TYPE STATUS FAILURE NOTICE BASIS

7-Mar-16 MOBILE.CO DOMAINS 
CORP.

Suspension Effective from 24 March 2016 to 22 June 
2016

Cure breaches of the RAA within 21 days (5.5.4 
RAA)
Complete and provide Compliance Certificate 
(RAA 3.15)
Publish on website description of procedures 
for the receipt and tracking of abuse reports 
(RAA 3.18.3)    
Publish on website home page email address 
for abuse reports (RAA 3.18.1)
Display correct ICANN Logo on website (RAA 
Logo License Appendix)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Complete and provide Compliance Certificate 
(RAA 3.15)
Investigate and correct Whois Inaccuracy 
information (RAA 3.7.8)
Validate and verify WHOIS Contact 
information (RAA section 4 of WAPS)
Publish on website description of procedures 
for the receipt and tracking of abuse reports 
(RAA 3.18.3)
Publish on website name and position of 
officers (RAA 3.17/RIS 17)
Complete and provide Compliance Certificate 
(RAA 3.15)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Complete and provide Compliance Certificate 
(RAA 3.15)
Publish on website home page email address 
for abuse reports (RAA 3.18.1)
Publish on website description of procedures 
for the receipt and tracking of abuse reports 
(RAA 3.18.3)    
Provide domain name data in the specified 
response format (RAA-RDDS 1.4)
Publish on website name and position of 
officers (RAA 3.17/RIS 17)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ENFORCEMENT ACTIVITY for March

31-Mar-16 21-Apr-16 MainReg, Inc. Breach

30-Mar-16 20-Apr-16 GKG.NET Breach

30-Mar-16 20-Apr-16 Omnis Network, LLC Breach Data and Documents Under Review by 
ICANN

31-Mar-16 21-Apr-16 Domain Train, Inc.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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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y with the UDRP (RAA 3.8)
Provide domain name data in the specified 
response format (RAA-RDDS 1.4)
Publish on website name and position of 
officers (RAA 3.17/RIS 17)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Escrow registration data (RAA 3.6)
Provide Whois Services (RAA 3.3.1)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Maintain and provide communication records 
(RAA 3.4.2/3)
Validate and verify Whois contact information 
(RAA/WAPS 1, 2, 4) 
Provide domain name data in the specified 
response format (RAA-RDDS 1.4)
Display correct ICANN Logo on website (RAA 
Logo License Appendix)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Provide Whois Services (RAA 3.3.1)
Publish on website name and position of 
officers (RAA 3.17/RIS 17)
Publish on website email address for abuse 
reports (RAA 3.18.1)
Publish on website description of procedures 
for the receipt and tracking of abuse reports 
(RAA 3.18.3)
Maintain and provide communication records 
(RAA 3.4.2/3)
Validate and verify Whois contact information 
(RAA/WAPS 1, 2, 4) 
Publish on website name and position of 
officers (RAA 3.17 and RIS)
Display renewal/redemption fees (ERRP 4.1)
Display correct ICANN Logo on website (RAA 
Logo License Appendix)
Pay accreditation fees (RAA 3.9)

9-Nov-15 30-Nov-15 35 Technology Co., Ltd. Breach Breaches Cured

24-Sep-15 15-Oct-15 Gesloten Domain N.V. Breach Breaches Cured

30-Oct-15 20-Nov-15 Hosteur SARL Breach Breaches Cured

3-Mar-16
Visesh Infotecnics Ltd. 

d/b/a Signdomains.com Breach

Data and Documents Under Review by 
ICANN; Cure Period Extended Until  16 

March 2016; Data and Documents 
Under Review by ICANN; Cure Period 
Extended Until  30 March 2016; Data 

and Documents Under Review by ICANN; 

2-Feb-16 23-Feb-16 MOBILE.CO DOMAINS 
CORP

Breach Escalated to Suspension

 ENFORCEMENT ACTIVITIES from PRIOR MONTHS

11-Feb-16

 
 
 
 
 
 
최신 정보는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reporting-performance에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reporting-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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