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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데이트 
 
2017년 3월, 계약 준수 팀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커뮤니티 포럼 회의 
ICANN58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세션 및 프레젠테이션은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팀을 
위한 주요 사항은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와 규정 준수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노력에 
대한 커뮤니티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분기 동안 계약 준수 및 소비자 보호의 수석 부사장으로서 새 직책을 맡은 Jamie 
Hedlund는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월에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2017 비계약 당사자 의회 중재에 참여했습니다. 3월에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ICANN58 커뮤니티 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세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공식 및 비공식 방문을 
주최하였습니다. 공통된 사항은 불만 처리 및 해결 과정에서의 더 높은 투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계약 준수 개선에 관한 내용은 Jamie Hedlund의 
블로그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ann.org/news/blog/improving-
contractual-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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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cann.org/en/resources/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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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준수 실천 항목 및 개선 사항 
 
이 분기 동안 ICANN은 감사의 선택 조건을 포함하도록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faqs-2012-10-31-en에서 감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ICANN은 다음 링크에 감사 단계 및 일정을 
게시하였습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udits-2012-02-25-en. 
 
시스템 업데이트 
이 기간 동안 ICANN 계약 준수 팀의 불만 처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 WHOIS 부정확성 관련 불만에 대한 45일 중복 자동 종결 확인의 제거 
• 명확성을 개선하고,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제거하고, 새 코드를 추가하는 
종결 코드로 업데이트 

•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티켓 ID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종결 통지로 업데이트 

•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도록 보고자 템플릿 업데이트  
• 등록자 변경 관련 템플릿을 이전하도록 업데이트 
• 명확성 및 직원의 직접적인 수고를 덜기 위한 기타 템플릿 개선 사항 

 
 
ICANN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  

이번 분기에도 ICANN의 계약 준수 팀은 계속해서 정책 개발 과정(PDP) 실무 그룹 및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다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대량 WHOIS   
• 프라이버시/대리사용 서비스 인가 구현 
• 경쟁, 소비자 신뢰도, 소비자 선택 심사 

 
레지스트라 업데이트 

이전 정책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새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 관련 불만을 처리한 첫 번째 
전체 분기였습니다. 2017년 1~3월 동안의 이전에 대한 불만이 2016년 동일한 기간의 
불만과 비교했을 때 전체 양은 줄어들었지만 불만의 복잡성은 증가했습니다. 
ICANN은 보고자들에게 이전 정책의 요구 사항을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시나리오가 발생함에 따라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egistrars/transfers-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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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책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자는 등록자 정보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면 60일 동안 등록자 변경이 

잠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보고자 및 레지스트라는 60일 잠금이 적용되면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레지스트라에서 60일 잠금을 옵트아웃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등록자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보고자는 지정된 대리인이 등록자에게 알리지 않고 등록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ICANN 이사회는 ICANN이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계약 준수 팀에서 
비공개 또는 프록시 서비스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와 관련하여 등록자 변경의 
집행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ICANN은 일부 레지스트라에서 비공개 또는 
프록시 서비스 활성화 또는 제거를 위해 60일 잠금을 구현한다는 데에 주목합니다.  
 
2016년 12월부터 등록자 변경과 관련된 모든 불만은 레지스트라에 문의로 
전송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ICAAN은 문의에 대한 응답 실패를 포함하여 
식별된 미준수 영역이 있는 경우 레지스트라에 통지를 보내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ICANN 계약 준수 접근 방식 및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approach-processes-2012-02-25-en을 
참조하십시오.  
 
 
CEO 인증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을 위해 ICANN에서 인가한 레지스트라는 연간 자체 
평가를 완료하고 1월 20일까지 ICANN에 준수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 계약 
준수 팀은 마감일까지 인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형식 및 내용의 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62개의 개별 레지스트라와 9개의 패밀리 레지스트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 RAA의 증가한 레지스트라 수를 고려했을 때(2015년 말 
기준 1974에서 2914로 증가) 작년 수치와 비교하여 올해의 수익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ICANN은 올해 DocuSign 전자 서명 시스템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더 높은 반응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수 확대 활동 
2017년 1월 APAC(아시아 태평양) 계약 준수 팀은 ICANN 싱가포르 APAC 비상주 
사무소에서 SEA(동남아시아) 레지스트라와 확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4개의 
지역 레지스트라가 이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새 ICANN 이전 정책 및 SEA 
레지스트라에서 발생한 일반 준수 문제를 중심으로 대면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은 ICANN 정책에 관한 레지스트라의 많은 질문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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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IS 정확성 보고 시스템  
이 분기 동안 계약 준수 팀은 WHOIS 정확성 보고 시스템(ARS) 2단계 3주기의 불만 
사항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WHOIS ARS 2단계 3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hois.icann.org/en/file/whois-ars-phase-2-cycle-3-report-syntax-and-
operability-accur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피드백에 대한 대응으로 
ICANN은 WHOIS ARS에서 생성한 WHOIS 부정확성 티켓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지표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보는 2017년 5월 
https://whois.icann.org/en/whoisars에 게시됩니다.  
 
다음 표는 WHOIS ARS 2단계, 3주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성된 WHOIS 부정확성 
티켓을 요약한 것입니다(2017년 4월 1일 기준). 티켓이 여러 프로세스 단계를 
거치거나 여러 비공개 코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숫자의 합계가 생성된 티켓 
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WHOIS ARS 2단계 3주기 지표 
계약 준수 팀에 접수된 총 티켓 4,552  
첫 번째 통지 이전에 종결된 티켓 2,662  
첫 번째 통지를 거친 티켓 1,892  
두 번째 통지를 거친 티켓 250 

세 번째 통지 중인 티켓 16 

아직 불만 처리 중에 있는 티켓 5  
종결된 총 티켓 4,547 

 
 
 

WHOIS ARS 2단계 3주기 해결 코드 
티켓 생성 시 WHOIS 데이터가 샘플링된 WHOIS 데이터와 다른 경우   1,616 
도메인 중지 또는 취소 1,442  
WHOIS 데이터 변경 또는 업데이트 406  
2013년 예외적으로 인정된 도메인에 대해 발견된 WHOIS 형식 문제 382 
티켓 처리 시 도메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207  
알려진 프라이버시/대리사용 서비스 173 
레지스트라가 WHOIS 형식 수정 135 
레지스트라가 샘플링된 WHOIS 데이터의 정확성 확인 72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관련된 준수 문제 처리 
이 분기 동안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관한 가장 많은 불만은 연간 준수 인증, 
CZDS(중앙 집중식 영역 데이터 서비스)의 영역 파일 액세스 요청 및 월별 보고 
완료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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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내부 검토를 
수행하고 ICANN에 이전 연도의 준수 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인된 
규정 13 .brand 위임이 있는 레지스트리 운영자, 행동 규정에 대한 승인된 면제가 
있는 레지스트리 운영자,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라-리셀러 서비스의 공급업체 
역할도 하는 레지스트리 관련 당사자가 있는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포함됩니다. 이 
분기 동안 ICANN은 이 의무의 준수에 대해 약 750개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을 
검토하였으며 인증의 내용이 해당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누락된 인증과 관련하여 약 90개의 준수 관련 문의를 전송하였습니다.  
 
ICANN에는 계속해서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레지스트리 계약에 따라 CZDS의 영역 
파일 액세스 요청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는 레지스트리 계약 및 CZDS 약관을 벗어나 영역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미준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상기됩니다. 또한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는 ICANN에 필요한 월별 트랜잭션 및 각 최상위 
도메인(TLD)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월말 20일 이전에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기됩니다.  
 
이번 분기에서 ICANN은 PICDRP(공익 보호 노력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새로운 gTLD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집행 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PICDRP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등록 계약 규정 11 미준수를 의심하는 당사자를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집행 통지는 PICDRP 상임위원회의 미준수 사항 발견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상 PICDRP 상임위원회의 첫 번째 ICANN 발동이었습니다. 
ICANN에서 발행한 모든 계약 집행 통지는 
https://www.icann.org/compliance/not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의결 
계약 준수 팀은 승인된 전반적인 개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레지스트리 계약의 
업데이트 사항으로 운영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에 
대해 제안된 전반적인 개정에 대해 해당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의결을 진행하는 
기간은 2017년 4월 10일 UTC(협정 세계시) 23:59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lobal-amendment-base-new-gtld-registry-
agreement-2017-01-23-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계약 준수 감사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ICANN은 매년 
레지스트라에 대한 두 번의 감사와 레지스트리에 대한 두 번의 감사를 수행합니다. 
2017년 3월 말을 기준으로 ICANN은 레지스트라 감사의 두 번째 마지막 단계를 
수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레지스트리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각 유형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래 제공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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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라 인가 계약 감사  
 
감사 팀은 2017년 1월에 각 감사 대상자에게 예비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레지스트라는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발견된 미달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일정은 4월 말입니다. 
 
레지스트리 인가 계약 감사  
 
이 분기 동안 감사 팀은 21명의 대상 감사자와 각각의 데이터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정보 요청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번 회차의 감사에는 범주 1 gTLD(소비자 보호, 중요 
문자열 및 규제 시장)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TLD가 포함됩니다. 감사 대상자는 감사 
요청을 취합하고 이에 응답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사 팀은 응답 및 문서를 
검토합니다. 2017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감사 팀은 9개국으로부터 3개 언어로 
작성된 950건 이상의 문서를 수신하여 검토했습니다.  
 
데이터 에스크로 감사 업데이트 
 
진행 중인 감사 절차의 일부와 ICANN의 요청으로 데이터 에스크로 대리인은 
레지스트라의 에스크로 파일 내용의 더욱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ICANN은 
이 기간에 세 번째 통지 또는 위반 통지를 수신한 레지스트라에 집중했습니다. 
 
ICANN은 다른 ICANN 승인 데이터 에스크로 제공자와 함께 데이터 에스크로 검토를 
위한 비슷한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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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처리 및 집행 요약 
 
아래 차트는 전체 계약 준수 관련 비공식 및 공식 프로세스에 따라 불만이 처리된 
이후의 불만 볼륨을 나타냅니다.  
 

 
 
 
 
 
 
 
 
 
 
 

• 현재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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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분기의 종결된 볼륨 = 현재 분기에 종결된 티켓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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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차트는 2017년 1~3월 동안 받은 불만 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문의/통지 전에 
종결된 불만의 양이란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보내지 않은 불만 사항을 
뜻합니다. 첫 번째 문의/통지 전에 불만을 종결한 이유는 불만이 잘못되었거나, 중복된 
불만이 이미 오픈되었거나, 보고자가 제공하지 않은 추가 정보 또는 요청된 증거이거나, 
데이터 변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dashboard/archives#definition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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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에는 이번 분기 및 이전 달에 대한 집행 활동, 집행 유형, 집행 상태 및 이유 
목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라 및 레지스트리의 집행 목록도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enforcement-not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월 동안의 집행 활동 

  

보낸 날짜 만기 날짜 계약 당사자 IANA ID 통지 유형 상태 불이행 통지 기준 

2017-03-10 2017-03-31 
#1 Internet Services 
International, Inc. dba 
1ISI 

1334 위반   규정준수 증명서 완료 및 제공(RAA 
3.15) 

2017-03-13 2017-04-03 
Tecnologia, 
Desarrollo Y Mercado, 
S. de R.L de C.V. 

1582 위반   레지스트라 정보 명세서에 요구된 
정보 유지 및 제공(RAA 3.17). 

2017-03-13 2017-04-03 Domain Jamboree, 
LLC 894 위반 

ICANN에 의해 검토 
중인 데이터 및 문서 

규정준수 증명서 완료 및 제공(RAA 
3.15) 

2017-03-16 2017-04-15 Top Level Spectrum, 
Inc. 연락처 위반 

ICANN에 의해 검토 
중인 데이터 및 문서 

RA의 규정 11 조항 3.c.에 따라 
명확한 등록 절차를 설정, 게시 및 
준수하여 개방성 및 무차별의 일반 
원칙과 일관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TLD 피드백 운영. 

2017-03-30 2017-04-20 Alice's Registry, Inc. 275 위반   

RNH가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도록 
허용하거나(IRTP 1) 거부에 대한 
유효한 이유 제공(IRTP 3). 
인증 정보 코드 제공(IRTP 5).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이전 달의 집행 활동 

 
보낸 날짜 만기 날짜 계약 당사자 IANA ID 통지 유형 상태 불이행 통지 기준 

2016-12-01 2016-12-31 

GreenTech 
Consultancy 
Company W.L.L. 
(mobily 및 xn--
mgbb9fbpob) 

  
Mobily 

 
위반 

2017년 2월 20일까지 
시정 기간 연장, 
ICANN에 의해 검토 중 

기한 경과 수수료 지불(RA 제 6조). 

2017-01-06   Aim High!, Inc. 644 정지 
2017년 1월 23일 발효 
및 2017년 4월 23일 
종료 

사기 또는 신용상 의무 위반을 
일으켰다고 판단된 임원을 
해임하지 못함(5.5.3 RAA). 

2017-02-13 2017-03-06 Webair Internet 
Development, Inc. 1326 위반 시정된 위반 

요청된 Whois 부정확성을 
조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 
수행(RAA 3.7.8).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WHOIS 연락처 정보 검증 및 
확인(RAA-WAPS 1, 2, 4).  

2016-11-18 2016-12-09 Registration 
Technologies, Inc.  321 위반 시정된 위반 

ICANN에 문서 및 정보 제공(RAA 
3.15). 
통신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4.2/3).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2016-11-21 2016-12-12 Web Business, LLC 966 위반 자발적 해임 
인증 수수료 지불(RAA 3.9). 

에스크로 등록 데이터(RA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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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달의 집행 활동 

 
보낸 날짜 만기 날짜 계약 당사자 IANA ID 통지 유형 상태 불이행 통지 기준 

지정된 응답 형식으로 도메인 이름 
데이터 제공(RAA-RDDS 1.4). 

갱신/이행 수수료 표시(ERRP 4.1). 
웹 사이트에 임원진의 이름 및 
직책 게시(RAA 3.17 및 RIS 17). 
웹 사이트에 남용 보고서에 대한 
이메일 주소 게시(RAA 3.18.1). 
남용 보고서 관련 기록 유지 및 
제공(RAA 3.18.3). 
제 3자에 대한 ICANN 로고의 
재허가 금지(RAA 로고 라이선스 
규정). 

2017-01-04   Nanjing Imperiosus 
Technology Co. Ltd. 953 종료   21일 이내에 RAA 위반 시정(5.5.4 

RAA).  

2017-01-12   Oi Internet S/A 1380 종료   21일 이내에 RAA 위반 시정(5.5.4 
RAA).  

 
 
 
 
 
 
최신 정보는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