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NN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 1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2017 년 7 월 ~ 9 월 

 

 

 

  



 

ICANN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 2 

 

목차1 

 

 일반 업데이트 

 계약 준수 실천 항목 및 개선 사항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불만 처리 및 집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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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 마십시오. 



 

ICANN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 3 

 

 
 

  



 

ICANN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계약 준수 업데이트  

 

| 4 

 

일반 업데데데 

 

2017년 7월 및 8 월에 계약 준수 팀과 글로벌 도메인 부서 팀은 중국, 한국 및 터키에서 확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은 ICANN 준수 관련 문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와 직접 협력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준수 실천 항목 및 개선 사항 

 

규정 준수 보고의 투명성 향상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약 준수 팀은 ICANN.org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준수 보고서의 불만 사항 

대상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개발 및 테스트 해왔습니다. 이는 여러 

보고 변경 사항의 첫 단계이며 경쟁, 소비자 선택, 소비자 신뢰 검토 팀, 정부 자문위원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서 취합한 다양한 권고 및 요청과 일치합니다.  

 

일부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다음에 대한 추가 지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월간 대시보드 개선:  

 WHOIS 부정확성 불만 사항 - 구문, 운용성 및/또는 ID와 같은 부정확한 유형 식별  

 등록 기관 관련 DNS 악용 사례 - 스팸, 파밍, 피싱, 악성 코드, 봇넷, 위조, 제약, 사기성 및 

기만적인 관행,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레지스트라 남용 연락처 

정보 등을 포함하는 악용 유형을 식별. 

2. 2 가지의 새로운 보고 범주 생성 - 분기별 및 연간 지표 보고서 분기별 보고서는 정기적인 보고 

관행을 도입하고 연례 총회 및 커뮤니티 포럼에서 제공되는 지표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새 연례 보고서는 ICANN 계약 준수 환경에 대한 연도별 보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표를 제공합니다.  

 기존 gTLD 및 새로운 gTLD별 모든 불만 유형. 

 티켓 접수부터 종료에 이르는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거치며 진화하는 모든 불만 사항. 

 시행 관련 보고서. 

https://www.icann.org/resources/compliance/out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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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 변경 단계는 2017년 10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개발을 목표로 하며 불만 

사항 보호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표 및 대시 보드에 대해서는 ICANN 계약 준수 성능 측정 및 보고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업데이트 
 

이 기간 동안 ICANN 계약 준수 팀의 불만 처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종결 코드 및 사유 업데이트 

 여러 불만 사항 유형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해 기자 및 계약 템플릿을 업데이트 

 잘못된 불만 사항의 수를 줄이고 웹 양식 작성 시 기자의 혼란으로 인한 불만 사항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웹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웹 양식 데이터를 확인. 

 공익 보호 노력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출된 GAC 범주 1 gTLD 및 불만 사항에 관하여 더욱 

세밀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레지스트리 등록 데이터 디렉토리 서비스 일관성 있는 라벨링 및 디스플레이 정책 시행으로 

인해 촉발된 WHOIS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WHOIS 계정 조회 기능 업데이트 

 이름 지정 서비스 포털 출시 및 글로벌 도메인 부서 포털의 레지스트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계정 업데이트 

 

ICANN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 
 

이번 분기에도 ICANN의 계약 준수 팀은 계속해서 정책 개발 과정(PDP) 실무 그룹 및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다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량 WHOIS. 

 프라이버시/대리사용 서비스 인가 구현 

 경쟁, 소비자 신뢰도, 소비자 선택 심사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후속 절차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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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정보의 번역 및 음역 

 모든 gTLD 구현에서의 IGO 및 INGO 식별자 보호 

 

레지스트리 등록 데이터 디렉터리 서비스 일관성 있는 라벨링 및 디스플레이 정책의 발효 

2017년 8월 1 일부터 레지스트리 등록 데이터 디렉터리 서비스 일관성 있는 라벨링 및 디스플레이 

정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운영자 및 

레지스트라는 정책에 정의된 데이터 사양을 구현해야 합니다. 정책 시행 후 ICANN 계약 준수 

프로그램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제한된 수의 불만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레지스트라 업데이트 
 

분실 도메인 이름 

계약 준수 프로그램은 도메인 이름 관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록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수 불만 사항 양식에 분실 도메인 페이지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레지스트리 운영자와 관련된 준수 문제 처리 

이번 분기 동안 ICANN 계약 준수는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구현 전에 신규 또는 상당히 변경된 

레지스트리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해당하는 경우 ICANN 의 승인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하여 

제한된 수의 불만 사항을 계속 처리했습니다. ICANN 은 DNS 의 보안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지스트리 서비스 평가 정책(RSEP)을 통해 구현하기 전에 추가 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ICAA 승인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획된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정된 참여 책임자에게 연락하거나 globalsupport@icann.org 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ICANN 에 연락하기 전에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 

규정 준수 문의 또는 통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dds-labeling-policy-2017-02-01-en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lost-domain-names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egistries/rsep/policy-en
mailto:globalsupport@ican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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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계약 준수 팀은 이번 분기에 신규 gTLD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대하여 2 건의 시행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두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모두 브랜드 gTL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통지는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승인  

2017년 7월 31 일에는 기본 신규 gTLD 레지스트리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개정 대상 

레지스트리 운영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 7월 31 일 이후에 실행된 레지스트리 

계약서에는 업데이트된 언어도 포함됩니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문서를 포함하여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ANN 계약 준수는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감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계약 준수 감사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ICANN 조직은 매년 레지스트라에 대한 

두 번의 감사와 레지스트리에 대한 두 번의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의 각 유형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래 제공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감사  
 

2017년 9월 18 일에 감사 팀은 59 개 레지스트라에 대한 정보 요청을 포함하는 감사 알림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수정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6개의 

레지스트라는 본격적인 규정 준수 감사를 받고 있으며 33 개의 레지스트라는 제한적 규모의 검토 

대상입니다. 

 

레지스트리 인가 계약서 감사 
 

레지스트리 감사의 이전 단계가 완료되었으며 통합 보고서는 여기에 게시됩니다. 

 

https://www.icann.org/compliance/notices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lobal-amendment-base-new-gtld-registry-agreement-2017-01-23-en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contractual-compliance-ra-audit-report-2017-11sep1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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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지스트리 감사의 새로운 단계가 2017 년 9월 5일에 시작되었으며 감사 알림과 정보 

요청은 10 개 레지스트리에 전송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감사에는 범주 1 gTLD(소비자 

보호, 중요 문자열 및 규제 시장)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TLD가 포함됩니다. 9월 말 현재 

대부분의 감사 대상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한 감사 전 알림 
 

2017년 7월 31 일부터 계약 준수는 혼동을 피하고 이메일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감사 전 알림을 보내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감사에 대한 감사 

전 알림이 재개되며 리소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감사 범위의 계약 당사자에게만 전달됩니다.  

 

데이터 에스크로 업데이트 
 

진행 중인 사전 모니터링 및 ICANN 조직의 요청에 따라 Iron Mountain 은 레지스트라의 에스크로 

파일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ICANN 은 이 기간에 세 번째 통지 또는 위반 

통지를 수신한 레지스트라에 집중했습니다. 이 검토는 등록자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만 처리 및 집행 요약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ANN 계약 준수 분기별 지표는 규정 준수 성과 보고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eatures.icann.org/comp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