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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CCWG 수정본, ‘15.11.15)
(Enhancing ICANN Accountability & Governance) 

2015. 11. 26, 한국인터넷진흥원

□ ICANN 책임성 강화 커뮤니티 워킹그룹(CCWG-ACCT) 개요

o (목적) IANA기능 이양 논의로 ICANN과 계약관계에 있는 美정부의 관리자

역할 부재가 야기할 ICANN의 책임성 문제 검토 및 방안 모색

- (업무1) IANA 관리권 이양 일정에 맞춘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F CWG-Stewardship 과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 추진

- (업무2) IANA 관리권 이양 이후에도 고려되어야 할 책임성 이슈 

해결방안 및 이행방안 검토 

□ CCWG 수정본(‘15.11.15) 주요내용

o (권고 1) 커뮤니티 권한 집행을 위한 Empowered Community 설립

- 커뮤니티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될 Empowered Community

설립 내용을 ICANN 정관에 추가. Empowered Community는 지명인

(Designator : 법률상 인정되는 역할)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의 권한을 집행할 수 있음

o (권고 2) 합의를 통한 커뮤니티 권한 행사 : 개입 → 확대 → 시행

- 커뮤니티는 개입 및 확대(engagement and escalation) 프로세스를 통해

광범위한 논의 및 논쟁을 거친 후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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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권고 3) 표준정관 및 핵심정관 재정의

- ICANN 커뮤니티와 ICANN 이사회 간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한 

핵심정관(fundamental bylaw) 신설

o (권고 4) ICANN 의사결정에 커뮤니티 참여 보장 : 5개 커뮤니티 권한

o (권고 5) ICANN 미션, 서약, 핵심 가치 명료화

- 업무 범위 강화, outdated된 관련자료 교체, ICANN의 역할 명료화

o (권고 6) ICANN 정관에 ‘인권’ 서약 추가

o (권고 7) 독립 검토 프로세스(Independent Review Process)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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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권고 8) 재검토 요청 프로세스 보강

o (권고 9) ICANN - 美 상무부 간의 의무확인서(AoC) 검토 조항을 

ICANN 정관에 편입

- (AoC 검토 내용) 책임성 및 투명성 검토, DNS의 보안성·안정성·회복성

검토, 경쟁·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선택권 검토, WHOIS 정책 검토

- (ICG 제안 내용) IANA 기능 검토, 특별 IANA 기능 검토

o (권고 10) ICANN 지원기구(SO) 및 자문기구(AC)의 책임성 강화

o (권고 11)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ICANN 정관 

추가 변경

- 재정 위기 또는 파산, 운영 요건 불이행, 법적 조치, 서약 및 정관 미

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책임성 메커니즘의 적정성 평가 진행

o (권고 12) 업무 2 범위의 추가적인 책임성 강화 업무 확인

- ICANN 투명성 개선, ICANN 지원기구/자문기구의 책임성 강화,

ICANN의 다양성 기준 개선, 관할권, ICANN의 인권 서약에 대한 

해석 프레임워크 구체화에 대한 작업 예정임을 명시

- 업무 2의 범위는 ’16.3월 ICANN55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16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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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o ~‘15.12.21일 CCWG 제안서(수정본)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o ‘16.1월 말, ICANN 이사회에 CCWG 제안서(최종안) 제출

o ‘16.2월~ : 미 정부 및 의회 검토(4~5개월)

o ’16.9월 : IANA 계약 만료 및 IANA 관리권 이양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