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NN 뉴스레터 (2017 년 7 월)  

  

▪ 공지사항 

o ICANN, 일반최상위도메인 시장 건강상태지수(베타)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7-06-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일반최상위도메인 관련 통계와 

트렌드를 보여주는 일반최상위도메인 시장 건강상태지수(베타)를 

현행화하여 발표(7.6) 

o [웨비나] WHOIS 정확성 보고시스템 (2017년 6월 보고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07-06-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2017년 6월 발표된 ”WHOIS 정확성 

보고시스템” 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웨비나(온라인 세비나)를 

7월 20일에 개최 

• WHOIS웨비나 관련 정보(안건 및 회의록 등)는 

https://whois.icann.org/en/knowledge-center 를 참조 

o 보안 프레임워크 초안작성팀(SFDT), 레지스트리 운영자를 위한 보안 위협 

대응 프레임워크 초안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3-

2017-07-06-en  

o [제안요청] 보안안정성자문위원회(SSAC) 조직 검토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7-07-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보안안정성자문위원회(SSAC)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독립적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발표 

o [기간연장] 루트서버보안안정성자문위원회(RSSAC) 조직 검토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7-11-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루트서버보안안정성자문위원회(RSSAC)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독립적 

평가업무를 위한 제안 요청 기간을 연장 

o ICANN, ICANN59 결과보고서 2종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7-24-en  

• ICANN59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Community Feedback) 및 

회의결과를 수치로 제공하는 통계보고서(By the Numbers)를 발표  

• ICANN59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주요결과 요약  

❖ 1,353명 현장 참석 (참고 : 본 회의는 ‘정책포럼’ 형태로 

개최되어, 연 3회 정례회의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회의임) 

❖ 전체 참석자의 33%가 신규참석임, 236개 세션이 

운영됨(총 4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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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참여한 3개 세션은 다음과 같음 : (1)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세션, (2) 

차세대 일반최상위도메인 등록정보제공서비스(RDS)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커뮤니티 간 토론 세션, (3) 누가 ICANN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가? 토론 세션 

o ICANN60 펠로우십 선정결과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7-26-en  

  

▪ 주요일정  

o 8.7(월)~11(금) : KISA-ICANN 공동주관 ‘제 2 차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2017)’  (이화여자대학교)  

• 등록대행자 홍보물 배포를 위한 장소가 등록데스크 옆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등록대행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KISA 인터넷주소센터 박유리책임(yuri@kisa.or.kr, 02-

405-5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APIGA2017 홈페이지 : go.icann.org/apiga 

(https://community.icann.org/pages/viewpage.action?pageId=64083

042)  

• APIGA2017 페이스북 : https://ko-kr.facebook.com/ap.ig.academy/  

o 8.29(화)~30(수) : ICANN 등록대행자 워크숍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 : 

KISA 등록대행자 워크숍과 연계하여, 같은 장소에서 개최)  

• ICANN 발표세션 : 8.29(화) 16:20~18:00 (ICANN 발표자 : 하워드 리 

& 재스민 림) 

• ICANN 질의응답 : (1차) 8.29(화) 18:00~18:30 (회의장), (2차) 

8.29(화) 19:00~20:00 (저녁식사 장소)  

❖ (참고)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 8.30(수) 오후에 서울 도착 후 

(2시~4시) 하워드 또는 재스민과 1:1 개별 미팅도 

가능합니다. (본 메일로 신청접수 받습니다..^^) 

• ICANN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문통역사가 참석하여 한-영 

순차통역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자료 링크  

o ICANN 정관(2017.7.22 개정)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overnance/bylaws-en  

o ICANN 2016-2020 전략계획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overnance/plann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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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ANN 2018운영계획 및 예산(2017.6.24)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adopted-opplan-budget-fy18-

24jun17-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adopted-opplan-budget-fy18-24jun17-en.pdf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adopted-opplan-budget-fy18-24jun17-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