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NN 뉴스레터 (2017 년 8 월) 

  

▪ 공지사항 

o [의견수렴] IP 주소 정책개발지원기구(ASO) 조직검토 최종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진행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

08-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ITEMS International 이 작성한 IP 주소 

정책개발지원기구(ASO) 조직검토 최종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8.8~9.6) 

o [의견수렴] “gTLD 관련 DNS 오남용 통계 분석” 보고서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진행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09-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gTLD 관련 DNS 오남용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8.9). 본 조사는 경쟁, 소비자신뢰 및 소비자 선택 

리뷰 팀(CCTRT)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스팸, 피싱, 말웨어 

등 DNS 관련 오남용 사례들의 통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legacy) gTLD 와 신규 gTLD 의 수치를 비교분석하여 제공 

•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기존(legacy) gTLD 에 해킹 도메인(compromised/hacked)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규 gTLD 에 악의적 목적(maliciously registered)으로 등록된 

도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등록 제한이 있는 경우, 오남용 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존(legacy) gTLD 의 경우 오남용 사례 - 또는 오남용 

도메인의 수 - 가 상대적으로 유지 또는 높은 레벨을 보이는 

반면, 신규 gTLD 에서는 상승 트렌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gTLD 에서의 피싱 및 

말웨어 도메인 비중(10,000 개 중 오남용 도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legacy) gTLD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프라이버시 및 프록시 서비스 관련 도메인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오남용 수치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임 

o [제안요청] PTI 서비스 기관 감사를 위한 제안요청서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11-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IETF(인터넷기술표준화기구), 

RIR(대륙별 IP 주소관리기구)과의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사 

진행을 위해 제안요청서를 발표. 본 감사는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08-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08-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09-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11-en


모회사인 ICANN 과  자회사인 PTI(Public Technical Identifiers, 

IANA 업무를 위해 설립된 ICANN 자회사) 간 체결된 계약의 

일부이기도 함 

o [제안요청] 인권 영향 평가를 위한 제안요청서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15-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ICANN 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HRIA)를 위해 제안요청서를 발표 

o [발표] 루트존 레이블 생성규칙 버젼 2(RZ-LGR-2)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17-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루트존 레이블 생성규칙 버젼 2(RZ-

LGR-2)를 발표. RZ-LGR 은 DNS 루트존에서 유효한 

자국어도메인(IDN) 레이블 정의를 위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6 년 4 월에 발표된 버젼 1 에는 아랍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발표된 버젼 2 에는 에디오피아 문자, 조지아 문자, 크메르 

문자, 라오스 문자, 태국 문자 등 5 개 문자가 추가됨 

• 레이블 생성규칙은 문자별 커뮤니티 기반 패널(GP : Generation 

Panel)이 작성하고 ICANN 통합패널(IP : Integration Panel)의 평가를 

받아 완성됨 

o [제안요청] ICANN 지정 레지스트라 데이타 에스크로 서비스 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

08-17-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ICANN 지정 레지스트라 데이타 

에스크로 서비스(RDE) 대행사 선정을 위해 제안요청서를 

발표하였으며 1 개 이상의 대행사를 선정 예정 

• ICANN 등록대행자는 RDE 프로그램에(2007~현재) 따라, ICANN 이 

지정 또는 승인한 RDE 대행사를 통해 gTLD 등록정보에 대한 백업 

카피를 정기적으로 저장 해야 함 

o [인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대외협력부서장으로 알렉산드라 쿨리코바 

(Alexandra Kulikova)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21-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미하엘 야부쉐프(Michael 

Yavushev)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대외협력부서장 후임으로 

알렉산드라 쿨리코바 가 9 월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발표 

• 알렉산드라 는 2015 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대외협력팀장으로 ICANN 에 합류하였으며, 모스크바 기반 비영리 

씽크탱크인 PIR Center 에서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및 국제정보보안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15-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17-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08-17-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08-17-en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8-21-en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등 인터넷거버넌스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 런던정경대학에서 미디어통신거버넌스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모스크바 언어대학에서 언어학 및 다문화통신 학사학위를 

받음 

o [웨비나] “gTLD 관련 DNS 오남용 통계 분석(SADAG)” 연구에 대한 웨비나 

개최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2017 년 8 월 발표된 ”WHOIS 정확성 

보고시스템” 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웨비나(온라인 세비나)를

 9 월 13 일 및 14 일에 개최 예정 

• 웨비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일시 : 2017 년 9 월 13 일(수) 14:00 - 15:30 UTC 

Join via Adobe Connect 

View Dial-In Information 

Participant Code: 1429847649 

❖ 일시 : 2017 년 9 월 14 일(목) 04:00 - 05:30 UTC 

Join via Adobe Connect 

View Dial-In Information 

Participant Code: 1429847649 

  

▪ 국내외 주요일정 

o 9.15(금)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 

❖ 2017 KrIGF 홈페이지 : www.igf.or.kr 

❖ ICANN 아태본부 켈빈왕 대외협력부서장이 연사로 참여 예정 

o 10.28(토)~11.3(금) : 제 60 차 ICANN 정례회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 ICANN60 홈페이지 : https://meetings.icann.org/en/abudhabi60 

  

▪ 주요자료 링크  (*워크숍에서 발표한 ‘등록대행자 전용 웹페이지’는 현재 최종점검 

진행 중으로, 9 월 중 url 공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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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CANN 2018 운영계획 및 예산(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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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jun1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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