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NN 뉴스레터 (2017 년 9 월) 

  

▪ 공지사항 

o [공지] 커뮤니티 우선 평가 절차 검토 추진현황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9-01-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커뮤니티 우선 평가(CPE) 절차 검토 관련 

추진현황을 발표(9.1) 

• 커뮤니티 우선 평가(CPE) : 신규 gTLD 신청 접수 결과 동일한 문자열에 대

한 다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경합 발생), 커뮤니티 기반 신청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평가방식 

o [공지] 2017 임원추천위원회(NomCom) 선정결과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09-01-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2017 임원추천위원회(NomCom)는 아래와 같이 8 명의 임원을 선정하였

다고 밝힘(9.1) (차기 ICANN 정례회의부터 임기 시작 ) 

• 이사(2 인) : 아브리 도리아(북미), 사라 도이치(북미) 

• 일반이용자자문위원회 위원(3 인)  : 하디아 델미니아위(아프리

카), 카일리 칸(아태), 리카르도 옴키스트(남미) 

• 국가도메인정책개발지원기구 위원(1 인) : 마리타 몰(북미) 

• 일반도메인정책개발지원기구 위원(2 인) : 카를로스 구에티에레

즈(남미), 시에드 이스마일 샤(아태) 

o [공지] 등록정보접근프로토콜(RDAP) 파일롯 프로그램 개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9-05-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자발적 등록정보접근프로토콜(RDAP) 

파일롯 프로그램을 2017 년 9 월 5 일 부터 2018 년 7 월 31 일 까지 진행 

예정임을 발표 

• RDAP : WHOIS 프로토콜 대체수단으로, 이용자는 RDAP 을 통해 등록정보

에 접근 가능 

o [웨비나] “계약준수 및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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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ICANN 관할범위 내에서의 계약준수 및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웨비나를 9 월 25 일 개최 예정으로, 세부 주제

는 다음과 같음 : 

• ICANN 계약 및 정관에 따른 현행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및 토론 

• ICANN 관할범위 내에서의 DNS 오남용 사례 분류 

• DNS 관련 오남용 대응을 위한 자발적 노력 및 활동 논의 

• ICANN60 세션 논의 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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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나 개최 결과는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compliance-

reports-2017 에서 확인 가능 

o [의견수렴] 임원추천위원회(NomCom) 검토 설문지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 요청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9-12-en 

• 애널리시스 그룹(ICANN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2 차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 평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조직 검토를 위한 설문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요청(9.12~10.13) 

o [공지] 이사회 공개 세션 개최 계획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

ment-2017-09-13-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이사회는 9 월 20 일부터 23 일까지 진행되

는 몬테비데오 워크숍 기간 중 공개 세션을 개최 예정이라고 발표 

• 공개세션 아젠다는 다음과 같으며 개최 결과는  https://www.icann.org/r

esources/pages/2017-board-meetings 에서 확인 가능 

• (9.22)ICANN59 요하네스 정례회의(’17.6)에서 발표된 정부자문위

원회(GAC) 커뮤니케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관련 논의 

• (9.23) 이사회 공개회의 

o [제안요청] gTLD 시장 건강지수 평가를 위한 제안요청서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9-22-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1) 

DNS 시장 지표에 대한 프레임워크 평가 및 (2) 최종 지표 목록에 대한 상

세 분류체계 생성, 

(3) 필수 데이터 중 ICANN 조직 외부에서 얻어야 하는 정보 출처 파악 업

무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표 

o [공지] 루트존 키서명키(KSK) 교체 연기 발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9-27-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은 2017 년 10 월 11 일로 예정되었던 루트

존 키서명키(KSK)* 교체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교체되었음을 발표 

• DNSSEC : 

DNS 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해 DNS 정보에 공개된 암호화 기반 전

자서명을 추가한 국제표준 

• 키서명키( KSK) : 

DNSSEC 전자서명 및 서명 검증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 

• 루트존 키서명키(KSK) 교체 일정은 당초 2017 년 10 월 11 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상당수 캐시 네임서버가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최근’ 확인

됨에 따라 관련 일정이 연기됨 

• 아주 최근 추가된 DNS  프로토콜 사양을 통해 기존에는 파악이 

어려웠던 전세계 캐시 네임서버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일정 변경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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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은 보안안정성자문위원회(SSAC),  APNIC  등 대륙별 IP 주소할당기

구(RIR), 네트워크 운영자 그룹(NOG) 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키서명키 교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예정 

o [웨비나]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활동에 대한 웨비나 개최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09-27-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 관련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활동 논의를 위한 웨비나를 10 월 3 일 개

최 예정 

• 웨비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일시 : 2017 년 10 월 4 일(수) 14:00 - 15:00 UTC 

                                            Join via Adobe Connect (dial-in 요청: gdpr-questions@icann.org) 

                                            View Dial-in Information 
Participant Code(English) : 9001 

o [공지]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RSSAC) 검토 수행기관으로 Interisle 선정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017-09-28-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루트서버시스템자문위원회(RSSAC)에 

대한 검토 수행기관으로 Interisle 컨설팅그룹을 선정하였다고 발표 

o [공지] DNS 보안.안정.회복성 2 차 리뷰팀(SSR2), Gap 분석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요청 https://www.icann.org/news/announcement-2-2017-09-28-en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DNS 보안.안정.회복성 리뷰팀(SSR2)과 

함께, 지난 1 차 SSR 리뷰 권고안에 대한 gap 분석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밝힘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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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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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자료 링크 

o ICANN 정관(2017.7.22 개정)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governance/b

ylaw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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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opted-opplan-budget-fy18-24jun1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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