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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회의명 제64차 KIGA 주소자원분과회의

일  시 2021.4.23.(금) 16:00~18:00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참석자
(총 20인)

 - 위원: 10인
 - KISA : 7인

 - 사무국 : 3인

- 위원 : 강경란(아주대), 김경석(부산대), 김국(서경대학교), 김상민
( ), ( ),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이동만
(KAIST), ( ) ( 제외 가나다순 )

- KISA : 단장, 박정섭 팀장, 황해란 선임, 김보영 선임,

장시영 선임, 전지수 주임, 최현아 주임

- 사무국 : 윤주혁, 구범서, 송기복

□ 지난 회의록 검토

o 특이사항 없음

□ 인주법 워킹그룹 보고

o 인주법 관련하여 조승래 의원실과 회의 진행 예정(5월 초)

    ※ 회의 이후 공청회 및 관련일정 논의 예정

o 윤복남 위원장이 입법조사관에 참조문서 및 관련내용 송부

o 오병일 위원이 과방위에서 배포한 검토보고서 공유함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검토 일부 개정 법률안 보고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체계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o 6조4항5호 “「민법」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논의 필요

      ※ 범위에 대해서 확인 후 워킹그룹에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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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정보에 대한 법인과 자연인의 정보 구분 필요(GDPR처럼 법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필요)

•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성 담보 방안 마련 필요

• SSAD 개발 및 운영비용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 부담(SSAD 사용자에게 미한정) 필요 

• 중앙집중적 공개 시스템이 아닌 분열된(파편화된) 시스템으로 결론지어진것에 대한 우려

• 공개 결정을 감독할 강제 절차의 부재

•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함

•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발생 시 사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줄 위험성존재

□ ICANN 최근 이슈 공유  ※ 관련 세부내용 붙임 참고

o gTLD 등록데이터 정책 논의 경과

- ‘18.5월 WHOIS 임시요건의 적용을 개시하며 차기 WHOIS 정책이 

’19.5월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1단계 : WHOIS 위한 논의결과(등록데이터 처리 목적, 범위 등)를 EPDP 1단계 

최종보고서로 발표, ICANN 이사회 승인을 거쳐 현재 이행 계획 수립 중

    ※ 2단계 : 비공개 WHOIS 데이터 접근 ‧공개의 표준화된 시스템(Priority1), ②임시 등록 

정책에서 보류된 이슈 및 1단계 미해결 이슈(Priority2)에 대한 권고를 ICANN 이사회에 제출

o 현재 논의 이슈

- Phase 2A를 통해 Phase 2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슈(법인의 등록정보,

익명화된 이메일의 실현 여부)에 대해 논의 중(’20.12월~)

- GAC은 ’20.8월 현재 제안에 대해 아래의 의견 제출

- 차기 WHOIS 정책은 아직 미해결 이슈와 많은 이견이 존재하여, 실제

합의된 정책이 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의견>

o 현재까지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적용 시 발생하는 점에

대한 논의 필요

o WHOIS 개편 관련하여 향후 일정 및 계획안 필요

o 국제적 논의를 국내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후 정리 필요

o 워킹그룹보다 주소자원분과가 전체적 진행을 맡아 금년도 연이어 진행

□ 차기 회의 일정 : 2020. 5. 28.(금), 시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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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gTLD 등록 데이터 정책(기존WHOIS) 논의 경과

□ 논의 경과

o ’18.5.25 EU GDPR 시행으로 ICANN이 도메인 관리기관 및 등록

대행자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도메인등록정보(WHOIS) 서비스에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법률을 

준수하는 차세대 WHOIS 정책 수립 중

- ICANN과 계약된 도메인관리기관 및 등록대행자가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시적으로 WHOIS 관련 정책을 완화하여 운영 중

    ※ 도메인등록정보(WHOIS) 서비스 : 도메인 등록인의 등록정보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 gTLD에 대한 임시 등록데이터 정책(Interim Policy) - ’18.5.25 >

※ ’18.5.25 등록정보 공개 범위를 완화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gTLD 등록 데이터를 
위한 임시 조건(Temp Spec)’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9.5.20부터 ‘gTLD에 대한 
임시 등록 데이터 정책(Interim policy)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 

① 적법한 처리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항목(예 : 신청자 및 관리자의 이름, 상세 
주소)은 공용(public) WHOIS에서는 제공하지 아니함

② 이메일 주소는 연락을 위해 제공하되 실제 주소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예 : 익명화된 이메일주소, web form 등)

③ 도메인네임 신청자/관리자가 원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④ 적법한 이익을 가진 자(예 : 사법기관)에게는 비공개(Non-public) WHOIS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⑤ 개인정보를 백업 등 하는 Escrow Agent는 GDPR상 프로세서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⑥ EU 역외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GDPR에 따른 안전조치(safeguard)를 취해야 함

  ※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gtld-registration-data-temp-spec-17may18-en.pdf

o EPDP*는 WHOIS 데이터 처리(수집, 사용, 공개)에 있어 GDPR과 

법적 충돌이 없도록 WHOIS 정책 개정 논의를 진행

    * EPDP(Expedited Policy Development Process) : 기존 정책을 보완할 때 시행하는 

신속정책개발절차

o ’18.5월 WHOIS 임시요건의 적용을 개시하며 차기 WHOIS 정책이 

’19.5월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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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항목 수집 공개

• Domain Name (도메인 이름) O X

• Registry Domain ID (등록기관 도메인 ID) - O

• Registrar WHOIS Server (등록대행자 WHOIS 서버) O X

• Registrar URL (등록대행자 URL) O X

• Updated Date (업데이트 일자) - X

• Creation Date (생성 일자) - X

• Registry Expiry Date (등록기관 만료일) - X

• Registrar Registration Expiration Date (등록대행자 등록 만료일) 선택 X

• Registrar (등록대행자) O X

• Registrar IANA ID (등록대행자 IANA ID) O X

• Registrar Abuse Contact Email (등록대행자 남용 신고 이메일) O X

• Registrar Abuse Contact Phone (등록대행자 남용 신고 전화) O X

• Reseller (리셀러) 선택 X

• Domain Status (도메인 상태) O X

• Registry Registrant ID (등록기관 등록 ID) - O

• Registrant

  (등록인)

Naem (이름) O O

Organization (소속기관) 선택 미정

Street (도로) O O

City (시) O O

State/Province (주/도) O X

Postal code (우편번호) O O

Country (국가) O X

Phone (전화번호) O O

Phone ext (전화 내선번호) 선택 -

Fax (팩스) 선택 -

Fax ext (팩스 내선번호) 선택 -

Email (이메일) O O

• Tech ID (관리책임자 ID) - O

• Tech Fields

  (관리책임자)

Name (이름) 선택 O

Phone (전화번호) 선택 O

Email (이메일) 선택 O

• Name Server

  (네임서버)

Name Server (네임서버이름) 선택 X

Name Server IP Address

(네임서버 IP주소)
선택 X

• DNSSEC 선택 X

• Last Update of Whois Database (WHOIS 데이터베이스 최근 업데이트) - X

- 1단계로(Phase 1, ’18.8~’19.2) WHOIS 운영을 위한 등록데이터 

처리 목적, 데이터 처리 범위(수집, 사용, 개방)등의 논의 결과를 

EPDP 1단계 최종보고서(29개 정책 권고안)*로 발표(’19.2.20)하였으며,

ICANN 이사회 승인(’19.5.15)을 거쳐 현재 이행 계획 수립 중

     * 붙임1 EPDP 1단계 최종보고서 참고. 데이터 처리 목적 정의, 등록인의 소속기관

명에 대한 권고 2개를 제외하고 ICANN 이사회 승인 완료

 < gTLD 등록 데이터 정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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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단계로(Phase2, ’19.~’20.7) ①비공개 WHOIS 데이터 접근‧공개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Priority1)*, ②임시 등록정책에서 보류된 이슈

및 1단계에서의 미해결 이슈(도시명 삭제, 데이터 보유 등)(Priority2)에 대한

권고를 ICANN 이사회에 제출

* SSAD, System for Standardized Access/Disclosure

<비공개 데이터 접근‧공개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SSAD) 개념도>

<비공개 WHOIS 데이터 접근‧공개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Priority1)>

o (정보요청자 승인 – 권고 1)

- 승인기관(ICANN 혹은 ICANN 지정 기관)은 승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승인받은 요청자(법인, 개인) 만 SSAD를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권고1에는 승인기관이 요청자를 입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쟁

해결 절차, 갱신 절차, 회계 감사 요구조건, 보고사항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권고 

- ICANN(기관)의 등록대행사 승인 경험을 사용하여 ‘정보요청자’ 승인 

이행에 필요한 제안을 준비할 것을 권고 - 6 -

- Identity Provider는 ICANN(승인기관)이나 승인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3의 기관이 되어야 함

- Identity Provider는 정보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과 

관련된 증빙자료(credential)을 관리해야 함

- Identity Provider는 상표권자나 전문 사이버 보안회사 등 고유 

목적을 가진 정보요청자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 승인기관은 identity provider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승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o (정부 기관의 정보요청 승인 – 권고 2)

- 정보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 정부기관은 각국 정부(국제기구의 경우 

IGO에서)에서 자격을 승인받아야 하며, 아래의 기관이 해당됨

• 민법․형법 집행기관

• 데이터 보호․규제 기관

• 사법기관

• 법률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소비자 권리 보호 기관

• CERT 등 법률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사이버 보안 기관

- 승인 자격은 각 국가가 지정한 승인 기관에서 결정

- 정부 기관의 승인 조건은 권고1의 법인․개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해야 하며, 리스트화 되어야 하고, 정부 승인 기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o (정보제공 요구 – 권고 3,6,7)

- SSAD는 정보 요청 양식을 표준화해야 함

- SSAD 요청 양식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도메인명,

정보요청자 정보 및 법적 권리, 정보요청이 선의에 의한 것이며,

제공받은 정보는 법률에 맞게 요청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할 것임을

확인, 요청하는 정보, 요청 타입(priority level, confidential, urgent)

- Central Gateway Manager(CGM)은 정보요청을 받는 경우 신청 

정보 완료도 확인 수행(모든 항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불충분 한 경우 재요청)

- 정보요청자는 요청 목적을 제출해야 함(권고7의 예시 참고)

- 요청 목적을 제출해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님

- 정보요청자는 SSAD를 통해 정보를 요청할 때 긴급 여부를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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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ity 1(긴급) :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있는 경우, 중요 인프라, 아동 착취 등의 긴급한 상황에만 해당

• Priority 2 : ICANN 운영상의 절차(UDRP/URS 등)에 필요한 경우

• Priority 3 : 기타 모든 요청

    ※ SSAD는 정보요청이 이용자 보호 이슈(피싱, 멀웨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기재

하게끔 해야 하며, 이 경우 등록기관/등록대행자는 이러한 요청사항을 우선으로 처리해야함

- 등록기관/등록대행자는 정보요청자와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음

- 긴급 요청을 남용하는 경우 긴급 요청 제출이 중지될 수 있음

o (SSAD를 통한 정보요청 처리 – 권고 4,13)

- Central Gateway는 요청을 받으면 요청이 완성도가 있는지

(syntactically correct),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함

- 확인 후, Central Gateway Manager는 정보요청자에게 정보요청을 

받았음을 안내하고, 관련 등록기관/등록대행자에게 전달(대부분의 경우 등록대행자)

- Central Gateway Manager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SSAD을 남

용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정보요청자가 한번에 여러 

도메인에 대한 정보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현재의 

데이터만 제공하도록 해야함. 정보 요청은 기록으로 남겨둬야 함

o (SSAD 정보 처리 절차)

- (자동 정보공개) CGM이 정보요청이 자동 공개 기준에 부합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권고 9 참조), CGM은 등록기관/등록대행자에게

자동 정보 제공을 지시(등록기관/등록대행자가 다시 확인하지 않음)

- (수동 정보공개 – 대부분 경우) 정보요청이 자동 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등록대행자는 요청사항을 확인

하고 정보요청자에게 답변 송부(정보 공개 결정여부는 등록대행자/등록

대행자가 결정, 권고 8 참고)

o (등록기관/등록대행자의 정보 공개 승인 조건 – 권고 8)

- CGM으로부터 수동 정보공개 요청을 받는 경우, 등록기관/등록

대행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함

• 1차 검토 수행(prima facie review) : 정보요청의 유효여부. CG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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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의 완료여부만 확인하고 내용은 확인하지 않음

• 1차 검토를 통화하면 등록기관/등록대행자는 요청한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차 검토를 수행

• 2차 검토 : 법률 근거가 있는지, 공개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

o (자동 정보공개 – 권고 9)

- 자동 정보공개가 기술적/상업적/법률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

등록기관/등록대행자는 자동 정보공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동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국가의 법 집행기관으로 부터의 요청사항이거나, GDPR 6(1)e에 

근거를 두거나 GDPR 조항 2의 면제조건에 따르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도시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이 이의제기를 위한 것인지 통계적 

목적인지를 확인

- 등록기관/등록대행자는 원하는 경우 자동 정보공개 옵션을 불가

하게 할 수 있음(모든 정보처리를 수동으로)

<임시 등록정책에서 보류된 이슈 및 1단계에서의 미해결 이슈(Priority2)>

o (권고19 – 프라이버시/프록시 서비스 제공자 정보 공개)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는 RDDS 쿼리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되어야 함

o (권고20 – 도시명 삭제) 도시명은 삭제 되어야 한다(Must)에서 삭제 

될 수 있다(May)로 변경 

o (권고21 – 등록정보 보유) 등록대행자는 TDRP(Tranfer Dispute

Resolution Policy) 목적을 위해서만 등록정보를 보유해야 함

   ※ 도메인 등록 종료 후 15개월_3개월 후 삭제

o (권고22 – 목적2) gTLD 등록 데이터는 ICANN의 미션에 부합하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보안, 안정성, 회복력 유지를 위함

o 권고사항 별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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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정보에 대한 법인과 자연인의 정보 구분 필요(GDPR처럼 법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필요)

•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성 담보 방안 마련 필요

• SSAD 개발 및 운영비용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 부담(SSAD 사용자에게 미한정) 필요 

• 중앙집중적 공개 시스템이 아닌 분열된(파편화된) 시스템으로 결론지어진것에 대한 우려

• 공개 결정을 감독할 강제 절차의 부재

•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함

•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발생 시 사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줄 위험성존재

□ 현재 논의 이슈

o Phase 2A를 통해 Phase 2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슈(법인의 등록정보,

익명화된 이메일의 실현 여부)에 대해 논의 중(’20.12월~)

o GAC은 ’20.8월 현재 제안에 대해 아래의 의견 제출

o 차기 WHOIS 정책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도 있고, 많은 이견이

존재하여, 실제 합의된 정책이 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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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PDP Phase 1 권고

o WHOIS 임시요건은 WHOIS 데이터 처리(수집, 사용, 개방)에 있어 기존 도메인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자와의 계약을 아래 3가지 경우에 대해 GDPR과 법적 충돌이 없도록 수정하기 위해 개발됨

- 사용자로 부터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의 동의

- 계약의 성과나 계약 전 사용자의 요청을 위한 필요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처리

- 콘트롤러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추구에 필요한 처리 (인권이나 아동 보호에 관련된 사항 제외)

o 이를 위한 1단계 보고서에는 데이타 처리 목적, 정보 수집/이전/유보 데이타 요소, 정보 공개 데이타 

요소, 기밀 정보 데이타 요소 등 29개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음 (2 & 16 이외에는 EPDP 멤버 전체 

동의)

① 권고 사항 1: 새로운 WHOIS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WHOIS 데이터 처리에 있어 ICANN이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기술

• 등록기관 계약 및 등록대행자 계약에 의거하여 등록된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자에게 

할당한다. 또한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자 약관, 조건 및 정책, ICANN WHOIS 정책에 

1)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2)도메인 소유자가 도메인 

사용, 유지, 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합법적인 정보 공개 요청에 응답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ICANN의 미션에 따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탄력성을 유지한다.

•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도메인 소유자와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 등록대행자 혹은 등록기관 운영자의 비즈니스 또는 기술 장애 시, 또는 등록대행자 또는 

등록기관 운영자 부재시 도메인 소유자의 등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이를 등록기관 계약서 및 등록대행자 계약서에 명시할 것  

• 1)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정보를 처리함으로서 등록기관 계약 및 등록대행자 계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정보 처리 계약 약관에 따른 계약 준수 모니터링 요청과 감사 활동을 

처리한다. 2) ICANN 또는 제3자가 개시한 등록기관 계약과 등록대행자 계약 약관 

준수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 도메인 등록에 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들, 즉 UDPR, URS,

PDDRP, RRDRP 및 TDRP를 운영한다.

• 도메인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해당 gTLD에 대한 등록기관 합의서에 설명 

참조된 gTLD 등록 정책의 적합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효성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 권고 사항 2: 현 주소체계가 지향하는 ‘유일한 주소체계(unique identification)’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2단계에서 수행하고, GDPR 조항들의 ICANN 적용 여부 및 방법, 익명화된 

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법적 지침에 따라 고려할 것

§ 권고 사항 3: ‘gating question’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EPDP는 2단계에서 제3자의 

접근 허용을 충족시킬 정당한 목적, 데이타 비공개 선정 기준, 비공개 데이터 종류 등의 

관점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나 도메인 남용 케이스 고려하여 비공개 등록 데이터의 적법한 

접근 허용을 위한 표준 모델에 관련한 권고할 것 

§ 권고 사항 4: 데이터 정확성 지향을 위한 요구사항 기술

§ 권고 사항 5: 등록대행자가 도메인 등록 시 등록자로 부터 확보해야하는 정보 항목에 관련하여 

기술

§ 권고 사항 6: 등록대행자는 리셀러에게 등록자의 비공개 정보 (이메일 주소 포함)를 제공하는 것에 

등록자의 동의를 신속히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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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항 7: 등록기관이 등록대행자에게 전달해야할 등록 정보 리스트 기술

§ 권고 사항 8: ICANN은 데이터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 침해방지 계약할 것; 또한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의 데이터와  데이터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현 계약 검토 권고와 함께 어떤 데이터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리스트 기술

§ 권고 사항 9: 등록대행자/등록기관이 필요에 따라 ICANN에 등록 정보 제공에 관련한 계약 

수정 (필요시)

§ 권고 사항 10: GDPR에 근거하여 어떤 등록 정보가 공개/비공개되어야 하는지 기술

§ 권고 사항 11: 등록 정보 중 도시명을 비공개로 함 (단, 2단계 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 권고 사항 12: 등록 정보 중 기관명은 등록대행자가 등록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만 공개하며 

아닌 경우는 비공개 혹은 삭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유 기간을 두고 등록기관도 (실현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을 취할 것

§ 권고 사항 13: 등록자의 동의 하에만 등록 관련자와의 이메일에 의한 소통을 지향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며 또한 등록 정보 제공에 관련된 모든 로그를 기록하되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ICANN의 요청에 즉시 제공함

§ 권고 사항 14: 도메인 등록 시 개인정보보호 혹은 프록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등록대행자 

(필요에 따라 등록기관도 포함)는 이에 관련한 모든 정보 (개인 정보 제외)를 제공할 것

§ 권고 사항 15: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대행자에게 개인정보 요청 케이스가 있는지  ICANN은 

신속히 조사하고 문서화할 것; 임시 조치로 TDRP 를 근거한 18개월 유지 (15개월 유지 기간 

+ 3개월 삭제 기간)

§ 권고 사항 16: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이 등록자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허용

§ 권고 사항 17: 1)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가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 권고; 2) ICANN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구현 및 잠재적 법적책임에 대한 비용/사례 등에 관련된 조사 권고; 3)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정함 

§ 권고 사항 18: 1) 비공개 데이터 접근에 관련하여 2단계에서 구현될 해당 시스템을 위한 

Reasonable Requests for Lawful Disclosure (합법적 공개를 위한 합리적 요청) 정책을 개발할 

것; 등록대행자/등록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2)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요청을 위해 제공해야하는 정보 정의 

(요청자의 아이디 및 관련 정보, 요청자의 법적 권리 및 요청 근거, 요청의 선의 확언, 접근할 

정보 리스트, 제공된 데이터의 합법적 처리할 것을 동의); 요청에 대한 등록대행자/등록기관의 

응답 시간 및 요구 사항 (이틀 내 접수 확인; 정보 제공/불허 리스트 및 이에 대한 근거, 요청 

처리 관련 기록; 30일 내 처리; 긴급 처리 기간은 2단계에서 정의)

§ 권고 사항 19: ICANN은 조속히 계약자와 WHOIS 임시요건에 대한 동의 작업 수행 권고

§ 권고 사항 20: WHOIS 데이터와 관련하여 누가 관련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리스트업하고 상호합의서에 포함되도록 권고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정보 수집,

등록기관-등록대행자 간 정보 전송, 정보 공개, 정보 유지에 관련된 사항)

§ 권고 사항 21: GNSO 위원회가 심의의 일환으로 불만 제기자가 최초 불만 제기 시 도메인에 

대해 공개된 RDDS 정보만 삽입하면 되도록 기존의 요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업데이트된 RDDS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불만제기자에게 수정된 불만 사항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RPM PDP WG(권리보호메커니즘)가 판단하고 검토할 것을 권고

§ 권고 사항 22: ICANN은 분쟁 조정 기관과 조속히 협의할 것

§ 권고 사항 23: 새로운 등록 정책 실행을 위해 URS/UDRP 관련하여 등록대행자/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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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기술할 것(레지스트리는 URS/UDRP 요청에 따라 모든 등록 정보 제공; thin

레지스트라에 등록된 도메인에 분쟁 발생 시 레지스트라는 모든 등록 정보 제공)

§ 권고 사항 24: 데이터 이전 정책에 관련하여 등록대행자가 따라야 할 요청 사항 기술

§ 권고 사항 25: GNSO 위원회는 데이터 이전 정책으로 파생될 여러 이슈에 대해 검토할 것

§ 권고 사항 26: ICANN 은 에스크로 사업자 등 WHOIS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비 계약자와 

데이터 처리 계약(GDPR 28 조) 또는 공동 관리자 계약(GDPR 26 조) 등의 정보 보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

§ 권고 사항 27: 위의 정책 권고 실행을 위해 기존 정책, 과정 등의 업데이트 권고

§ 권고 사항 28: 신규 WHOIS 정책은 2020년 2월 29일 발효할 것을 권고하며, 이 날부터 모든 

최상위 도메인 등록기관 및 ICANN 인증 등록대행자도 이 정책에 따를 것을 권고

§ 권고 사항 29: 관리자 contact 항목을 삭제하기 전에 모든 등록대행자가 각 도메인 등록 

데이터에 도메인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