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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58차 ICANN에 

참석하실 여러분을 따뜻이 환영하며, 아

울러 정책개발지원 팀이 작성한 제58차 

ICANN 사전 정책보고서를 기쁘게 소개

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원기구들과 자문

위원회들의 현황을 알려드리고자 마련되

었습니다.
.
제58차 JCANN은 커뮤니티 포럼으로서, 
조직 내 임직원들의 지원과 자원에 

힘입어 ICANN 커뮤니티와 이사회가 

함께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 회합의 

특징은 두 가지의 퍼블릭 포럼 세션과 

여러 커뮤니티 간 회의, 그리고 자원봉사 

및 참여 활동들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월요일에는 개막 행사 후에 우리의 지원

기구, 자문위원회 및 정책개발절차(PDP) 
워킹그룹의 현황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ICANN 이사회와 함께 새로운 질의응답 

세션을 가질 것입니다. 이 두 세션은 

ICANN 전반의 책임 및 투명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의견을 지닌 관계

자 및 참가자로 구성된 전 세계적 커뮤니

티는 인터넷의 고유한 식별자를 조정하며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터넷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능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이 기능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이해관계

자 모델에 따라 합의에 의해 개발된 정책

은 우리의 결과물에 효율성과 가장 큰 정

당성을 부여합니다.

주최 측에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주신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ICANN 정

규 회원이든 비정규 참가자이든, 또는 새

로 참여한 분이든, 모든 분들이 이 행사

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vid Olive
Senior Vice President,
Policy Development Support Managing 
Director, ICANN Regional Headquarters 
– Istanbul

제58차 ICANN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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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비록 ASO가 지역별 인터넷 레지스트리 회의와 메일링 리스트상의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지만, ASO의 IP주소 위원회는 

이번에 코펜하겐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IP주소 커뮤니티는 ICANN과의 업무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종료된 IANA 기능 계약에는 IANA의 IP주소 부여 서비스의 보고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IANA 기능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IP주소 커뮤니티는 ICANN이 IANA의 IP주소 부여 서비스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ICANN과 5개 대륙별 IP주소관리기구(RIR) 간에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ICANN과 RIR는 2016년 

6월에 SLA를 체결했으며, 201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SLA의 관리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는 IANA IP주소 부여 서비스 검토위원회(IANA Numbering Services Review 
Committee)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조직은 IANA IP주소 부여 서비스를 위한 SLA를 IANA IP주소 부여 

오퍼레이터가 담당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위원회는 제58차 ICANN 포럼에 참여할 것이다.

배경
ASO는 2003년 5개 대륙별 IP주소관리기구(RIR)과 인터넷 IP주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IP주소 국제정책협의체(NRO, RIR 
협의체)와 ICANN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설립되었다. RIR은 AFRINIC(아프리카,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APNIC(아시아 태평양,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ARIN(미국,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LACNIC(중남미,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nternet Addresses Registry) 및 RIPE NCC(유럽, Réseaux IP Européens 
Network Coordination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MoU를 통해, ICANN에서는 NRO IP주소 위원회(Number Council)가 ASO 주소 위원회(Address Council)의 기능을 수행한다. 
ASO 주소위원회는 인터넷 IP주소 커뮤니티의 전 세계적인 정책 개발 업무를 조율하며 ICANN 이사회, 임명위원회 및 

기타 ICANN 구성원을 임명한다.

ASO 주소 위원회는 각 서비스 지역을 대표하는 3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017년에는 Filiz Yilmaz가 의장 직을, Louie 
Lee와 Ricardo Patara가 부의장 직을 맡고 있으며 각자 RIPE NCC, ARIN 및 LACNIC 서비스 지역을 대표한다. AFRINIC 
서비스 지역 대표 Omo Oaiya와 APNIC 서비스 지역 대표 Brajesh Jain도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션 세부 내용
합동회의: ASO/NRO 및 ICANN 이사회

3월 14일, 화요일 | 08:30~09:30 | A1홀

IANA IP주소 부여 서비스 검토위원회

3월 15일, 수요일 | 11:00~12:45 | B4.2홀

개최 예정된 인터넷 등록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Ÿ ARIN 39 | New Orleans, United States | 2017년 4월 2~5일

Ÿ RIPE 7474 | Budapest, Hungary | 2017년 5월 8~12일

Ÿ LACNIC 27 | Foz do Iguaçu, Brazil | 2017년 5월 22~26일

Ÿ AFRNIC 26 | Nairobi, Kenya | 2017년 5월 29일~6월 2일

Ÿ APNIC 44 | Taichung, Taiwan | 2017년 9월 7~14일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국가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ccNSO)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IP주소 정책개발지원기구(ASO)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국가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cc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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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ccNSO 워킹그룹들은 3월 12일 일요일에 만남을 가졌다. ccTLD 커뮤니티 및 기타 관계자를 위한 ccNSO 프로그램은 3월 

13일 월요일에 시작되며, 등록 업무 및 보안을 비롯한 기술 운용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개방된 

워크숍으로서 Tech Day 행사가 병행된다. 3월 14일 화요일, 그리고 3월 15일 수요일에는 ccNSO 멤버 회의 워크샵 행사가 

열리며, 여기에서는 ccTLD 커뮤니티가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TLD) 관리자에 관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ccNSO 세부 일정과 세션 개요, 원격 참가 관련 세부 사항은 ccNS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
CCWG-UCTN,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서 공개
‘최상위도메인에서의 국가명 및 영토명 사용에 대한 커뮤니티 간 워킹그룹(CCWG-UCTN)’은 ISO 3166 표준에 따라 

(ASCII에서와 같이) 두 글자 코드를 최상위 국가도메인(ccTLD)을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세 글자 코드에 대한 

커뮤니티 피드백을 분석한 후, CCWG-UCTN은 제55차 ICANN가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한 가지 제안을 논의했다. 
CCWG-UCTN은 제56차 ICANN에서도 광범위한 커뮤니티 간 세션을 개최했다. 제57차 ICANN부터 CCWG-UCTN는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중간보고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들의 합치된 견해, 직면 현안, 그리고 ‘조정된 체제를 

국가, 영토 및 기타 지리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포함된다. 이것은 CCWG-UCTN이 그 헌장에 

서술된 과제 중 첫 번째로 실시한 과제였다.

2개의 신규 워킹그룹

초안 작성 팀은 ccNSO PDP에 따라 2개 워킹그룹의 헌장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ccTLD의 위임, 취소 및 말소를 결정하는 

검토 제도의 개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ccTLD 말소에 관한 것이었다. 초안 작성 팀의 주요 과제는 취급할 현안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작업 방식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현안 보고서에 포함되어 제58차 ICANN에서 커뮤니티에 

제출될 것이며 그 후에는 ccNSO 위원회의 채택을 위해 제출될 것이다.

세션 세부 내용
TLD-OPS
TLD-OPS 상임위원회는 ccTLD가 스스로를 위해 설치한 사건 대응 커뮤니티이며, 전 세계 ccTLD 오퍼레이터의 사건 대응 
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다. 그 위원들은 각자의 ccTLD 보안 안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3월 12일 일요일에 
개최될 “ccTLD에 대한 DDos 공격 공동 조사 및 대처(Collaborative Detection and Mitigation of DDoS Attacks on ccTLDs)” 
관련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이는 비공개회의로서, TLD-OPS를 신청한 ccTLD는 초청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연락해야 한다.

Tech Day
ICANN 기술 워킹그룹 워크숍은 3월 13일 월요일(11:00~17:00)에 열릴 것이다. Tech Day는 여러 해 동안 ICANN 
공개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고, 이 행사에서는 경험자와 신규 참가자 모두가 모여 기술적 등록 문제, 보안 및 DNS 관련 

업무를 발표 및 토의하는 포럼을 즐길 수 있다.

ccNSO 구성원 회의

3월 14일 화요일과 3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ccNSO 구성원 회의 중에는 ccTLD 커뮤니티가 우수 사례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토론을 실시할 것이다. 법적 세션은 상호 작용 방식의 포럼으로서 DNS에서의 법적 강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두 번째 

날의 ccTLD 커뮤니티 세션에서는 권한이 강화된 커뮤니티 관련 절차 및 방식의 실시와 최근 정보, 그리고 ICANN 책임에 

관한 차후 조치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에 더해 ccNSO는 계속하여 그들 자신의 책임 및 투명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국가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cc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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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GNSO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그 구성원에는 gTLD 레지스트리, ICANN 인가 레

지스트라, 지적재산권 관계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업체 및 비상업적 관계자 등의 대표들이 포함된다. GNSO는 이런 

다양한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커뮤니티 자원자들이 운용하는 워킹그룹(WG)의 주도 하에 상향식 절차에 따라 gTLD 정책

을 개발한다.

IANA 이양 이후의 ICANN은 핵심 정책 활동을 ICANN의 미션 수행에 집중함으로서 커뮤니티에게 즐거운 기회를 제공한

다. GNSO 커뮤니티는 제58차 ICANN을 이미 진행 중인 개발 업무를 진척할 기회로 삼을 것이며, PDP 워킹그룹(PDP WG)
이 계속 활발히 기능하도록 그 일정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GNSO는 커뮤니티 간 세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인데, 이에는 

신규 gTLD 경매 수익에 관한 커뮤니티 합동 세션도 포함된다. GNSO는 GNSO 검토 실시, 내규 업데이트, 계획 중인 상설

선임위원회와 같은 비 정책적 주제도 토의할 것이다.

배경
제58차 ICANN에서는, 신규 gTLD 후속 절차인 PDP WG가 산하의 4개 하위 팀들이 검토 중인 주제를 토의하는 실무 세션

으로 시작된다. 모든 gTLD PDP WG 내의 모든 권리보호제도(RPM) 검토는 현재의 1단계 업무 계획에 따라 계속될 것이

며, 이에는 상표 저장소 검토가 포함될 것이다. WHOIS PDP WG를 대체할 차세대 등록 디렉토리 서비스(RDS)는 등록 디

렉토리 서비스에 관한 여러 상위 개념을 검토할 것이며, RDS 요건을 재론하기 전에 이 개념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정부간기구(IGO) 및 비정부간기구(INGO)의 사후 권리 보호 메커니즘(Curative Rights Protection Mechanisms) PDP는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1차 보고서를 최근 발행했다. 워킹그룹들은 각자의 예비 권고안과 접수된 의견수렴을 제58차 ICANN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IGO 보호에 관해서는, 일부 명칭과 적십자사의 약어 및 IGO 약어의 2단계 보호에 관한 GAC 
권고와 GNSO 정책 간의 불일치를 논의하기 위해 GNSO와 ICANN 이사회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GNSO는 두 번의 

GAC 세션에 참여해,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논의하고 그 간극을 조율하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서, GNSO는 GNSO가 개발하고 이사회가 채택한 PDP 권고안의 이행 상황을 논의하는 세션에 참가할 것이다. 그들

은 또한 국가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 GAC, 고객 상임위원회 및 ICANN 이사회를 포함한 다른 관계자들과도 회합을 가

질 것이다.

추가 정보는 GNSO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션 세부 내용
GNSO 활동 관련 세션의 세부 내용은 제58차 ICANN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GNSO 위원회 공개회의 | 3월 15일, 수요일 | 11:00~13:00 | C1.4홀

PDP WG 회의

신규 gTLD 후속 절차

3월 11일, 토요일 | 08:30~12:15 | B4.2홀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일반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GNSO)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일반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G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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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gTLD의  RPM  검토

3월 11일, 토요일 | 11:00~13:45 | C1.4홀 

3월 15일, 수요일 | 09:00~10:30 | C1.4홀

WHOIS 대체를 위한 차세대 RDS 
3월 11일, 토요일 | 13:45~16:45 | C1.4홀

IGO-INGO의 치유권 보호제도 접근성 
3월 15일, 수요일 | 13:45~15:00 | B4.2홀

기타 관계자와의 회의 

GNSO-GAC가 주관하는 IGO 및 적십자사 보호에 관한 대화 

3월 11일, 토요일 | 07:30~09:30 | C1.4홀

3월 12일, 일요일 | 18:30~20:30 | C1.4홀

신규 gTLD 경매 수익

3월 15일, 수요일 | 15:15~16:30 | C1.4홀

기타 GNSO 세션

GNSO의 역사: Glen de Saint Géry와의 대화

3월 11일, 토요일 | 17:00~18:30 | C1.4홀

GNSO 검토 WG
3월 15일, 수요일 | 15:15~16:45 | B4.2홀

GNSO 내규 이행 방안 작성 팀

3월 15일, 수요일 | 17:00~18:30 | B4.1홀

이행 검토 팀 회의

프라이버시와 프록시 서비스 승인 문제

3월 11일, 토요일 | 13:45~18:00 | A3홀

Thick WHOIS
3월 15일, 수요일 | 09:00~10:30 | B5.1홀

모든 gTLD 관련 IGO-INGO 식별자 보호 

3월 15일, 수요일 | 15:15~16:45 | B5.1홀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일반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G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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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일반이용자 커뮤니티는 제58차 ICANN에서 다음의 3개 영역에 초점을 둘 것이다: 

1) 일반이용자 검토 | 조직 검토를 진행하면서 At-Large는 제58차 ICANN을 보고서 초안에 집중하며 독립 심사위원 및 보
다 광범위한 ICANN 커뮤니티와 소통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2) 일반이용자 조직(ALS) 구조 예상 및 기준에 관한 고찰 | At-Large는 그들의 ALS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계속 다듬을 것
이며, ALS 및 지역 일반이용자 조직(RALO)의 책임을 정의할 것이다.

3) ICANN 책임성 강화 CCWG 워크스트림(WS) 2 | 일반이용자 커뮤니티는 권고안에 대한 각자의 논평을 준비하면서 하위 
그룹들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며, 이후에는 그 결과의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6개의 At-Large 세션이 개최될 것이며, 다른 관계자들도 이에 참여할 것이다. 유럽 지역 일반이용자 조직(EURALO)도 총
회를 열 것이며, 또한 비상업적 이용자 집단(NCUC)과 함께 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배경
At-Large 검토
독립적 심사기구인 ITEMS International은 2016년 5월부터 RALO와 ALS에 초점을 맞추고 At-Large 커뮤니티 조직 검토를 
실시했다. 동 기구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은 2017년 3월 24일까지 열릴 것이며, ITEMS가 At-Large 커뮤니티
의 구조 및 효과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 16개 권고안이 제출될 것이다.

ITEMS는 제58차 ICANN에서 공개 워크숍을 주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에 관한 커뮤니티 토론의 장
이 열릴 것이다. 세션의 목적은 유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ALAC 및 지역 리더들은 보고서 
초안에 관해 ITEMS와 함께 2시간의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At-Large 검토 실무위원회도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일반이용자 
커뮤니티 반응 확정을 위해 실무 세션을 개최할 것이다.

ALS의 기대와 기준 
At-Large 검토와 병행하여, ALAC 및 지역 리더들은 ALS가 되어 유지될 조직의 기준과 기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LAC는 ALS 구성원들이 ICANN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것이다.

CCWG-책임성 WS 2
상당수의 At-Large 구성원이 CCWG-책임성 WS 2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제58차 ICANN에서 각자의 활동 현황
을 알릴 것이다. 

이사회 임원의 선출 
At-Large가 선출한 ICANN 이사회 임원은 제58차 ICANN 개최 전에 발표될 것이다. 제58차 ICANN에서는 선출된 후보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세션 세부 내용
At-Large 세션의 세부 사항은 ICANN58 워크스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Large 검토 세션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ALAC (일반이용자 자문위원회)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일반이용자 자문위원회(A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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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C 및 지역 리더들의 실무 세션 제6부
3월 12일, 일요일 | 11:00~12:45 | C1.3홀

At-Large 검토 실무위원회
3월 14일, 화요일 | 11:00~12:45 | C1.3홀

At-Large 검토: 독립적 심사 기관(ITEMS)과의 워크숍
3월 15일, 수요일 | 15:15~16:45 | A3홀

봉사 활동

EURALO-NCUC 행사
3월 11일, 토요일 | 15:15~18:30 | B4.2홀

ICANN 내 최종 이용자: At-Large와의 주제 토론
3월 15일, 수요일 | 12:30~13:30 | C1.3홀

RALO 회의

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군도의 지역 At-Large 조직
3월 14일, 화요일 | 08:30~09:30 | C1.4홀

EURALO 총회
3월 15일, 수요일 | 08:30~10:30 | C1.3홀

아프리카 지역 At-Large 조직(AfrICANN)
3월 15일, 수요일 | 13:45~15:00 | C1.3홀

북미 지역 At-Large 조직
3월 15일, 수요일 | 13:45~14:45 | C1.4홀

중남미 지역 At-Large 조직
3월 15일, 수요일 | 15:15~16:15 | C1.3홀

기타 관계자들과의 회의 

ALAC-ccNSO
3월 12일, 일요일 | 17:00~18:00 | C1.3홀

ALAC-ICANN 이사회
3월 14일, 화요일 | 09:45~10:45 | A1홀

ALAC-GAC
3월 14일, 화요일 | 17:00~18:00 | A2홀

워킹그룹 회의

접근성에 관한 커뮤니티 간 위원회
3월 11일, 토요일 | 08:30~09:30 | C1.3홀

At-Large 공익 워킹그룹 
3월 11일, 토요일 | 17:00~18:00 | C1.3홀

At-Large 기술 태스크포스
3월 15일, 수요일 | 11:00~12:15 | C1.3홀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일반이용자 자문위원회(A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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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GAC는 코펜하겐 총회 세션의 일환으로서 GNSO, ccNSO, ALAC 및 ICANN 이사회와 합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GAC는 유럽평의회 정보보호위원회 및 다른 기관과도 회합을 가질 것이다.

그 의제로는 GNSO PDP 워킹그룹과 관련된 주제가 특집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WHOIS를 대체할 차세대 등록 디렉토리 
서비스와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 후속 절차가 포함될 것이다.

GAC는 최근의 GAC 권고에 대한 ICANN 이사회의 반응과 관련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며, 또한 IGO 약
어 및 적십자사/적신월사 식별자 보호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GAC는 신규 정관에 따른 절차를 개발하며 운영 원칙을 검
토할 것이다. 그 외의 주제에는 GAC 워킹그룹의 결과물도 포함될 것이다.

배경
GAC는 DNS에 관한 ICANN 책임의 공공정책적 측면에 관해 권고를 제공한다. GAC는 의사 결정 기구는 아니지만 동 위
원회의 고려 범위 내 문제에 대해 ICANN에게 권고를 제공한다. GAC 합의 권고는 ICANN 정관상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만약 ICANN 이사회가 GAC 합의 권고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

GAC는 국가 정부,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인정하는 경제기구로 구성된다. 다국 간 정부기구 및 조약기구와 공공기관(ITU, 
UNESCO, WIPO 같은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와 직접 연관된 UN 기구를 포함함)들은 관찰자의 자격으로 GAC에 참여한
다. 현재 GAC는 회원 수는 170, 관찰자 수는 35를 기록했다.

GAC는 IANA 관리권 이양 준비에 대한 커뮤니티 합동 워킹그룹의 승인 위원회로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ICANN 책임성 강화에 대한 합동 워킹그룹 WS 2에 따라 진행 중인 작업과 신규 정관에 맞추어 절차
를 조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세션 세부 내용
GAC 총회 세션은 3월 11일 일요일에 개최되며, 3월 16일 목요일에 종료될 것이다. 모든 GAC 세션은 원격 참여를 통해 
공개되며, 6개 UN 공용어와 포르투갈어로 동시통역될 것이다. ICANN 이사회가 참여하는 GAC 회의는 3월 15일 수요일 
오전에 열리며, 오후에는 GAC 코뮈니케 작성 세션도 공개될 것이다(제55차 ICANN까지는 비공개였다).

GAC 워킹그룹들(공공 안전, 인권 및 국제법, 지리명, 저개발 지역, 운영 원칙 및 지명위원회 관계)은 각자가 확인한 결과
를 GAC에 보고하는 세션 외에도 개별적 실무 세션 또한 진행할 것이다.

공공 안전 워킹그룹은 3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될 커뮤니티 간 세션인 “DNS 악용에 대한 효과적 대처(Towards Effective 
DNS Abuse Mitigation)” 행사를 후원할 것이다. 이후에 당일 오후에는 GAC 저개발 지역 워킹그룹이 제57차 ICANN이 개
최될 당시 있었던 비슷한 행사의 후속 활동으로서 저개발 지역에 관한 커뮤니티 간 세션을 후원할 것이다. GAC는 GNSO
와 유럽평의회 정보위원회가 실시했던 ‘정보 보호(data protection)’ 관련 커뮤니티 간 세션(당시에도 월요일에 개최됨)을 후
원한 바 있다.

GAC 및 다른 세션에 관한 추가 내용은 모든 발표 사항이 게재될 제58차 ICANN 일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GAC에 관한 추가 정보는 GAC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정부자문위원회(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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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RSSAC는 루트 서버 시스템 진화에 관한 업무 개선과 다양한 내부 문제 토론을 위해 일주일 동안 실무 세션을 진행할 것
이다. 여기에는 DNA 루트명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언어 사전 개발이 포함된다. RSSAC는 ICANN 이사회와의 합동 회의를 
3월 14일 화요일에 실시할 것인데, 이 회의는 RSSAC 공동 부의장인 Tripti Sinha와 Brad Verd이 2월 초에 제공한 루트 서
버 운영 관련 브리핑에 기반한다. 또한 RSSAC는 2017년 5월 중반에 실시할 차기 워크숍 준비도 시작할 것이다.

RSSAC는 최근 발행된 3가지 출판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RSSAC023에서는 현재의 루트 서버 
시스템 및 그 역사를 커뮤니티에 알리며, RSSAC024에서는 모든 잠재적 루트 서버 오퍼레이터 지정 절차에 절대적으로 중
요한 부분이 될 바로서 신규 루트 서버 오퍼레이터가 갖추어야 할 핵심 기술 요소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RSSAC025에서
는 2016년 10월의 자체 워크숍 결과를 루트 서버 시스템의 책임, 계속성 및 진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한다.

배경
RSSAC는 권위를 갖춘 루트 서버 시스템의 운영, 관리, 보안 및 통합 관련 사항을 ICANN 커뮤니티 및 이사회에 알려줄 
책임을 지닌다. RSSAC는 전 세계의 13개 루트명 서버 운영의 책임 조직들의 대표들 및 루트 존의 안정적, 기술적 및 운
영상의 관리에 관여하는 파트너 조직들의 연락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RSSAC는 필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도메인 이름 시스템 및 루트 서버 시스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커스를 2014년에 
발족했다. 코커스 구성원은 83명이며(그 중의 49%는 루트 서버 오퍼레이터에 속하지 않는다), 기술 전문성 기반을 확대하
여 RSSAC 업무에 기여했다. 현재 코커스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실무위원회는 2개인데, 그 중 하나인 루트 서버 
네이밍 체계는 John Bond가 이끌고 있으며, anycast 사건 배분은 Kaveh Ranjbar가 이끌고 있다. 차기 코커스 회의는 2017년 
3월 26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IETF 98 진행 중에 진행될 것이다.

세션 세부 내용
RSSAC는 ICANN 최고 기술 경영자가 조직한 사용 지침 시리즈인 ”어떻게 작동하는가?(How It Works)”에 계속 참여할 것
이다. 이 세션들은 3월 12일 일요일(17:00)부터 3월 13일 월요일(15:15)까지 열릴 것이다. 사용 지침은 DNS 그 역사와 루트 
존 오퍼레이터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할 것이며, anycast 라우팅(경로 설정)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비롯해 기술
적 사항이 고려될 것이다. 이 세션들은 모든 청중에게 해당되며, 어떤 기술 전문성도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RSSAC 공개 세션은 3월 14일 화요일(15:15)에 열린다. RSSAC 구성원들은 이 세션 중에 현재 업무 및 최근 간행물을 포함
한 그들의 활동 현황을 발표할 것이다.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루트서버시스템 자문위원회(RS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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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ICA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SSAC는 제58차 ICANN 중에 DNSSEC에 관해 두 차례의 세션을 열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DNSSEC(DNSSEC for 
Everyone)”는 격식에서 벗어나 상위 개념을 배우며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DNSSEC를 설치하는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기회가 된다. DNSSEC 워크숍은 오퍼레이터와 기술 커뮤니티를 한데 모아서 전개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기술의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DNSSEC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SSAC는 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및 
현재 활동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요청할 것이다.

배경
SSAC란?
SSAC는 ICANN 커뮤니티 및 이사회에 인터넷 네임(internet name) 및 IP주소 할당 시스템의 보안과 통합에 관해 자문을 제
공한다. 여기에는 운영상의 사항(예: 루트명 시스템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한 사항), 관리 사항(예: IP주소 
할당 및 인터넷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및 등록 사항(예: 등록소와 WHOIS 등의 등록 서비스 기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다.

SSAC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SSAC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 권고 사항 및 코멘트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보다 더 길고 실질적인 문서로서, 통상적
으로 개발하는 데 1, 2개월 내지 수개월이 걸린다. 권고 사항은 그 문서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커뮤니티에 대한 권고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작성 기간도 더 짧다. 코멘트는 제3자, 즉 ICANN 직원, 지원기구, 기타 자문위원회, 혹
은 ICANN 외부의 다른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반응이다. SSAC는 루트명 시스템을 정확하고 안정적
으로 운영하는 데 관한 사항, IP주소 할당 및 번호 부여, 레지스트리와 WHOIS 등의 레지스트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SSAC는 인터넷 네임 부여 및 IP주소 할당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위험성을 추적하며 평가한다. 추가 정보는 SSAC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란다.

SSAC에 참가하려면?
SSAC 참가는 SSAC 운영 절차[PDF, 421 KB] 및 SSAC 개요[PDF, 237 KB]를 참조한다.

세션 세부 내용
첫 번째 DNSSEC 세션인 “모두를 위한 DNSSEC: 초보자 가이드(DNSSEC for Everybody: A Beginner’s Guide)”는 3월 11일 
일요일에 개최될 것이다. SSAC는 이 세션을 통해 DNSSEC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참가자의 사업에 어떻게 DNSSEC를 
쉽고도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행사에 참석하여 DNSSE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계획하
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세션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기에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션은 DNSSEC 워크숍으로서 3월 15일 수요일에 열린다. 이 세션은 공개 발표회이자 DNSSEC 설치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는 이들과의 토론회이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DNSSEC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들은 
그 발표와 토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DNSSEC 워크숍은 여러 해 동안 ICANN 공개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
고, 이는 경험자와 초보자 모두가 한데 모여서 현재와 미래의 DNSSEC 설치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을 펼칠 장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3월 15일 수요일에 진행될 SSAC 공개회의에서 그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SSAC는 최근 발
표된 보고서와 권고 사항의 개요를 제공하고, 현행 활동과 목표를 설명하며, 참가자들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지원기구/자문위원회 현황 

보안안정성 자문위원회(SS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