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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첫째 주

1) KISA, 세르비아·마케도니아 '사이버보안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보보호 협력 확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세미나 및 포럼을 3일까지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세르비아(베오그라드) 및 마케도니아(스코페) 현지에서 글로벌정보보호

센터(GCCD) 역량강화 세미나,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제3

차 지역포럼, 사이버보안 수준진단 후속교육을 열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GCCD 역량강화 세미나에서는 이번 개최지인 세르

비아의 내무부 및 국가 CERT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사고에 대한 한국

의 다양한 대응 경험 및 노하우, 정책 및 법률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했

다. 양국 CERT는 본 세미나를 계기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동유럽 발 위협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양국 간 공동 협력과제 

발굴에 힘쓰기로 협의했다.

이와 연계해 세르비아에서 개최된 CAMP 제3차 지역포럼에서는 최근 사이



버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동향을 주제로 지역별 정보보호 신규 이슈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발효에 따른 사이버보안 과제 및 국별 전략 등이 소개됐다. 또

한 CAMP 회원 간 정보공유 기반 강화를 위해 유럽-타지역 간 사이버보안 

공동대응을 위한 전략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실시된 사이버보안 수준진단 후속교육은 KISA의 주

요 글로벌 파트너인 세계은행(WB)과 옥스퍼드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마케도니아 정보사회행정부(MISA) 및 유관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 약 60명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 교육에서는 한국의 침해사고대응팀 운영 및 대응 

현황, 위협정보공유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KISA 위협정보공유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이번 협력 세미나와 포럼이 동유

럽 권역 협력국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

로도 국가 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기반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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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사이버보안 논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2018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를 오는 12일부터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한다.

올해 24회를 맞은 컨퍼런스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보안 이슈

를 논하는 자리로, 국내 최대 정보보호 학술행사다. 이번 행사는 '제4차 산

업혁명시대의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보안 이슈를 논한

다.

특히 둘째날 행사에는 초청 강연과 채용 관련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신강

근 미시건대학 석좌교수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각각 자동차 보안, 암

호화폐 거래소 보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KISA를 비롯한 정

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정보보호 인재상과 인력채용에 대한 발표를 특별 

세션으로 별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와 관련된 사전등록은 오는 8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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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4월 첫째 주

1) Facebook’s data scandal highlights risks of Canada’s

weak internet sovereignty

Canadians are rightfully troubled by recent news of Cambridge Analytica's 

abuse of Facebook data for psychographic profiling and political 

manipulation. The threats to personal privacy and democratic governance 

exposed in this case are not an isolated phenomenon, but rather the tip of 

an iceberg. Alarming as they are, the revelations of Christopher Wylie, the 

28-year-old Canadian who helped found Cambridge Analytica, pal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another young, brave, conscientious 

whistleblower.

In 2013, Edward Snowden revealed the mass secret surveillance of 

domestic population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its Five 

Eyes partners, including Canada. These exposés open our eyes to the 

perils of globe-spanning organizations with insatiable appetites for personal 

information operating largely unfettered by weak privacy-protection 

regimes. They lend urgency to the calls of Canada's Privacy Commissioner 

for additional powers to make data custodians mo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in their activities.

Even long overdue strengthening of domestic privacy protections will be 

partial at best, however, given that an estimated 90 per cent of 

Canadians' internet communications pass through the United States. Once 

across the border, personal information loses Canadian legal and 

constitutional protections and becomes subject to surveillance by the NSA 

and other organizations without the safeguards afforded to U.S. citizens.

Exposure to U.S. risks comes in several ways. The internet services most 



popular among Canadians – including Facebook, Google and Twitter – all 
store users' data in the United States. But even a significant portion of 

Canadian domestic internet communication, including Canadians exchanging 

e-mail with each other or accessing a website located in Canada, will have 

their personal data routed through the United States. Surprisingly, this 

"boomerang routing" is common when both parties are in the same city, 

even across the street from each other. And nearly all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pass through the United States because Canada lacks 

adequate access to trans-oceanic fibre-optic cables.

The current heavy reliance of Canadian internet operations on U.S. 

facilities puts personal and corporate data at risk while impair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Canadian internet services. This one-sided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for a major part of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lso weakens bilateral bargaining power. These challenges 

point to the central, overarching issue, which is weak Canadian 

sovereignty in the internet realm.

Any strategy aiming to protect Canadians' privacy must actively pursue 

national sovereignty in the domain of network infrastructures. To advance 

the public interest, a country needs to exercise effective control over the 

communication networks upon which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the 

country depend. While a new term, the concept of network sovereignty is 

old. Indeed, public investment in and oversight of national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central to the Canadian 

nation-building project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he twin imperatives 

have been to foster development and to knit disparate communities into a 

more cohesive whole, especially in the face of forces pulling Canada into 

the U.S. orbit. Canada's Telecommunications Act reflects this historic 

tradition, mandating internet sovereignty in its declaration that 

"telecommunications performs an essential role in the maintenance of 

Canada's identity and sovereignty." It furth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persons."



"Localization" is the most obvious approach to achieving network 

sovereignty in the case of the internet. This means keeping data within 

the region of their creation and use whenever feasible; that is, storing and 

routing the personal data of Canadians within Canadian jurisdiction. As a 

promising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Microsoft has recently established 

data centres in Toronto and Montreal for storing Canadians' personal 

information as much as possible under Canadian legal protection. Other 

major service providers, notably Facebook and Google, should be required 

to do likewise.

Keeping Canadian domestic internet data flows within Canadian jurisdiction 

involves developing greater technical capacity to route traffic efficiently 

through domestic facilities. Public internet exchange points (IXPs) represent 

the most promising first step toward data-routing localization. IXPs enable 

local networks to reach users on other networks without having to leave 

the region for local delivery. This improves performance, reduces transit 

cost and delay, and can often avoid boomerang rout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ks this poses. A further step is to expand access to 

Canada's long-haul internet backbone, especially for linking IXPs.

Finally, whatever success is achieved in strengthening Canadian privacy 

protections and advancing network sovereignty, there will remain a vital 

public interest in ensuring safe, free, open global internet communication. 

Doing so will require developing a robust international internet governance 

regime that meets human rights standards and strengthens democracy. 

Helping to forge such an international regime will be integral to achieving 

national sovereignty and public-interest goals in relation to the internet.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캐나다의 취약한 인터넷 주권에 

대한 위험을 강조

최근 페이스북 데이터를 정치적 조작을 위해 남용한 소식에

캐나다인들은 당황스럽다. 이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와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위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사생활 보호의 강화조차도 캐나다인의 인터넷 

통신 약 90%가 미국을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경을 넘어서면

개인 정보는 캐나다의 법적 보호를 상실한다.

미국의 위험에 노출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를 포함한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모두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에 저장한다.

캐나다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에서 국가 주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한다.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주권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면, 안전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글로벌 인터넷 통신을 보장

하는데 중요한 공익을 유지할 것이다.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일은 국가의 주권 및 공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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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et governance forum, AgID entra a far parte del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AgID − l’Agenzia per l’Italia digitale − è entrata a far parte del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dell’Internet governance forum. Per la 

prima volta un’agenzia del Governo italiano fa il suo ingresso nell’organismo 

promosso dal Segretariato generale delle Nazioni unite che si occupa di discutere 

e approfondire tutte le tematiche legate alla governance della Rete ed è aperto 
ai governi, alle imprese, alla comunità tecnico-scientifica e alla società civile.
L’Agenzia ha partecipato in rappresentanza dell’Italia alla prima riunione 

e consultazione pubblica del Mag, nella tre giorni che si è svolta a 

Ginevra dal 20 al 22 marzo.

Al termine del meeting, attraverso un percorso condiviso di dialogo con gli 

stakeholder, il Segretariato dell’Internet governance forum ha deciso di 

attivare una call for issues per individuare i temi di maggiore interesse per 

la comunità mondiale che potranno essere oggetto di approfondimento nel 

corso del prossimo Igf.

La call for issues è aperta a tutti e si concluderà il prossimo 13 aprile.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AgID 멀티스테이크홀더 자문 그룹에 합류하다.

Digital Italy for Agency–AgID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자문 그룹(Mag)에 합류했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정부의 기관은 정부, 기업, 사회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 지배 구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탐구

하고 토론한다.
기구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3일간 개최되는 IGF의
Mag는 회의 및 공개 협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로 참석했다.
이슈에 대한 의견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4월 13일에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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