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동향자료

1. 4월 셋째 주

1) KISA-무협,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대응 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무역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유럽

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포럼을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

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5일 제도 시행을 앞둔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기존 1995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한 법률이다.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등에 적

용되며,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유로(약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포럼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교수, 이창범 동국대 교수, 김선희 법무법인 율

촌 변호사가‘GDPR 핵심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다. 이창범 교수는 GDPR 제27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예시로 들며 GDPR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어 권현준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과 윤재석 개인정보협력팀장은 국내 기

업의 GDPR 대응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

안을 발표한다. 대기업 사례 발표도 마련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GDPR에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KISA 원장은“GDPR의 핵심내용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의 준비현황

을 공유하여 국내 기업들이 GDPR 시행에 따른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SA는 이날 행사 외에도 국내 기업들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는 27

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KISA 서울분원에

서 GDPR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재운 기자 (jwlee@edaily.co.kr)

출처 2018.04.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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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화두는 개인정보! 블록체인도 예외 아니다

5월 25일 시행되는 GDPR, 국내 기업·정부 당면 과제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 어떻게 지키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4월 포럼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에서 열렸다. CISO 포럼은 보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국CISO협회(회장 임종인)가 매월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CISO를 

비롯해 정부부처·기관 정보보호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CISO 4월 포럼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보안뉴스]

4월 포럼은 2018년 최대 화두인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본부장은 ‘CISO가 알아야 할 GDPR 가이드 주요 내용’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정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블록

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일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GDPR 시행을 앞

두고 적정성 평가 등 이슈가 많다”면서 “좋은 주제로 모인 만큼 알찬 정

보들이 많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이재일 KISA 본부장, 정현철 KISA 본부장, 이정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보안뉴스]

정현철 KISA 본부장은 1995년 이래의 ‘유럽 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과 올해 시행되는 GDPR을 비교하면서 “지침은 직접적인 법 효력이 

없지만 GDPR은 5월 25일 시행 즉시 유럽연합(EU) 28개국에 법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선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 제

한권 △개인정보 이동권이 GDPR에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는 “GDPR의 경우 지리적 적용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1) EU 지

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 2) EU 지역 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EU 시민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및 EU 시민의 EU 내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GDPR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를 기업과 정부 측면에서 각각 제시

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업] DPO 지정, GDPR 준수를 위한 적절한 기술 도입 및 투자 시급

- DPO 지정 및 조직역량 평가

- GDPR에 대비한 프로세스 마련

- 개인정보 처리에 GDPR 적용 가능성 정리

- GDPR의 새로운 통제 요구사항 평가

- 기술 도입을 통한 30일 내 삭제권 조치 등 데이터 식별 및 파악 위한 역량 제고

[정부] GDPR 준비를 위한 정책 연구, 민간 기업 지원방안 마련

- EU 집행위 및 회원국의 GDPR 시행 준비 상황 조사

- 가이드라인, 입법 등(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규 이슈 대응 프레임워크 

마련)



- GDPR 관련 대응 자료 홍보 등 민간부분 지원

- EU 적정성 결정을 이끌어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

특히, 정 본부장은 “GDPR이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기록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제 발생 시 GDPR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록으로써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

다. GDPR은 피고용인이 2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피고용인이 250명 이하더라도 

정보주체 권리·자유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GDPR 준수 입증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정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금융권 블

록체인 활용사례로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이 2017년 11월 시작한 블록체

인 공동인증 서비스를 소개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업에 자문으로 

참여했다. 금투협은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단 한 번의 인증으로 11개 

증권사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이슈로 △위탁 관련 

이슈 △개인정보 이슈 △금융기관 망분리 이슈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에서도 그는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특정 정보가 어느 고객

의 정보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고, 타 금융기관에서도 해당 정보가 어느 고

객의 정보인지 알기 위해서 공통된 식별자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노드 간 개인정보 공유를 위해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블록체인 노드 참여사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규제가 적용되므로 파기 의무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암호화 후 키 폐기 등을 통한 파기 방법

이 기술적으로 고안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관련법상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다인 기자 (boan2@boannews.com)

출처 2018.04.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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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4월 셋째 주

1) A Caribbean Internet Forum in Miami

An upcoming gathering of Internet experts could change the conversation 

around cyber security, network autonomy and network resilience in the 

Caribbean.

On April 19, the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ARIN) will 

convene a special forum to address the needs of its Caribbean 

stakeholders. ARIN is one of five bodies, called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that coordinate Internet number resources worldwide.

“The ARIN Caribbean forum will feature keynote speakers, presentations, 

panel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on topics relevant to strengthening and 

safeguarding the Caribbean Internet,” said Bevil Wooding, Caribbean 

Outreach Liaison at ARIN.

Organizers expect dozens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delegates to attend, 

including government ministers, public sector technocrats, network 

operators, law enforcement agents, business executive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legal fraternity, academia and civil society.

The one-day forum will focus on three main streams: public policy, justice 

sector and technical capacity-building. The public policy stream will give a 

high-level view of current issues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ternet 

governance space.

The justice sector stream targets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officers, 

giving an overview of major issues related to defending against and 

responding to cyber threats.



“Regional governments and security agencies are struggling to respond to 

illicit activities being coordinated in the Caribbean by large, well-funded, 

and highly organized international crime syndicates. Sessions at the ARIN 

Caribbean Forum will outline some practical approaches to regional 

collaboration to strengthen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 security,” 

Wooding said.

The technical capacity-building stream will promote network autonomy, 

security and resilience. Network resilience refers to the ability to maintain 

acceptable levels of service in the face of a range of challenges, including 

technical misconfiguration, targeted attacks and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including hurricanes.

The forum follows the launch in February of an outreach initiative called 

ARIN in the Caribbean, which has so far held events in Grenada, 

Barbados, Saint Lucia, St Kitts and Nevis,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with another planned for Dominica in the coming months.

“Strengthening regional communications networks is a priority for the 

entire Caribbean. As our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place greater 

reliance on Internet-based technologies, closer attention has to be paid to 

safeguarding Internet infrastructure from threats in the physical and virtual 

world,” Wooding said.

ARIN’s Caribbean Forum will immediately follow its public policy meeting, 

which takes place at the same venue in downtown Miami from April 15 to 18.

The Caribbean Network Operators Group (CaribNOG) will hold its 15th 

regional meeting at the same location from April 18 to 20, with the support 

of ARIN, the Caribbean Telecommunications Union, the Internet Societ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nternet Registry and Packet Clearing House.



마이애미의 캐리비안 인터넷 포럼

다가오는 인터넷 전문가 모임은 카리브해의 사이버 보안, 네트

워크 자율성 및 네트워크 복원력에 관한 대화를 다루고 있다.

4월 19일 ARIN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은 

캐리비안 이해 관계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포럼을 

소집한다. ARIN은 전 세계 인터넷 자원을 조정하는 Regional

Internet Registries라고 하는 다섯 개의 단체 중 하나이다.

ARIN의 Caribbean Outreach Liaison은 "ARIN Caribbean

포럼은 카리브 인터넷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조 연설자, 발표자, 패널 토론자 및 사례 연구를 제공 

할 것이다." 라고 Bevil Wooding은 말했다.

주최측은 정부 장관, 공공 부문 기술자, 네트워크 운영자,

법 집행 기관, 기업 간부 및 사법부, 법계, 학계 및 시민 사회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지역 및 국제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은 공공 정책, 사법 부문 및 기술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흐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공공 정책 스트림은 지역 

및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의 현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각을

제공한다.

출처 2018.04.07.(토)

https://www.caribjournal.com/2018/04/07/caribbean-internet-forum-mi

ami/#



2) Internet Governance Forum - Italia, consultazione sui temi 2018

Aperta fino al 30 aprile 2018 la consultazione sui temi che saranno 

affrontati nel corso dell’Internet Governance Forum Italia 2018, 

appuntamento annuale rivolto a tutti gli stakeholder interessati alla 

governance di Internet.

> Competenze digitali - call AgID per tirocini extracurriculari 

Il Comitato IGF italiano e l'Agenzia per l'Italia Digitale (AgID) hanno 

lanciato la consultazione pubblica per decidere i temi dell'edizione 2018 

dell’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Italia, iniziativa nazionale realizzata 

nell'ambito dell'omonima piattaforma internazionale per facilitare le 

discussioni inerenti l'uso di Internet nelle politiche pubbliche.

> SPID - come diventare fornitori privati di servizi online

Internet Governance Forum  

L'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  istituito dal Segretario dell’ONU 

nel 2006 - è la piattaforma globale che riunisce tutti gli stakeholder 

interessati alla governance di Internet.

Gli stakeholder dell’IGF sono essenzialmente riuniti in quattro gruppi 

(governi, industria, società civile, accademia/comunità tecnica), integrati da 
rappresentanti delle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dei media e di altre 

comunità rilevanti per il progresso di Internet.

Scopo del Forum è massimizzare le opportunità di dialogo e di scambio di 

idee su aspetti non solamente tecnici, ma anche economici e sociali, al 

fine di condividere esperienze e identificare le questioni emergenti relative 

alla governance della rete per portarle così all’attenzione dei rilevanti 

organismi governativi e non. 

Il successo del modello di discussione e confronto dell’IGF ha determinato 



la creazione di iniziative nazionali e regionali, che contribuiscono al 

dibattito internazionale dell’IGF. Lo scorso novembre a Bologna si è 
svolto l'incontro nazionale IGF Italia, nel corso del quale sono state 

affrontate diverse tematiche, quali l'etica e la sostenibilità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e dei big data, i nuovi modelli economici in Internet fra reti 

globali e locali, cibersicurezza, lavoro e Industria 4.0.

IGF Italia 2018, consultazione sui temi

Al fine di inividuare gli argomenti al centro dell'IGF Italia 2018, fino al 30 

aprile 2018 è aperta una consultazione pubblica online.

Gli utenti possono selezionare un massimo di 3 tematiche tra le 10 

proposte:

1. La giurisdizione di Internet: dovrebbe esistere un insieme minimo di 

principi condivisi e rispettati da tutti per la gestione ed evoluzione della 

Internet globale;

2. Cybersecurity: gli attacchi in rete sollecitano l’esigenza di regole 

internazionali condivise, di tutela dei diritti fondamentali e delle libertà 
individuali per bilanciare sicurezza e diritti;

3. Cittadini digitali: definire i principi per la realizzazione di un piano di 

formazione digitale sul funzionamento di Internet nelle scuole italiane di 

primo e secondo grado;

4. Privacy e libertà di espressione: quali misure adottare a livello 

internazionale per garantire un giusto bilanciamento dei diritti anche in 

riferimento agli attori di mercato Over The Top;

5. Fake news: Quali iniziative devono essere attivate per gestire il 

fenomeno e migliorare la consapevolezza dei cittadini;

6. Internet e Lavoro: definire misure di tutela dei lavoratori nel contesto 

della sharing economy, in relazione all’eCommerce e il commercio 

tradizionale e alle Public Private Partnership;

7. Innovazione e tecnologie: AI, IoT, Blockchain necessitano di una roadmap 

di principi etico-giuridico-economici al fine di orientare l’innovazione 

verso un progetto umanamente sostenibile;



8. Child online protection e Cyberbullismo: definire una carta di principi 

mondiali a garanzia della protezione dei minori;

9. Etica della rete: tutela degli interessi e diritti fra i quali la proprietà 
intellettuale;

10. Sovranità dei dati-data sharing: dibattere delle politiche che si possono 
adottare per tutelare i dati come elemento di sovranità di un paese e nel 
contempo favorirne il riuso nel libero mercato.

Inoltre è possibile lasciare un commento nell'apposita sezione per proporre 

nuovi temi o estendere quelli indicati.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이탈릴아, 2018 주제에 대한 협의

2018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이탈리아에서 다루게

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례 행사를 개최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 - 2006년 유엔 사무 총장에 의해 설립

되어 인터넷 거번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를 모으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IGF Italia 2018, 주제(인터넷 관할권/사이버 보안/디지털 시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페이크 뉴스/인터넷 및 근로/

혁신과 기술/아동 온라인 보호 및 사이버 침해/네트워크 윤리

/데이터 공유 및 주권)에 대해 4월 30일까지 사용자는 10개의 

제안서 중 최대 3개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출처 2018.04.19.(목)

https://www.fasi.biz/it/notizie/strategie/18255-internet-governance-for

um-italia-consultazione-sui-temi-20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