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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첫째 주

1) 프랑스닷컴 도메인 놓고 '개인 VS 프랑스 정부' 법정 다툼

한 국가명의 도메인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줘야 할까? 아니면 국가 상표권의 침해로 봐야 할까?

미국 언론매체 엔가젯과 CNBC 등은 지난 24년간 인터넷 도메인 프랑스 닷

컴(France.com)을 소유해왔던 개인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도메인을 프랑스 

정부에 뺏겼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메인의 소유주였던 장 노엘 프리드만(Jean-Noël Frydman)은 뉴욕에 

거주하는 프랑스 태생의 미국인으로, 1994년 2월 10일에 처음으로 프랑스 

닷컴 도메인을 등록했다.

프리드만의 웹 사이트는 여행 정보와 상품 등을 제공하며 20여 년 이상 꾸

준히 운영돼왔다. 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외무부를 비롯한 수많은 프

랑스 공식 기관과도 협력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내무부는 2015년 돌연 프랑스 닷컴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라며 프리드만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파리 항소 법원은 2017년 9월, 프랑스 닷컴이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 판결했다. 프랑스 정부측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로 프랑스 닷컴 도메인을 

도메인 등록기관인 웹닷컴(Web.com)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도메인의 소유권을 갖게 된 웹닷컴은 2018년 3월 소유권을 프랑스 외무성으

로 이관했으며, 프리드만에게는 공식 통보나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사진

=France.com

프리드만은 이 소송은 미국 비즈니스 영역 내에 속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의 소송은 불공평하다며 미국 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개인이 합법적

으로 취득한 도메인을 국가가 강탈한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송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전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상표권 분쟁 이외에도 인터넷 주소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되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닷컴을 인터넷 주소창에 치면 프랑스 관광청의 포털 사이트 

France.fr 웹 사이트의 영어 버전으로 연결된다.

번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출처 2018.05.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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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 아태지역 침해대응 담당자 초청교육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시아태평양 정보보안 센터(APISC) 초청교육을 통해 16개국 

침해대응(CERT)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고 사례와 해킹 도구 등에 대한 초청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으며, 현재까지 56개국 295명이 이를 이수했다.

이번 교육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의 침해사고대응 인

력에 대한 APISC 초청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교육에는 몽골·베트남 등 총 16개국의 침

해대응팀(CER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정보보호 체계 현황 및 침해사고 대응 최신 사례 등을 공

유했고, 특히 사이버 침해사고에 실제 활용되는 악성 툴과 해킹 방법에 대한 

실습을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APISC 초청교육은 현재까지 총 56개국 295명이 이수했으며, 이를 통해 침해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정희 KISA 위협정보공유센터장은 “국내 사이버공격 대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해외 협력이 가능하도록 주변 국가 및 전 세계 침해사고 대응기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 기자 (jwlee@edaily.co.kr)

출처 2018.05.04.(금)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91264661920

564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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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첫째 주

1) Data Privacy Tops Caribbean Internet Governance Agenda

PARAMARIBO, Suriname, Thursday May 3, 2018 – Data privacy will be 

among the items topping the agenda at the Caribbean Internet Governance 

Forum to be held by the Caribbean Telecommunications Union (CTU) in 

Suriname this month.

The meeting is part of an effort by several Caribbean countrie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policies to ensure that Internet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shared and used in appropriate ways.

It will take place from May 21 to 23, days befo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comes into force in the European Union on 

May 25. The GDPR is a regulation o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for all 

individuals within the European Union. But Caribbean stakeholders are 

already preparing for the fallout across the region’s geopolitical space.

“Although the GDPR comes into effect in Europe, its effect will be felt 

in the Caribbean, because the region includes Dutch, French and British 

territories, all of which fall under the EU jurisdiction, and will therefore 

have to comply with the GDPR from as early as May 25, 2018,” said 

Nigel Cassimire, Telecommunications Specialist at the CTU.

Because the GDPR has significant penalties for companies found in 

violation of its data privacy regulations, the law could adversely affect 

Caribbean companies doing business with European companies.

“The onus is on European companies doing business with anyone in our 

region to ensure that whoever they do business with have measures in 



place that will enable them to remain compliant with the GDPR. For the 

Caribbean, it is urgent for us to understand what requirements will be 

placed on us,” Cassimire said.

The forum will be held in Suriname, a former colon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which became an independent nation in 1975.

The agenda will include a range of issues, including service resiliency and 

network neutrality.

The Caribbean Internet Governance Forum is a multi-stakeholder meeting 

initiated by the CTU and the Caribbean Community (CARICOM) Secretariat 

to coordinate a regional approach to Internet Governance. Since its 

inception in 2005, the forum has met annually and has focused on the 

formulation of a regional framework for Caribbean Internet governance 

policy,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exchange points, and the growth of 

Caribbean influence in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arena.

The forum is part of a series of ongoing policy development discussions 

across the region. Policymakers met in Miami on April 19 to discuss 

Internet governance issues at a special Caribbean Forum hosted by the 

CTU and the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캐리비안 인터넷 거버넌스 일정

카리브해 정보 통신 연합 (CTU)에서 개최 할 카리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이 회의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공유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한 여러 카리브

국가의 노력의 일환이다.

GDPR은 5월 25일 유럽 연합에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효력을 발휘

하기 전인 5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개최된다.

GDPR은 유럽 연합 내의 모든 개인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다. 그러나 카리브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은

이미 지역의 지리학적 공간 사이의 여파에 대비하고 있다.

카리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CTU와 카리브 커뮤니티 

(CARICOM) 사무국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시작한 다자간 회의이다.

이 포럼은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정책 개발 토론의 

일환으로, 정책 결정자들은 4월 19일 마이애미에서 CTU와 미국

인터넷 주소록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이 주최하는 

특별 카리브 포럼 (Caribbean Forum)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었다.

출처 2018.05.03.(목)

http://www.caribbean360.com/business/data-privacy-tops-caribbean-i

nternet-governance-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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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y your organisation now needs to worry about IPv6 attacks

As IPv6 began development in the mid-2000’s, the thought of 

cyberattacks on this protocol were a distant threat that sat in the 

theoretical basket. According to a recent Google report, 14% of Australians 

now access their online content through IPv6 while worldwide this rate is 

even higher at 22%.

As evident in the report, a lot has changed in the last few years, as 

networks have begun to migrate from the old IPv4 architecture to the 

newer IPv6 system this theoretical possibility began to emerge as a more 

credible and realistic threat. In February this year, Neustar detected a live 

native attack on its UltraDNS network, taking this threat from a 

theoretical possibility to a tangible real-world issue that today’s network 

managers need to address seriously.  

While this isn’t the first IPv6 attack,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y are 

escalating. Previously the majority of attacks have not specifically targeted 

a particular IP version, instead aiming to disrupt anything they could find 

that was not secure. This particular attack was notable because in addition 

to IPv4 sources and destinations, additional attack traffic originated from 

many IPv6 hosts targeting IPv6 servers. While the type of attack used was 

by no means new, the targeting of these attacks is beginning to evolve to 

include IPv6.

What does this mean for network managers?

In order to ease IPv6 deployment, there are a well-documented series of best 

practices for making applications IPv6-capable. The idea is that when presented 

with a network that is IPv6-capable, applications will take advantage of this 

transparently to the end user. Malware developers can take advantage of these 

same best practices such that as IPv6 is deployed in more and more networks, 

they can both generate attacks from IPv6 hosts, and attack IPv6 content and 

services with little additional effort.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nd skills around IPv6 

attacks and how to mitigate against them.  Many people are unaware that 

IPv6 is available on their network and services or that it is available on 

many residential and mobile networks that their remote employees might 

use.

As a result, IPv6 is not in their threat profiles and they don’t have the 

same levels of protection in place or a plan for how to address an IPv6 

attack. This oversight is usually due to the perception that deployment needs 

the most attention, leaving security as a lower priority, particularly as the 

perceived threat of IPv6 attacks is still quite low.

Another issue which is contributing to the acceleration of attacks on IPv6 

networks is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Due to the sheer 

number of new devices being deployed the only way for them to exist and 

function is to deploy them using the IPv6 protocol.  Unlike devices that used the 

IPv4 protocol which needed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to receive an 

address, IPv6 devices can be targeted directly without a NAT and can, therefore, 

be easier to target and access directly.

How to protect yourself

This raises the question, ‘How do we best protect our networks against 

these protocol-specific attacks?”

While it appears that for the moment most cyber criminals are not directly 

targeting IPv6,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it hasn’t yet been universally 

deployed, the recent attack shows tha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becomes commonplace. This means that businesses and their network 

managers need to start implementing processes that can detect wayward 

IPv6 traffic flow across their networks.

They also need to develop a stronger and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emerging threat vectors in order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security 

plans that can detect, mitigate the risk of and deal with these IPv6 

specific attacks when they do arise.

왜 조직에서 IPv6 공격에 대해 걱정해야하는지

2000년대 중반에 IPv6가 개발되기 시작하자 이 프로토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생각은 이론적 인 바구니에 담긴 먼 

위협이었다. 최근 Google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의 14%는 

현재 IPv6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이 비율은 22%로 높다.

보고서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네트워크가

이전 IPv4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IPv6 시스템으로 이동하기 시작

하면서 이론적인 가능성이 보다 신뢰성 있고 현실적인 위협으

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IPv6은 위협 프로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IPv6 공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러한 감시는 일반적으로 배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

야한다는 인식 때문에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남겨 두었다. 특히 

IPv6 공격의 감지 된 위협이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IPv6을 직접 타겟팅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보편적으로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공격은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까지는 시간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업과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에서 IPv6 트래픽 흐름을 

감지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현해야한다.

출처 2018.05.03.(목)

https://securitybrief.com.au/story/why-your-organisation-now-needs-

worry-about-ipv6-attac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