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동향자료

1. 5월 셋째 주

1) KISA, EU GDPR 시행일에 '북콘서트' 열어 대응방안 모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럽연합(EU) 일

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본격 시행에 앞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북콘서트’를 오는 25일 서울 교보빌딩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GDPR은 EU가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강력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위반 시 최

대 글로벌 매출의 4% 내지는 2000만유로(약 26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KISA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

이드북’을 공개한다. 가이드북은 GDPR이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세부 지침과 주요 

개념의 해석,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관리 기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GDPR의 개요와 법률적 해석’과 ‘GDPR 대응을 위한 내부관리 기법’

을 주제로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경하 JN시큐리티 대표가 각각 강연

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북 집필진(김경하 대표 등 7인)이 GDPR 챕

터별 주요 질의사항을 선정해 직접 답변하는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한다.

북콘서트 참가 사전등록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KISA는 이 밖에 제8회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에서 국내 기업들의 GDPR 

대응 지원을 위한 GDPR 관련 트랙을 별도 편성할 예정이다. PIS FAIR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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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인터넷 넘는 파괴력… 거대 생태계 만들 것"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왜 가장 혁신적인 기

술로 각광받게 됐을까. 블록체인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까. 16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관련 5개 세션에는 세계적

인 블록체인 혁신가 20여명이 참석해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 세상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뛰어넘는 

파괴력을 가진 기술이며 이미 산업과 일상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면서 "

다만 가상 화폐 투기 논란, 데이터 저장 공간 확보, 처리 속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이 거대 생태계 만들어낼 것"

서상윤 한국조정중재원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블록체인의 미래 혁

신'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 화폐 퀀텀(Qtum) 창업자 패트릭 다이

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최초의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은 불과 9년 만에 시가

총액 5000억달러(약 539조원)를 달성했는데, 이는 애플이 30년이나 걸려서 

해낸 일"이라며 "블록체인은 돈이라는 가치에 대한 개념과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모두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창업자

는 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거대

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처럼 블록체인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센시스의 도니 벤저민 수석자문관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완벽한 보안'을 꼽았다. 그는 "매일 전 세계

적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가상 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소가 아

닌 가상 화폐 시스템이 해킹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다른 분야

에 블록체인의 이런 장점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 화폐 투기와 거품 논란, 사기성 가상화폐공개(ICO) 등 블록체인과 가상 

화폐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투자를 받겠다며 블록체인 스

타트업(초기 창업기업)들이 공개하는 ICO 백서(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면 부

실한 것이 넘쳐 난다"면서 "기업이 사기를 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가상 화폐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아킴 손 포르제 프랑스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이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분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험할 수 있

도록 해줘야 성장한다"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현실 속으로 들어온 블록체인

'일상생활의 블록체인' 세션에서는 미래 기술로 여겨지던 블록체인이 이미 

현실 속으로 들어온 다양한 사례가 발표됐다. 박세열 한국IBM 블록체인 기

술총괄은 "IBM은 해운회사 머스크와 함께 주문부터 선적, 세관 통과까지 종

이가 필요없는 방대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내년에는 전 세계 은행

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라며 "지금은 100만원을 

해외에 보내면 5만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5000원 이하로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금융 블록체

인 컨소시엄 'R3'의 소피 홈 매니저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금융 블록체인 

'코다'는 은행·증권사의 기존 시스템에 쉽게 결합이 가능할뿐더러 세계 각

국의 규제 수준에 따라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다"면서 "금융업과 다른 산업

을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가상 화폐' 세션에서는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

한 논의가 이뤄졌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 화폐가 끊임없

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

재는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

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겐 가와이 일본 가상화폐협회 법률위원은 "

이 업계의 1년은 다른 업계의 10년에 맞먹는 기간"이라며 "정부 정책이 필

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상 화폐를 직접 다루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더 중

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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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5월 셋째 주

1) Internet Governance Forum 2018, attiva la call for

proposals per definire il programma

È attiva la call for proposals per definire l’agenda della 13° edizione 

dell’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internazionale, organizzato dal 

dipartimento degli Affari economici e sociali delle Nazioni Unite e in 

programma tra novembre e dicembre.

Fino al 27 maggio, tutti i soggetti interessati potranno presentare proposte 

per seminari e sessioni sugli otto temi principali che andranno a 

caratterizzare l’IGF 2018, emersi dalla consultazione (call for issues) 

promossa ad aprile:

Cybersecurity, trust & privacy;

Digital inclusion & accessibility;

Emerging technologies;

Evolution of internet Governance;

Human rights;

Gender & youth;

Development, innovation & economic issues;

Media & content;

Technical & operational topics.

I proponenti, inoltre, potranno scegliere più di cinquanta sottotemi o 

suggerirne uno. I sottotemi includono un’ampia gamma di argomenti tra 

cui Access & connectivity, Cyberdiplomacy, Encryption, Internet & the 

environment, Local content and virtual reality e molti altri.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2018, 프로그램을 정의하기 위한 제안요청 활성화

제안요청은 유엔 경제 사회국이 주최하고 11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되는 제13차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의 의제를 

정의하는데 적극적이다.

5월 27일까지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IGF 2018을 특징으로

하는 여덟 개의 주요 주제에 대한 세미나 및 세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월에 협의 된 것으로 보인다.

1. 사이버 보안, 신뢰 및 개인 정보 보호;

2. 디지털 포함 및 접근성

3. 신흥 기술

4.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화

5. 인권

6. 성별 및 청년

7. 개발, 혁신 및 경제 문제

8. 미디어 및 콘텐츠

9. 기술 및 운영 관련 주제

또한 지지자들은 50개 이상의 하위 주제를 선택하거나 제안 

할 수 있다. 하위 주제에는 액세스 및 연결성, 암호화, 인터넷 및 

환경, 지역 콘텐츠 및 가상현실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

출처 2018.05.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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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v6 and IoT security: What should you know?

Internet Protocol (IP) is the system that allows devices to find and connect 

to each other on the internet. IPv4 made its debut in the 1980s and since 

then, the exponential growth of the internet has caused a major shift in 

perspective. Designers never expected that the limited pool of addresses 

would be an issue, but the proliferation of devices looking to go online 

soon put that idea to rest.

IPv6, its successor, was introduced way back in 1998.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e extension of IP addresses from 32 bits to 128. This 

feature aims to ease the immense pressure in terms of the dearth of 

network addresses, while creat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the 

internet-connected devices of the future.

While IPv6 is touted as the more secure and efficient system, 

implementing it is a far cry from a hassle-free process. With that in mind, 

what should professionals know about as it becomes a more pressing issue 

and more devices such as internet of things (IoT) products require IP 

addresses? With IPv4 space rapidly running out, the time to develop your 

IPv6 strategy is now.

Just how secure is it?

Earlier this year, Neustar network engineer Wesley George identified a 

significant amount of strange traffic being driven to a client as part of a 

wider attack, but noticed that packets coming from IPv6 addresses were 

being sent to an IPv6 host. The issue here is not that IPv6 is not secure, 

said Ed Williams, EMEA director at Trustwave SpiderLabs, but that not 

enough time is being devoted to educating teams about how it works.

Alan Mindlin, technical manager at Morey, agreed, saying that he thinks 

IPv4 is “probably better understood. IPv6 adds a broader address space, 

new features with regard to discoverability of nodes and additional 

capabilities in the headers.”



He noted that mitigation tools against IPv6 threats are in their infancy. 

“From a router perspective, you can’t just keep following your IPv4 

policies and conducting security checks. Instead, you need to add to your 

procedures to cover the new features.

“The toolset for securing IPv6 nodes is still being built and the hacks to 

attack them are just starting to be seen. From the endpoint perspective, 

the ‘bad guys’ have access to a wide range of deployed and poorly 

secured IPv4 devices to attack, and are probably not spending much time 

on IPv6 devices yet.”

It’s a process of adopting a new technology and simultaneously running 

both technologies side by side on one dual protocol stack that can increase 

a potential security risk, because it enlarges the attack surface.

Threat modelling

The importance of designing a threat model for IPv6 cannot be 

underestimated, as it has some unique features. Also, working on a dual 

stack with IPv4 can present some problems in terms of a vulnerability in 

one affecting the other.

Williams said that not threat modelling for IPv6 “massively undermines 

any security that is currently in place within an organisation. IPv6 stacks 

need to be identified and hardened as a matter of urgency. Any threat 

model exercise will/should result in a reduced attack surface. We’re not 

seeing that at the moment. In fact, we’re seeing the opposite: more 

ports and service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successful attack.”

The lack of a good catalogue of threats to model against is an obstacle, 

Mindlin said. “The router and server side has years of experience with 

various attacks and exploits. We still see things as almost anecdotal in 

nature: data streams of nanny cams stolen, vehicles with internal buses 

disrupted to compromise safety, or endpoints loaded with malicious code to 



steal data or disrupt communications.

“These all exploit more than just the IP layer and all are discovered 

after the fact with 20/20 hindsight as examples of what not to do.” It 

won’t be easy, by any means, he added. “Pre-emptively figuring out the 

threat model for IoT on any IP protocol or on any layer of the model is 

hard work.”

IPv6 and IoT

From smart fridges to connected baby monitors, IoT devices have almost 

reached ubiquity in modern society – but what effect are they having on 
the internet’s infrastructure?

Mindlin said: “A surge in the IoT has created a surge in the number of 

endpoints. This surge is driving adoption of IPv6 to allow larger address 

space instead of trying to fit into the constrained IPv4 space.”

Martin Hron, researcher at Avast, said: “I don’t think that surge of IoT 

influenced the adoption of IPv6, but it’s a next logical step and must for 

us to adopt IPv6 as soon as possible, as we are simply running out of IPv4 

addresses. But, obviousl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oT devices, the 

demand for IP addresses increases, too. However, nowadays most of the 

IoT devices are hidden behind the NAT and in internal networks.”

Mistakes to watch out for

In general and at a high level, organisations are forgetting about IPv6 and 

not giving it the attention it requires, Williams theorised. Considering the 

more complex structure compared to IPv4, it can seem daunting for those 

tasked with migration duties. Hron said that many people are forgetting 

that both IPv4 and IPv6 stacks have to coexist for some time. He also 

cited the lack of professionals with adequately detailed IPv6 expertise as a 

problem.

According to Mindlin, the multitudes of implementations occurring at the 



same time from endpoint gateways to routers are a challenge, and those 

building the infrastructure that IoT depends on “need to take their best 

practices of the current IPv4 world and use them as the starting point for 

IPv6. Endpoint or IoT gateway providers need to implement the new stack 

using all of the security that comes with it.”

What are the risks?

DDoS and phishing attacks, data theft, and remote hacking of industrial 

control systems, healthcare systems and automotive technologies are all 

likely to carry over from IPv4 to IPv6. Mindlin explained that although the 

structural elements of IPv6 are naturally beefed up, along with the huge 

address space, hackers will eventually find the network vulnerabilities and, 

after that, get to work on attacking the higher layers.

Hron said that with a vast global amount of reachable IPv6 addresses, 

each connected device can be connected directly to the internet network, 

increasing its visibility and also potentially emphasising its vulnerability 

issues.

The role of automation

Like numerous business processes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IT space, 

IPv6 implementation can be made easier with the help of automation. 

Williams said while many tool sets are IPv6-aware, the fundamental lack 

of education around IPv6 means they may not be consistently used.

As it is with threat modelling, the relative immaturity of the IPv6 space 

means there is a dearth of tools currently available, Hron explained. “It 

would be wise to do penetration testing and semi-automatic deployment 

for IPv6 networks; however, we can expect that, at least until some point 

in time, there’s going to be a lack of devices and tools to do so because 

the market with IPv6 solutions is still at its beginning.”



IPv6 및 IoT 보안 :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합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IP)은 장치가 인터넷에서 서로를 찾고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IPv4는 1980 년대에 등장

했으며 이후 인터넷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었다.

IPv6 위협에 대한 완화 도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라우터 관점

에서 IPv4 정책을 준수하고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는 없다.

대신 새로운 기능을 다루기 위해 프로시저에 추가해야한다.

IPv6의 위협 모델 설계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고

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IPv4를 사용하는 듀얼 스택

을 사용하면 다른 스택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oT의 급증으로 종단점의 수가 급증했다. 이 급증으로 인해 IPv4의

제약을 받는 대신 더 큰 주소 공간을 허용하기 위해 IPv6을 채택

하고 있다.

엔드 포인트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터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많은 구현 사례가 있으며 IoT가 현재 IPv4 세계의 모범 사례를 

취하여 이를 출발점으로 사용해야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제어 시스템, 의료 시스템 및 자동차 기술의 DDoS 및 피싱 

공격, 데이터 도용 및 원격 해킹은 모두 IPv4에서 IPv6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2018.05.15.(화)

https://www.siliconrepublic.com/enterprise/ipv6-iot-ipv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