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동향자료

1. 6월 다섯째 주

1) 블록체인 기술 보안성 높지만, 취급업소는 사고 위험 안고 있어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취급업소의 해킹사건과 관련, 보안 미비점 개선 여부

를 확인하고, 보안점검을 체계화 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해 왔는데, 왜 해킹사고가 일어났을까. 

원인은 블록체인 기술 보안성 높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사이버 사고에 

늘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은 

지난 10일 가상통화취급업소 ‘코인레일’과 20일 ‘빗썸’에서 발생한 가

상통화 유출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업체에서 해킹사실을 신고 받은 즉시, KISA 사고조사 

인력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KISA)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1개 취급업소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보안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이행을 해당 업체별로 통보했다. 

특히, 최근 해킹을 통한 가상통화 탈취가 일어난 코인레일, 빗썸의 경우도 

보안수준 점검 및 보완조치 권고 등이 있었으나 코인레일의 경우 가상통화 

해킹 사건 이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아직 전반적으로 보완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의 경우도 사고 조사 과정

에서 보완조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 따

라 이미 보안점검을 받은 취급업체(21개)를 대상으로 보안 미비점 보완조치 

진행상황을 확인 및 신속한 조치를 이달말부터 독려하기로 했다. 보안 취약

점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은 9월부터 실시한다. 



신규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 보안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키로 했다. 먼

저 신규 취급업소 확인 즉시, 해당 취급업소의 협조를 받아 보안점검을 실

시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획을 제출,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성이 높

으나, 가상통화 관련 영업을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사이버 사고 위협이 

있어, 보안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예리 기자 (sky@kidd.co.kr)

출처 2018.06.21.(목)

http://www.kidd.co.kr/news/203216

http://www.kidd.co.kr/news/203216


2) KISA “지방선거문자 개인정보침해, 대선 때보다 4배 이상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문자 

수신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지난 총선 및 대선 시의 평균 상담건수 

대비 4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도 함께 높

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4.1.~6.12.) 동안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2016년 총선(4,259건) 및 2017

년 대선(6,1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2만1,21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담 유형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 `지속

적인 문자 수신`이 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가 4,876건

(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의 급증은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KISA에서 실시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94%

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KISA는 이번 민원대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

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

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

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

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출처 2018.06.25.(월)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8062511390410967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8062511390410967


2 해외 동향자료

1. 6월 다섯째 주

1) 유럽서 벌벌 떠는 기업들…‘GDPR’이 뭐기에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이 

5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보 업계는 GDPR을 ‘인터넷이 생긴 이후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규

정’이라고 평가한다.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법 적

용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법 적용을 피해 유럽 서비스를 아예 중

단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기관들도 EU와의 협의를 위해 국내 정보법

까지 개정하고 있다.

GDPR은 프랑스, 독일 같은 EU 내 거주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유로화로 유통하거나 프랑스어 같은 EU 

소속 국가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경우 GDPR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업

이 달러화나 영어만을 활용한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처럼 법을 위반할 경우 중대성이나 의도성 같은 11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일반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나눈다.

일반 위반은 위반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 2%나 1000만유로(약 128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낸다. 중대한 위반은 위반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 4%나 2000만유로(약 256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낸다.

GDPR 시행으로 미국 이메일 정리 서비스 기업 ‘언롤미’는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5월 25일 전에 종료했다. 당시 언롤미 측은 “우리 서비



스는 미국 사용자를 고려해 만들어졌고 GDPR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GDPR 

발효 전에 유럽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고하기도 했다. 

GDPR은 기업이 모든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하

게 권장하는 ‘데이터보호법’이다. 

현대화된 개인정보보호를 체계화시키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법인 

셈이다. 사용자가 원하면 기업은 언제든 정보 상태를 알려줘야 하고 삭제 

요청까지 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GDPR은 관련 조항만 99개에 달할 정도로 적용 범위·내용이 광범

위하다. 이를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기업 손익을 계산해 언롤미처

럼 유럽 서비스 종료 여부를 정하기도 한다. 

국내 정부도 GDPR 대응을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GDPR 안내 전담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2만여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GDPR 대비 안내 이메일도 발송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기반 적정성 평가 승인을 위해 EU 집

행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 개인 

기업들이 따로 EU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정보 이전에 대한 조

항’을 개정한 상태다. 국회에서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목표는 EU와의 연

내 합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적정성 평가를 받아 합의가 되면 국내의 개인 

기업들이 자유로이 유럽으로부터 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2018.06.05.(화)

https://jamestown.org/program/cyber-sovereignty-and-the-prcs-visio

n-for-global-internet-governance/



2) Internet governance, l’Italia si svegli: ecco che deve fare il

nuovo Governo

Per un Governo della rete in Italia

Ci sono quindi alcune promesse valide perché possa essere ripreso quel 
famoso articolo 14 della dichiarazione dei diritti. Lo riporto qui.

Art. 14.           Governo della rete

1. Ogni persona ha diritto di vedere riconosciuti i propri diritti in Rete sia 

a livello nazionale che internazionale.

2. Internet richiede regole conformi alla sua dimensione universale e 

sovranazionale, volte alla piena attuazione dei principi e diritti prima 

indicati, per garantire il suo carattere aperto e democratico, impedire 

ogni forma di discriminazione ed evitare che la sua disciplina dipenda 

dal potere esercitato da soggetti dotati di maggiore forza economica.

3. Le regole riguardanti la Rete devono tenere conto dei diversi livelli 

territoriali (sovranazionale, nazionale, regionale), delle opportunità̀ 
offerte da forme di autoregolamentazione conformi ai principi indicati, 

della necessita ̀ di salvaguardare la capacita ̀ d’innovazione anche 

attraverso la concorrenza, della molteplicità̀ di soggetti che operano in 
Rete, promuovendone il coinvolgimento in forme che garantiscano la 

partecipazione diffusa di tutti gli interessati. Le istituzioni pubbliche 

adottano strumenti adeguati per garantire questa forma di 

partecipazione.

4. In ogni caso, l’innovazione normativa in materia di Internet è 
sottoposta a valutazione d’impatto sull’ecosistema digitale.

5. La gestione della Rete deve assicurare il rispetto del principio di 

trasparenza, la responsabilità̀ delle decisioni, l’accessibilità̀ alle 

informazioni pubbliche, la rappresentanza dei soggetti interessati.

6. L’accesso e il riutilizzo dei dati generati e detenuti dal settore pubblico 

devono essere garantiti.

7. La costituzione di autorità̀ nazionali e sovranazionali è indispensabile per 
garantire effettivamente il rispetto dei criteri indicati, anche attraverso 



una valutazione di conformità̀ delle nuove norme ai principi di questa 

Dichiarazione.

E poi l’impegno che chiude la dichiarazione:

 

Impegna il Governo:

   Ad attivare ogni utile iniziativa per la promozione e l’adozione a livello 

nazionale, europeo e internazionale dei princìpi contenuti nella 

Dichiarazione adottata il 28 luglio 2015 dalla Commissione per i diritti e i 

doveri in Internet istituita presso la Camera dei deputati; 

   A promuovere un percorso che porti alla costituzione della comunità 
italiana per la governance della rete definendo compiti e obiettivi in una 

logica multistakeholder. 

La proposta per fare la Governance in Italia

Qui sotto riporto la proposta di missione che dovrebbe avere la struttura 

raccomandata nel secondo paragrafo relativo agli impegni del Governo, 

come elaborata in occasione dello IGF Italia svoltosi a Venezia nel 2016.

Missione proposta:

1     Identificare il luogo istituzionalmente deputato a definire la posizione 

nazionale sui temi di Internet Governance, ponendo in posizione paritetica 

tutti gli stakeholder, in occasione degli appuntamenti nazionali e 

internazionali (IGF globale, ICANN, Internet Society, ITU, OECD, G7 e G20.)

2    Promuovere l’analisi dei temi connessi all’Internet Governance e 

dei loro riflessi sull’ecosistema Internet in Italia.

3     Lavorare in modo collaborativo a  livello nazionale per influenzare 

le posizioni dell’industria, la società civile e gli organi governativi sui temi 



di Internet governance e di politica delle telecomunicazioni.

4       Esprimere pareri sulle iniziative del parlamento e del governo che 

riguardano la gestione dell’Internet in Italia, sia su richiesta specifica del 

governo che in modo            indipendente, anche attraverso la 

promozione di consultazioni pubbliche.

5     Contribuire a costruire relazioni di lavoro e di fiducia con i 

rappresentanti di altri stati e organizzazioni sui temi di Internet governance 

e di politica delle telecomunicazioni.

6      Contribuire all’organizzazione dell’Internet Governance Forum 

Italia fondandosi su principi di legittimità riconosciuti sia dalla comunità, sia 
dai partecipanti, ma soprattutto dal governo per poter apprezzare 

l’accoglimento delle azioni proposte.



이탈리아 인터넷 거버넌스 : 새로운 정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위원회가 2015년 7월 28일 채택 된 선언에

포함 된 국가, 유럽 및 국제 원칙의 홍보 및 채택을 위한 

유용한 이니셔티브를 사용하려면 인터넷 다중 이해 관계자 논리

에서 업무와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네트워크 통치를 위한 이탈

리아 공동체의 설립으로 이끄는 경로를 장려한다.

제안 된 임무 :

1 제도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영역을 확인하고 

국내 및 국제회의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글로벌 IGF, ICANN,

인터넷 사회, ITU, OECD, G7과 G20)를 동등한 위치에 둔다.

2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 분석 및 이탈리아의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한다.

3 인터넷 거버넌스 및 통신 정책 문제에 대해 산업계의 위치,

시민 사회 및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 차원에

서 한다.

4 공공 협의의 촉진을 통한 정부의 독립적인 요청과 독립적 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탈리아의 인터넷 관리에 관한 의회와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5 인터넷 거버넌스 및 통신 정책 문제에 관한 다른 주 및 조직

대표들과의 관계 구축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6 제안 된 행동의 수용을 감사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참여자 

모두에 의해 인정 된 정당성의 원칙에 기초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이탈리아 조직에 기여한다.

출처 2018.06.29.(금)

https://www.agendadigitale.eu/cultura-digitale/governo-della-rete-litali

a-si-svegli-ecco-che-deve-fare-il-nuovo-gove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