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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둘째 주

1) KISA '정보보호 지역센터' 2020년 10곳으로 확대

보안 인프라가 미비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던 지역의 

사이버 안전망이 강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늘리고 영세 중소

기업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인 SecaaS(Security as a Service)를 제공한

다고 3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 기업은 서울과 수도권에 88.5%가 집중됐다. 정

보통신망 사이버 침해 범죄는 3년만에 37.8%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98%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명선 KISA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장은 "지방 중소기업은 예산도 부족

하고 열악하다"라며 "중소기업에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해 다녀보면 

10~30명 정도의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곳은 100만원 투자도 어려

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KISA는 지역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

터를 지난 2014년 인천과 대구에 처음 설립했다. 이후 현재까지 7개의 

지역센터가 설립 됐고 2020년까지 10개로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

에서는 문진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 상담,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본부의 

본부장, 팀장급의 인재를 파견해 노하우나 기술 등을 전파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바우처 지원도 시작해 1000만원(700만원 컨설팅·300만

원 솔루션)을 지원한다. 바우처 지원은 5월부터 시작해 현재 100군데 

정도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SecaaS 서비스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SecaaS는 클라우드 기



반 소프트웨어(SW) 보안서비스로 장비 없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어 보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나 장비관리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선호된다. 이를위해 KISA는 예산 작업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

가를 받아 액션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확정 

되면 내년부터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다.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출처 2018.09.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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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 블록체인 예산 2배 이상 늘린다...내년 예산 100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예산을 내년 두 배 이상 늘린다. 

공공·민간 주도 프로젝트를 대폭 늘려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을 경험

하게 한다. 블록체인 행사도 정기 개최해 블록체인 확산 첨병 역할을 

한다. 

KISA는 2019년 블록체인 예산을 올해 42억원에서 내년도 100억원 이상

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공공부분 시범 사업을 블록체인 확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기획했

다”면서 “민간 주도 프로젝트는 민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블록체인을 확산시키도록 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KISA는 올해 관세청(개인통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이력관리), 국토

교통부(간편한 부동산 거래), 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 투표), 외교부(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양수산부(해운물류) 총 6개 분야에서 공공 프로젝

트를 실시했다. 블록체인 적용으로 개인 통관 처리업무는 기존 5일 소

요에서 2일로 줄어든다. 토지정보 시스템 반영기간은 평균 1개월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KISA는 내년 기존 공공(6개)프로젝트를 12개로 확대하고 민간분야에서

도 3~4개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공공분야 프로젝트는 기금관리, 

유통망, 범죄기록 관리 등을 선정해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우수사례 발

굴에 나선다. 성과가 확인된 제도는 다년도 지원을 통해 상용서비스로 

확산한다. 민간주도 블록체인프로젝트는 국민편익 증대와 투명성 강화

가 목표다.

민 팀장은 “공공부문 시범사업은 내년도 서비스 유지발전 등으로 고

도화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사업은 준비가 된 사업자를 선정하고 

단년도 지원이 아니라 일부 프로젝트는 기간을 늘려 지원하는 형태도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블록체인 진흥주간 일환으로 '2018 블록체인 

그랜드 챌린지'에서 아이디어·해커톤 공모전을 실시한다. 11월 행사에



서는 시범사업 결과물뿐 아니라 채용박람회 등 블록체인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블록체인 테크비즈도 두 달에 한 번 진행한

다. 

정영일 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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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A, 한·중·일 사이버공격 대응 협력 논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6회 한중일 인터넷 
침해사고대응 연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일본 국가 침해사고대응팀과 사
이버공격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KISA와 중국, 일본의 침해사고대응팀은 2011년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
는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 간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후속조치로 
매년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DDoS(분산서비스거부)를 주제로 각국 침
해사고대응팀이 운영 중인 사이버악성행위 탐지·대응 체계 등을 공유했
다. 각국은 한국에서 KISA가 운영하는 DDoS 탐지·대응시스템과 이 시스
템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 사례, 중국의 DDoS 대응 노하우, 일본이 신규 
개발 중인 최신 DDoS 탐지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또 지난 
1년 간 각국에서 발생했던 피싱 등 사이버 악성 행위 통계 및 대응 현황
을 분석하고 차년도 협력 필요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이재일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국가 침해사고대응팀은 각국 사이
버보안 최전선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인 중국, 일본의 침해사고대응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내외 사이버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8.8.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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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et in Nepal: Making it affordable

While there is a need to dismantle the syndicate existing in the 

internet market in Nepal, there is also a need to introduce several 

other measures, including awareness among users, to make internet 

affordable

The government levied Telecommunication Service Charge (TSC) on 

use of internet effective from the start of the current fiscal year. 

This 13 per cent TSC on internet i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13 

percent Value Added Tax (VAT). The decision to increase tax met 

with severe criticism from users and stakeholders. Stakeholders like 

the Internet Society Nepal, Freedom Forum, ISP Association of Nepal 

(ISPAN) raised the issue formally and end-users took to social 

networking sites to criticise the government move.

Following the backlash, the government formed a committee, also 

comprising the representatives from ISPAN, and later issued a press 

release saying that there “will be no increase” in the cost of the 

internet due to TSC charge.

However, the story is not over yet, as the TSC is still there and it 

applies to the use of internet. So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temporary settlement is adequate to address the issue of affordable 

internet in Nepal.

Of the 29 million population of Nepal, around 50.32 per cent have 

access to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a recent MIS report (June 2018), published by the Nepal 

Telecom Authority (NTA), 10.23 per cent of population have access to 

fixed broadband (wired), 1.10 per cent have access to fixed broadband 

(wireless) and the remaining 89 per cent subscribers use mobile 

internet. It is very interesting to know that the decision made by the 

government not to increase cost of internet due to the TSC applies 

only to the fixed broadband and not to the mobile internet; whereas 

around 90 per cent of the entire internet users are dependent on 

mobile internet.



Current scenario in Nepal is that internet arrangement is on B2B 

(business-to-business) basis. The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private sector entities hence it is but obvious that they are always 

driven by the profit.

It seems there are only two or three parties involved in bringing 

internet to Nepal from India. While there is nothing wrong for the 

private sector entities when they try to make profit, the problem 

arises when the entire business smacks of profiteering. When a 

handful of parties or companies are involved in a particular business, 

chances of cartel or syndicate are high. In this scenario, these 

companies fix the price through their mutual understanding only 

focusing on making high profit and ignoring the service and the costs 

that end-users have to pay. As we stand today, chances of internet 

cost coming down for end-users are very low, as the parties or 

companies involved are less likely to reduce the price.

Expensive internet has recently been a major concern in Nepal, as we 

are set to pay more for internet at a time when the prices are going 

down across the world. At this point, the government can play a 

crucial role. A G2G (government-to-government) initiative could help 

in ensuring that citizens get fast internet services at an affordable 

price. There are two major arrangements that the government can 

undertake.

The first is having an arrangement for direct access to submarine 

cable at Mumbai or Chennai landing point. The second arrangement is 

making provisions for connecting with Hong Kong data centre via 

China. Further, the government may also explore using the network 

of Indian railway connectivity.

In a recent development, the Nepal Telecom has taken initiatives to 

bring internet to Kathmandu from China via Kerung-Rasuwagadhi. This 

is an alternative route to connect Nepal through internet to the world.

Pricing of internet is not determined only by the international 

bandwidth price, as claimed by some. A number of other factors 



including management, manpower, operating cost, local internet 

exchange and local content also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internet prices.

Additionally, there are hug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to supply 

internet to end-users. All ISPs are expanding their own infrastructure 

with individual investment. Thus, the stakeholders need to consider 

and address these issues to make internet affordable for the general 

population.

The cost would come down if the government takes initiatives to build 

infrastructure and provide them on “sharing basis” to all ISPs. The 

other option could be ensuring a system in place (by the government) 

so that infrastructure built by a particular ISP are shared by others at 

a rational cost. Other ISPs can expand their infrastructure to other 

areas where internet is yet to reach.

This will also increase the presence of internet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Another issue that needs our attention is awareness among users 

about the internet ecosystem and how the internet actually works. 

Likewise, we also need to focus on quality of services.

At the global level, a UN-backed multi-stakeholder forum, such a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discuss such issues at length.

In Nepal also, in 2017 Internet Society Nepal had organised the first 

Nepal Internet Governance Forum. Such programmes are important to 

promote multi-stakeholder mechanisms for better governance of 

internet.

Shrestha, immediate past president of Internet Society Nepal, is 

e-Banking &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ISO) at Sanima Bank 

Limited



네팔의 인터넷 : 저렴하게 만들기

네팔의 인터넷 시장에 존재하는 신디케이트를 해체 할 필요와 

동시에 사용자들 사이의 인식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세금 인상 결정은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 ISP 협회 (ISPAN), 프리덤 포럼 (Freedom Forum)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종 사용자는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방문

했다.

반발에 뒤이어 정부는 ISPAN의 대표자들로 구성된위원회를 

구성했고, 나중에 TSC 요금으로 인해 인터넷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네팔의 시나리오는 B2B (business-to-business) 기반으로 

인터넷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민간 부문 기업이므로 항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ISP에 "공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된다. 다른 옵션은 특정 

ISP에 의해 구축 된 인프라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도록 (정부에 의해) 적절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ISP는 인터넷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다른 영역으로 인프라를

확장 할 수 있다.

세계 수준에서 정보 사회 세계 정상 회의 (WSIS)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과 같은 유엔이 후원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

포럼이 그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한다.

네팔에서는 또한 2017년 인터넷 사회에서 네팔이 네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조직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의 보다 

나은 통치를 위한 다중 이해 관계자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출처 2018.09.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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