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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넷째 주

1) KISA,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논

의 및 국내 블록체인 기술 현황 파악을 위한 ‘제9회 블록체인 테크비

즈(TechBiz) 컨퍼런스’를 21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KISA와 서울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생활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민간분야 비즈니

스 사례를 발표하고, 6개의 공공 시범 사업 등을 설명한다.

기조강연에서는 ‘블록체인의 의미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정지훈 경

희사이버대 교수가 발표하며, 민간분야 비즈니스 사례로는 ‘국민 생활

을 바꾸는 KT 블록체인’을 주제로 KT 김학준 상무가 발표를 맡는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KISA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

한 기업들이 발표자로 나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하며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인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시범

사업(매트릭스투비 이희라 본부장)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농심NDS 차재열 소장)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

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시범사업(웨이버스 박창훈 상무) ▲블록체인 기

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핸디소프트 송종철 상무) ▲블록

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체계 구축(SGA솔루션즈 김규

태 상무) ▲블록체인 기반 부두 간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케이엘

넷 김진훈 차장)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이 소개된다.

KISA 김석환 원장은 “그 동안 상상하기만 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이 예상된다”

며 “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블록체

인을 통해 변화할 미래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빈 기자 jungvinh@zdnet.co.kr

출처 2018.09.20.(목)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2016515

1&type=det&re=zdk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20165151&type=det&re=zdk


2) KISA, 한글날 맞이 '한글 도메인 할인 등록' 이벤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글날을 맞아 기억하기 쉽고 이용이 간편한 

'한글 도메인(한글.kr, 한글.한국) 할인 등록 이벤트'를 10월 한 달간 진

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글 도메인은 우리말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로 영문 도메인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국제표준 주소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과 같

이 원하는 한글 표현 뒤에 '.한국' 또는 '.kr'을 붙여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KISA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도메인을 포

함한 인터넷주소자원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누구

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주요 포털의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 등 

한글 도메인 이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7개 등록대행자와 함께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신

규 등록하는 한글 도메인의 경우 1년간 등록수수료가 할인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확인 및 등록은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메가존, 비아

웹, 아이네임즈, 코리아센터, 후이즈 등 7개 등록대행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동현 기자 odong85@newsis.com 

출처 2018.09.26.(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6_0000427479&cID=130

01&pID=130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6_0000427479&cID=13001&pID=13000


2 해외 동향자료

1. 9월 넷째 주

1) Women participation in internet governance key to dev’t

Mrs Mary Uduma, the Chairperson,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says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internet process is key to 

the development of any nation.

Uduma made this known on Tuesday in Abuja at the first Women 

Internet Governance Forum in Nigeria organised by the Centre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CITAD). 

The programme is supported by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APC). 

She said that inclusiveness of women and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of the Internet was key to their development. 

“And these are the things the forum wants the women to be part of 

in the internet governance process.”

 She said that to bridge the gap, the forum drew up women focus 

programmes to enable them express themselves, participate fully and 

voice up their opinions. 

“The essence of this meeting is for capacity building and for 

bringing information to the women and showing them the areas they 

have right and authority to speak out. 

“And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internet is the platform as this is the enabler for everybody to be 

inclusive. 

“This programme is the first step of involving women in internet 

governance. 



“We have brought women together, spoken to them, stimulated them 

and educated them to know they have a platform to voice out their 

minds,’’ she said. 

Prof. Amina Kaidal, a board member of CITAD said that the focus for 

the programme was to bring women together to identify problems 

hindering them from the internet process. 

Kaidal, who is also a lecturer at University of Maiduguri said that the 

forum would strategise on how to improve internet accessibility for 

women. 

Maryam Haruna Programme Officer, Gender and Internet CITAD said 

the over the years the organisation had been struggling for gender 

inclusion in Nigeria, especially in the northern part. 

Haruna said that CITAD discovered that women participation in IGF 

was very low and this was what prompted the organisation to organise 

the forum to bring up issues concerning gender challenges in internet 

and online. 

“The forum aimed at bridging gender gaps in accessing information 

and Internet policies, especially as it affects Nigerian women. 

“So that is why we brought women from government,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 Academia, private sector to discuss the challenges 

and proffer solutions,” she said. 

Ms Ene Ede, the Gender and Social Inclusion Adviser, Search for 

Common Ground, an NGO, a participant said that access to internet 

was like “having the world on your palm”. 

“If the women have the world on their palms, it would be a better 

place as internet is virtually everything and huge platform of 

engagement. 

“If women are left out of this engagement, the world will not be 



good for development to take place and for everybody to participate 

equally, women need to be in the cyberspace. 

Another participant, Miss Hassana Ibrahim of Women Will, an initiative 

of Google for Women said that the programme was apt as CITAD was 

trying to involve more women in decision-making of how the internet 

should be used. 

“You notice that decision-making is about male and women are 

excluded so, bringing more women to participate in Internet is a very 

good idea,’’ she said. (NAN)



인터넷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핵심은 여성의 참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 의장인 메리 우두 마 (Mary
Uduma)는 인터넷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든 국

가의 발전의 열쇠라고 말했다.

Uduma는 정보 기술 개발 센터 (CITAD)가 주최 한 나이지리

아 최초의 여성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화요일 Abuja에서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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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vanguardngr.com/2018/09/women-participation-in-internet-govern

ance-key-to-devt/



2) 구글, EU GDPR 위반 혐의로 제소돼

구글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12일 브레이브브라우저(Brave Browser) 개발업체가 

영국(UK)과 아일랜드 사법기관에 구글과 또 다른 광고기술업체를 EU 

GDPR의 프라이버시 보호조항 위반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브레이브브라우저 측의 최고정책책임자(CPO) 조니 라이언 박사는 구글 

및 타 광고업체가 '입찰요청(bid request)'이라 불리는 절차를 거칠 때 

이용자 데이터를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입찰요청은 이용자가 '행동기

반 맞춤형 광고(behavioral ads)' 유형을 집행하는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발생한다.

이 광고 표시영역의 코드는 대규모로 이용자데이터를 수집한 뒤 광고

플랫폼 업체에 되뿌리는데, 그 과정에서 사이트 방문자의 데이터가 특

정 이용자를 겨냥해 광고를 보여주려는 잠재적 광고구매처에 노출된다

는 설명이다. 실시간입찰(RTB) 프로세스다.

라이언 박사는 "온라인 산업에서 입찰요청이라 알려진 (데이터) 브로드

캐스트 때문에 데이터 유출(breach)이 발생하고, 이는 권한 없는 접근으

로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며 "GDPR상 불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입찰요청을 통해 노출되는 데이터는 이용자가 읽거나 보고 있는 콘텐

츠, 위치 정보, IP주소, 기기 세부 정보, 여러 유형의 추적ID 등이다. 라

이언 박사는 이런 데이터가 이용자의 성적 관심사, 윤리관, 정치적 견

해, 기타 개인에 관한 상세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용자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광고 입찰

자를 누구로 할지를, 심지어 익명 입찰자라 해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

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찰요청을 통한 데이터 노출은 GDPR 5조 1항 F

호(Article 5, paragraph 1, point f.)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라이언 박사는 "행동기반 맞춤형 광고 산업계의 중심에 대규모의 체계

화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2년에 걸쳐 GDPR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애드테크 업체들은 법률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

다. 또 "우리의 제소는 GDPR 62조를 준용해 EU 전반의 애드테크 산업

내 활동을 조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업계는 이걸 해결할 수 



있고 광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지 않더라도 유용하며 

적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현재 적용된 GDPR 준수 도구로 이용자들에게 그 데이터와 

광고 설정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우리 제품에 개발 최초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GDPR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

인화된 광고를 비롯해 EU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걸쳐 이

용자에게 유의미한 데이터 투명성과 통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

다.

브레이브브라우저의 제소는 오픈라이츠그룹(Open Rights Group)과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공학 및 물리과학 연구위원회(EPSRC) 소

속 연구원 마이클 빌(Michael Veale)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장은 

각국 개인정보보호 독립감독기구 '영국정보커미셔너(UK Information 

Commissioner)'와 '아일랜드데이터보호커미셔너(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각각 제출됐다. 구글과 함께 제소된 다른 광고기술업

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2천만유로 또는 세계 연간매출의 

4%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임민철 기자 / imc@zdnet.co.kr

출처 2018.09.14.(금)

https://www.intgovforum.org/multiling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