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동향자료

1. 12월 셋째 주

1) KISA, 동유럽 지역서 사이버보안 세미나 개최..노하우 공유

임재명(오른쪽 두번째) KISA 연구위원과 지승구(오른쪽 첫번째) KISA 팀장이 

알바니아의 국가정보화 장관회의 총괄(Mirlinda Karcanaj), 사이버보안청(AKCESK) 

총괄(Vilma Tomco)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제 원조기구인 세계은행,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함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사라예보)와 알바니아(티라나) 현지

에서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은행-옥스퍼드 대학-KISA(글로벌정보보호센터, 

GCCD) 3자간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유럽 국가들과의 사이버보

안 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GCCD는 KISA 주도로 2015년 6월에 출범한 정보보호 역량강화 전담기

구로, 저개발국 대상 사이버 보안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사라예보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통신교통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Transport) 관계자를 비롯한 60여명의 현지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3일과 4일 이틀간 세미나를 열었다. 티라나에

서는 국가 전자인증, 사이버보안청(AKCESK), 국가기반시설에너지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ergy) 담당자 약 70명을 대상으로 6일

과 7일 이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다.

각 세미나에서는 국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와 침해사고대응팀 운영, 

국내 침해사고대응 현황 등 한국의 사이버보안체계 구축과 대응 경험

을 공유했다.

이재일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이번 역량강화 세미나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

공유 채널을 확대하고, 한-동유럽 간 차기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기회

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운 기자

출처 2018.12.10.(월)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23926619437208&mediaCodeNo

=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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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데이터진흥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해 맞손

임재명(오른쪽 두번째) KISA 연구위원과 지승구(오른쪽 첫번째) KISA 팀장이 

알바니아의 국가정보화 장관회의 총괄(Mirlinda Karcanaj), 사이버보안청(AKCESK) 

총괄(Vilma Tomco)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원장 

민기영)과 안전한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업

무협약(MoU)을 14일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거래 기

반 조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제도 연구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마련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촉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

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한 비식

별 기술 컨설팅 및 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합

법적 활용체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 hhn0626@ddaily.co.kr

출처 2018.12.14.(금)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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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12월 셋째 주

1) 독일의 첫 GDPR 위반 사례, 비교적 훈훈하게 결론나다

독일에서 첫 번째 GDPR 위반 사례가 나왔다. 독일의 채팅 앱인 크누델

스(Knuddels)에서 해커가 수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훔쳐간 사건이 터진 

이후였다. 문제는 크누델스 측이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정보보호위원회가 2만 유로의 벌금형

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해커들은 약 33만 개의 크리덴셜을 가져갔고, 이를 2018년 

9월 페이스트빈(Pastebin)과 메가(Mega)를 통해 전부 공개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실제 해커가 가져간 건 33만 개 크리덴셜 이상일 것

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80만 개의 이메일 주소와 180만 

개가 넘는 비밀번호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정보가 도난당하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크누델스가 사용자의 민

감한 정보를 암호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GDPR 규정에

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각종 비판이 일어났는데, 크누

델스 측은 이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빠르고 투명하게 인정했다. 그 

때문에 벌금이 2만 유로로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정보위원회는 “회사(크누델스)는 지난 수주 동안 IT 

보안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감행했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최신화

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 시스

템 구축을 이어가 바덴뷔르템베르크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

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누델스 측은 열린 태도로 정보위원회의 요구에 응했으며 적극 협

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실을 숨기려 하거나 덮지 않고 투명

하게 공개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이들이 앞으로 보안

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GDPR이나 정보보호법의 목적은 벌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소

비자 정보 보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

다.”



이 사건으로 보안 업계에서는 “기업 내 새롭게 임명된 DPO(데이터 보

호 책임자)들이 GDPR 위반 시 어떤 식으로 데이터 보호 관련 기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수립됐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

면서 “GDPR 관련 정부 기관이 무시무시한 벌금으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을 깨닫기 시작한 분위기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정보 보호 위원장인 스테판 브링크(Stefan Brink)는 

“사고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노력하는 

기업은 실제 해커들보다 앞서나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바덴뷔

르템베르크 위원회는 다른 유럽 국가와 ‘누가 벌금 더 많이 걷나’ 

경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결

국 중요한 건 데이터가 보호되고, 해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니

까요.”

3줄 요약

1. 독일에서 첫 GDPR 위반 사례 나왔는데, 벌금은 2만 유로에 불과.

2. 위반한 기업인 크누델스가 투명하게 사건을 공개하고 빠르게 추가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

3. “GDPR의 진정한 목적은 벌금 걷기가 아니라 데이터 보호 문화 확

산”이 확인됨.

국제부 문가용 기자 globoan@boannews.com

출처 2018.11.28.(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016&kind=1



2) Researchers Develop Tools to Help Map the IPv6 Address

Landscape

While there are now billions of IPv6 addresses that could be active at 

any given time, there are no precise estimates as to how many or 

where they are. A pair of researchers approached the challenge by 

developing a set of tools to find active IPv6 addresses both in the 

global address space and in smaller, targeted networks. Decipher 

reports: "Known as ipv666, the open source tool set can scan for live 

IPv6 hosts using a statistical model that the researchers built. The 

researchers, Chris Grayson and Marc Newlin, faced a number of 

challenges as they went about developing the ipv666 tools, including 

getting a large IPv6 address list, which they accumulated from several 

publicly available data sets. They then began the painful process of 

building the statistical model to predict other IPv6 addresses based on 

their existing list.“

연구자들 IPv6 주소 환경을 매핑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개발

주어진 시간에 활성화 될 수있는 수십억 개의 IPv6 주소 가 

있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지 또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은 없다.

연구원은 전체 주소 공간과 더 작고 목표가 설정된 네트워크

에서 활성 IPv6 주소를 찾기 위한 도구 집합을 개발하여 이 

문제에 접근했다.

ipv666으로 알려진 오픈 소스 도구 세트는 연구원이 만든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라이브 IPv6 호스트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누적 된 대형 IPv6 주소 목록을

얻은 후 그들은 기존 목록을 기반으로 다른 IPv6 주소를 예측

하기 위한 통계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출처 2018.12.3.(월)

http://www.circleid.com/posts/20181203_researchers_develop_tools_to_help_ma

p_the_ipv6_address_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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