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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제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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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해당하는 BKA 내 Na-

유로의 피해를 안겼다. 2007년 유형과 피해규모에

로운 사이버 법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해줄

봇넷의 세계적인 확산과 그로 인한 범죄 활동이 왕성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보

수 있는가.

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봇넷은 범죄집단의 기반이

tional High Tech Crime Unit(NHTCU)의 정보분석
및 수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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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생각하나.

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많은 범죄자들이 봇넷을 기반
독일의 법제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으로 DDoSing, Spamming, Malware의 확산 등을 통

적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성문법이 아닌 추상적인

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및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 큰 문제점 중 하

체계라는 점에서 조언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기

나는 웜이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악의적으로 이를 배포

술로 인해 우리의 세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법률

하는 범죄자에 대한 체포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범죄

역시 매순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오

자들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

히려 특별히 사이버 공간을 위한 법률은 필요하지 않

하나.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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