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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387

102 	 시스템	파일	위장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만 띄워져 있는데...   391

103 	 악성	프로그램	은닉
바이러스 토털에서 검사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395

잠깐 쉬어가기  |  해커는 다 나쁜 게 아니었나요?!?!  399

S E C T I O N  7 | 내부 이동 공격

104 	 서비스	검사
켜져 있는 시스템, 열려 있는 서비스를 노리는 하이에나   402

105 	 사내	협업	도구	공격
사내 메신저를 통한 문의라서 믿고 얘기했는데...   405

106 	 사내	파일	공유	공격	
사내 시스템을 사용한 것뿐인데 악성 프로그램에...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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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임시	및	잘못된	구성
개발이나 테스트용으로 잠시 준비한 것들인데...   412

108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공격	
항상 열어놓는 서버 접근용 단말기에 취약점이...   416

잠깐 쉬어가기  |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법원 판결 419

S E C T I O N  8 | 조정 & 탈취

109 	 자격증명	덤핑	공격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내 계정이 털렸어요   422

110 	 비밀번호	관리	대장	탈취	
비밀번호를 관리하기 위해 정리해둔 파일이 유출됐어요   425

111 	 원격/재택	접속	공격	
회사 PC에 누군가 원격으로 자꾸 접속해요   428

112 	 원격회의	공격	
회의 중인데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정보를 유출해요   431

113 	 화면	캡처	유출	
회사의 주요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어요   435

114 	 키보드	로깅		
타이핑하던 자료가 그대로 해커에게 전달되었어요   438

115 	 게임	계정	도용
소중한 게임 아이템이 사라졌어요   441

116 	 SNS	계정	탈퇴		
네이버, 인스타그램 계정이 탈퇴 처리가 되었어요   445

117 	 SNS	사칭		
연예인, 유명인인 줄 알고 대화했는데 가짜 계정이었어요   449

118 	 웹캠/IP	카메라	해킹
민감한 사진과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요   452

119 	 깃허브	업로드	
기업 자료, 개인정보, 소스 코드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요   455

잠깐 쉬어가기  |  모순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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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P E N D I X 	 | 주요 침해사고 대응 및 관리 방법

001 	 중고 물품 거래 사기꾼 잡기   462

002 	 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신고   468

003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473

004 	 개인정보 유출 소송   477

005 	 스마트폰 백업과 복원   481

006 	 윈도우 초기화   488

007 	 윈도우 10 재설치   490

008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498

에필로그   501
찾아보기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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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충 —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회장,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술거래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모든 영역은 언택트, 즉 비대면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

다. 우리는 매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뉴스와 동영상을 보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있으

며, 이런 흔적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이는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융합되어,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방식을 넘어 

전문적인 보안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보안을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집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삐뽀삐뽀 보안 119》가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

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상덕 — 김앤장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부회장, 정보관리기술사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IT 기술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군다나 정보 유출과 같은 해킹 위협은 우리 옆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선

시해야 할 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삐뽀삐뽀 보

안 119》는 보안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해킹의 위협을 쉽게 우회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훌륭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서정훈 — 엔씨소프트 플랫폼센터 실장, 정보관리기술사, 《PMP Agile 바이블》 공저자

COVID-19 팬데믹은 현대 IT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대면 재택근무와 온

라인 수업, 온라인 게임 및 스트리밍과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가 급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악용한 해킹이 증가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약한 고리

를 노린 보안 공격도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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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시점에 보안 위협에 대한 증상과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삐뽀삐뽀 보안 119》는 저자의 다년간 실전 경험과 깊이 있는 노하우를 바

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사고 및 사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유

튜브 강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과 마주

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 의심된다면 이 책에

서 제시한 방법대로 따라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곁에 두는 것만으로

도 보안 위협에 든든한 보안전문가, 《삐뽀삐뽀 보안 119》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곽규복 — LG CNS 보안기술전략팀장 & 전문위원, 정보관리기술사

이 책 《삐뽀삐뽀 보안 119》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사고

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무려 119개의 꼭지를 통해 보안 사고의 증상과 대응 방법까

지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실제 저자가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업무를 해보지 않았으면 

알기 힘든 사례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보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

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구성한 책입니다. 보안 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반드시 곁에 두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면 좋겠

습니다.

주성진 — 한화솔루션 CISO

최근 피싱 메일, 스미싱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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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찾아 물어보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쉽게 보안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SNS, 무선 

공유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쉽게 확인하고, 개인이 자신을 보호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추천합니다. 또한, 최근 재

택근무의 증가에 따라 개방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보안 위험에 대해 고

민하는 기업의 보안 조직에서 보안 대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두민 — SK텔레콤 정보보호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 멘토

COVID-19는 WFAWork From Anywhere 시대를 앞당겨 일하는 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

지만, 미흡한 보안 대책과 이를 노리는 해커의 공격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큰 보안 위

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다양한 사고 대응 및 보안 활동을 통한 노하

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삐뽀삐뽀 보안 119》를 집필하였으며, 보안 사고가 사전 예방 

못지않게 사후 대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보안 관련 사고가 의심이 들 

때 책을 펼치면 마치 아군이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안업계 종사자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진심인 분, 그리고 보안 관련 사고에 많은 부

담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쉽고, 간결하고, 매력적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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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	대응에	가장	쉬운	매뉴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평상시 보안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안 업무 담당자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IT 보안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 관련 오픈채팅방이나 커뮤니티

에서 많은 분이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컴퓨터 공학

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컴퓨터 조립 방법을 물으면 잘 모른다고 하거나 귀찮아하는 것

처럼, 보안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킹 사고 대응에 관해 물으면 역시 비슷한 반응

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IT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누구라도 해킹 사고나 IT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참고하면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친절한 책을 꿈꾸며 집필한 책입니다. 그

래서 보안 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와 주변에서 흔히 발

생하는 해킹 사고 위주로 선별하였습니다. 해킹 공격 기법의 프레임워크인 MITRE 

ATT&CK나 사이버 킬체인과 같은 공격 기반의 분류는 보안을 처음 접하거나 당장 사

고에 대처하려는 분께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C와 스마트폰, 시스템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

니다. 

물론,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보안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보안 사고라도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기 쉬운데, 이 책은 그럴 때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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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집 안의 상비약처럼 언제나 내 옆을 지켜줄 든든한 보안 가

이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과 여러 동료,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들께 고마

움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은이	문광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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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	대응	방안	제시1

그러면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 생각은 레인보우 테이블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테이블Rainbow Table은 비밀번호에 많이 사용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 

가능한 모든 해시값을 미리 저장해놓은 표입니다.

비밀번호 
크래킹
공격

반복적 
비밀번호
대입

해시 처리된 비밀번호 값
(예시: MD5)

5F4DCC3B5AA765D61D8327DEB882CF99
21232F297A57A5A743894A0E4A801FC3
0E698A8FFC1A0AF622C7B4DB3CB750CC

사이트	및	프로그램해커
Passwd
Password
P@ssw0rd
admin
...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절차

사전 공격과 작동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미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레인보우 테

이블에 매칭해서 대입 형식으로 공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시 처리된 비밀번호의 값이 안전한 알고리즘과 다양한 방식의 Salt(별도의 임의의 초깃값

을 추가하는 기법) 및 그 외의 보안 조치가 되어 있어서 복호화될 수 없다면 안전할 수 있

으나, 이러한 조치 중 일부가 누락된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일방향 처리된 암호화된 비

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상

	■ 가입된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 시도가 발생합니다.

	■ 유출된 사이트의 고객정보를 활용한 사고가 증가합니다.

	■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여러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경고가 발생합니다.

015	레인보우	테이블 81

크롬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알람	설정	방법

1

브라우저의	상단의	 	>	‘설정’을	클릭

②

①

2

설정	탭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	>	‘보안’을	클릭

데이터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알림을	설정하면	유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음

3

위와 같은 설정하면 노출되었을 시에 알람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5	레인보우	테이블 83

그러면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 생각은 레인보우 테이블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테이블Rainbow Table은 비밀번호에 많이 사용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 

가능한 모든 해시값을 미리 저장해놓은 표입니다.

비밀번호 
크래킹
공격

반복적 
비밀번호
대입

해시 처리된 비밀번호 값
(예시: MD5)

5F4DCC3B5AA765D61D8327DEB882CF99
21232F297A57A5A743894A0E4A801FC3
0E698A8FFC1A0AF622C7B4DB3CB750CC

사이트	및	프로그램해커
Passwd
Password
P@ssw0rd
admin
...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절차

사전 공격과 작동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미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레인보우 테

이블에 매칭해서 대입 형식으로 공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시 처리된 비밀번호의 값이 안전한 알고리즘과 다양한 방식의 Salt(별도의 임의의 초깃값

을 추가하는 기법) 및 그 외의 보안 조치가 되어 있어서 복호화될 수 없다면 안전할 수 있

으나, 이러한 조치 중 일부가 누락된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일방향 처리된 암호화된 비

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상

	■ 가입된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 시도가 발생합니다.

	■ 유출된 사이트의 고객정보를 활용한 사고가 증가합니다.

	■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여러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경고가 발생합니다.

015	레인보우	테이블 81

크롬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알람	설정	방법

1

브라우저의	상단의	 	>	‘설정’을	클릭

②

①

2

설정	탭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	>	‘보안’을	클릭

데이터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알림을	설정하면	유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음

3

위와 같은 설정하면 노출되었을 시에 알람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5	레인보우	테이블 83

•		알기	쉬운	명료한	그림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 이해

•		절차	위주의	따라	하기를	통해	

손쉬운 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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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정의를	통한	알기	쉬운	설명2

다크	웹

내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한대요005

해커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직접 해킹해서 수집한 경우에만 활용할까요? 그럴 리가

요? 해커에게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강의, 신문 등)를 

인터넷에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과 같이 해커들도 필요한 정보를 서로 사고파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범죄의 온상 다크 웹입니다.

다크 웹Dark Web은 IP 주소가 외부로 공개가 안 되는, 즉 익명으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

트입니다.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고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폐쇄형 

사이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터넷을 사용해 접속하긴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몰래 접속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다크 웹

심층 웹

표면 웹

구글,	네이버	등을	통해서	
검색	가능한	웹	데이터

구글에서	조회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비공개	웹	데이터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불가하며,
특정	소프트웨어만으로	접속	
가능한	웹	데이터

표면 웹 & 심층 웹 & 다크 웹

005	다크	웹 41

다크	웹

내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한대요005

해커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직접 해킹해서 수집한 경우에만 활용할까요? 그럴 리가

요? 해커에게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강의, 신문 등)를 

인터넷에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과 같이 해커들도 필요한 정보를 서로 사고파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범죄의 온상 다크 웹입니다.

다크 웹Dark Web은 IP 주소가 외부로 공개가 안 되는, 즉 익명으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

트입니다.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고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폐쇄형 

사이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터넷을 사용해 접속하긴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몰래 접속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다크 웹

심층 웹

표면 웹

구글,	네이버	등을	통해서	
검색	가능한	웹	데이터

구글에서	조회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비공개	웹	데이터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불가하며,
특정	소프트웨어만으로	접속	
가능한	웹	데이터

표면 웹 & 심층 웹 & 다크 웹

005	다크	웹 41
•	텍스트	위주의	설명보다는	예시를	통해	빠른	이해를	유도

•	정의	기반의	명료한	설명

예)		다크	웹: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불가하며,	특정	소프트웨어만으로	접속	

가능한	웹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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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무료	저자	특강3

인터넷	정보	수집

누군가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001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하나요? 당연히 검색부터 할 겁니

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해커들은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할까요? 해커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공격 대상을 목표로 검색합니다.

인터넷 정보 수집Google Dork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Security_001

SECTION 1 정보	수집(정찰)28

해커들의 인터넷 정보 수집Internet Information Gathering의 대표주자 구글 해킹Google Dork은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문법을 통해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 상세히 검색하는 해킹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구문 의미 예시

� � "	"	안에	들어간	문구를	찾는다. "해킹	사고"

FILETYPE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검색한다. filetype:ppt

SITE 특정	사이트에	한정하여	검색한다. site:naver.com

INTITLE 검색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검색한다. intitle:키워드

INURL 검색어가	포함된	URL을	검색한다. inurl:security

INTEXT 검색어가	포함된	본문을	검색한다. intext:incident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격에도 

많이 이용되지만, 평상시에도 이용하기 좋겠죠.

검색엔진에서 ‘해킹 site:naver.com filetype:pdf’라고 입력하면 네이버에서 해킹과 관

련된 각종 PDF 파일이 검색될 겁니다. 실제 해킹은 이것보다는 좀 더 상세한 조건과 

정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상

	■ 여러분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수가 갑자기 증가

합니다. 

	■ SNS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추가나 메시지 수신이 발생합니다.

	■ 내 PC나 개인 블로그에 해외 트래픽 유입이 증가합니다.

001	인터넷	정보	수집 29

인터넷	정보	수집

누군가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001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하나요? 당연히 검색부터 할 겁니

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해커들은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할까요? 해커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공격 대상을 목표로 검색합니다.

인터넷 정보 수집Google Dork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Security_001

SECTION 1 정보	수집(정찰)28

해커들의 인터넷 정보 수집Internet Information Gathering의 대표주자 구글 해킹Google Dork은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문법을 통해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 상세히 검색하는 해킹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구문 의미 예시

� � "	"	안에	들어간	문구를	찾는다. "해킹	사고"

FILETYPE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검색한다. filetype:ppt

SITE 특정	사이트에	한정하여	검색한다. site:naver.com

INTITLE 검색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검색한다. intitle:키워드

INURL 검색어가	포함된	URL을	검색한다. inurl:security

INTEXT 검색어가	포함된	본문을	검색한다. intext:incident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격에도 

많이 이용되지만, 평상시에도 이용하기 좋겠죠.

검색엔진에서 ‘해킹 site:naver.com filetype:pdf’라고 입력하면 네이버에서 해킹과 관

련된 각종 PDF 파일이 검색될 겁니다. 실제 해킹은 이것보다는 좀 더 상세한 조건과 

정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상

	■ 여러분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수가 갑자기 증가

합니다. 

	■ SNS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추가나 메시지 수신이 발생합니다.

	■ 내 PC나 개인 블로그에 해외 트래픽 유입이 증가합니다.

001	인터넷	정보	수집 29

•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저자의	온라인	무료 특강	제공

•		정보	수집,	정보	추적/활용,	초기	공격/실수,		
지속적인	공격	등	다양한	영역의	사고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대응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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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확인을	통해	사고의	신속한	예방과	대처4

2)  스니핑Sniffing: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패킷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아이디/비밀번호
를 획득하는 경우

3)  스푸핑Spoofing: 네트워크의 흐름(MAC 주소, IP 주소, 포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

된 사용자인 것처럼 타인의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

해커해커

커피숍	AP(Starbucks_1F)

스마트폰

서버/네트워크	장비

기대하는	연결

스누핑
네트워크에	떠도는
프로토콜	정보	획득

예)	IGMP	스누핑,	DHCP	스누핑

스니핑
네트워크에	떠도는	

ID/PW	정보를	노리고	취득
예)	패킷	캡처

스푸핑
중간자의	형태로

위장하여	정보	획득
예)	ARP	스푸핑,	IP	스푸핑

패킷 감청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가 몰래 해커들에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커들이 내 중요한 데이터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하는 연

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다른 곳으로 정보가 오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증상

	■ 에러 메시지나 인터넷 브라우저의 이상 표시가 나타납니다.

	■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타인이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 평상시보다 접속 시간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009	패킷	감청 57

예방	및	대처

기본적으로 중간에 공격자가 끼는 MITMMan In The Middle의 대표적인 공격 형태입니다. 

가운데 누군가 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롬	계열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

보안 인증서 문제 확인

위와 같이 사이트상에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주기도 합니다만, 브라우저 설정으로 이

러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정에서도 최소한의 경고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의	표기된	URL	주소	인증서	보기

인증서 주의 표시

주소창의 붉은색 배경이나 ‘주의 요함’ 표시와 같이 최소한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표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증서 보기와 같이 상세보기를 누르면 신뢰할 수 없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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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니핑Sniffing: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패킷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아이디/비밀번호
를 획득하는 경우

3)  스푸핑Spoofing: 네트워크의 흐름(MAC 주소, IP 주소, 포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

된 사용자인 것처럼 타인의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

해커해커

커피숍	AP(Starbucks_1F)

스마트폰

서버/네트워크	장비

기대하는	연결

스누핑

네트워크에	떠도는

프로토콜	정보	획득
예)	IGMP	스누핑,	DHCP	스누핑

스니핑

네트워크에	떠도는	

ID/PW	정보를	노리고	취득
예)	패킷	캡처

스푸핑

중간자의	형태로

위장하여	정보	획득
예)	ARP	스푸핑,	IP	스푸핑

패킷 감청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가 몰래 해커들에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커들이 내 중요한 데이터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하는 연

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다른 곳으로 정보가 오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증상

	■ 에러 메시지나 인터넷 브라우저의 이상 표시가 나타납니다.

	■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타인이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 평상시보다 접속 시간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009	패킷	감청 57

예방	및	대처

기본적으로 중간에 공격자가 끼는 MITMMan In The Middle의 대표적인 공격 형태입니다. 

가운데 누군가 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롬	계열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

보안 인증서 문제 확인

위와 같이 사이트상에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주기도 합니다만, 브라우저 설정으로 이

러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정에서도 최소한의 경고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의	표기된	URL	주소	인증서	보기

인증서 주의 표시

주소창의 붉은색 배경이나 ‘주의 요함’ 표시와 같이 최소한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표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증서 보기와 같이 상세보기를 누르면 신뢰할 수 없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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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사고에	따른	증상을	통해		

사고	유형을	빠르게	파악

•		사고별	각종	사례와	예방 및 대처	포함	

이	책의	특징	 23



 
 김미희(이글루코퍼레이션)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자와 방어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 이뤄지는 IT 환경 속에서 무심코 

지나친 해킹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

킹의 포화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

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보안을 귀찮고 어려운 존재라고 치부하

기도 합니다만,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보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공격 유형과 그 대응법을 보안 비전문가 눈높이에 맞춰 제시

하였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덕근(경찰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쉽고 지나치기 쉬운 보안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격 기법에 대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과 예방 방법 등을 보안 초

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보안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도현(삼성물산)

보안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분야이지만, 이 책은 복잡한 해킹 원

인과 방어 기법 등 다양한 보안 지식을 과도한 해석 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등 잇따른 대형 보안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위기 의식과 국민

적 관심이 고조된 이 시점에, 이 책은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안 리터러시’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은수(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이 책은 IT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주부와 같은 일반인에 이르

기까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기업 담당자나 보안에 관심 있는 개인이라면 

베타리더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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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가볍게 읽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을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안호영(금융보안원)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다양한 보안 관련 사례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신 보안 이슈에 대한 원인과 증상, 예방 및 대처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IT나 보안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를 포함하여 기업의 IT 보안 담당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정도로 다양한 상황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입니다. IT 기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 사

회에서 누구에게나 일독을 권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깔끔하고 읽기 쉽

게 잘 집필된 것 같습니다. 

 
 윤영빈(《수제비 정보처리기사》 저자)

보안이라는 무거우면서 중요한 분야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보안의 A

부터 Z까지 잘 정리된 책이었습니다.

 
 이용원(에이스손해보험)

공격자의 관점에서 각 공격 단계별 보안 사건이 내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 일상화되어 있는

지를 쉽게 풀어 설명한 점이 신선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하고, 증상과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보안 자격시험에서나 접하던 최신의 주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허원석(김앤장법률사무소)

이 책은 정보 보안에 관심을 두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도서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읽기 편한 문체를 사용하는 등 많은 배려와 노력의 결실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제목처

럼 119개의 정보보안 위험을 다룬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님에도 하나하나 보안 사고의 내용

과 증상, 대응 방안이 탄탄하게 표현된, 일반인을 위한 최고의 IT 보안 도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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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정보 수집

� 자동화 봇

� 개인정보 수집 

� 금융정보 피싱

� 다크 웹

� 법인정보 공격

� 온라인 마녀사냥

� 불법 AP

� 패킷 감청



현대 사회에서 모든 전쟁의 시작은 정보전입니다. 사이버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커들도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씩 수집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공격합니다. 점점 조여 들어오는 해커의 

공격 기법에 따라 여러분의 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모든 

해커의 공격 시작점인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CTION 1

정보 수집(정찰)



인터넷	정보	수집

누군가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001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하나요? 당연히 검색부터 할 겁니

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해커들은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할까요? 해커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공격 대상을 목표로 검색합니다.

인터넷 정보 수집Google Dork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Security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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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의 인터넷 정보 수집Internet Information Gathering의 대표주자 구글 해킹Google Dork은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문법을 통해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 상세히 검색하는 해킹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구문 의미 예시

� � "	"	안에	들어간	문구를	찾는다. "해킹	사고"

FILETYPE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검색한다. filetype:ppt

SITE 특정	사이트에	한정하여	검색한다. site:naver.com

INTITLE 검색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검색한다. intitle:키워드

INURL 검색어가	포함된	URL을	검색한다. inurl:security

INTEXT 검색어가	포함된	본문을	검색한다. intext:incident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격에도 

많이 이용되지만, 평상시에도 이용하기 좋겠죠.

검색엔진에서 ‘해킹 site:naver.com filetype:pdf’라고 입력하면 네이버에서 해킹과 관

련된 각종 PDF 파일이 검색될 겁니다. 실제 해킹은 이것보다는 좀 더 상세한 조건과 

정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상

	■ 여러분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수가 갑자기 증가

합니다. 

	■ SNS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추가나 메시지 수신이 발생합니다.

	■ 내 PC나 개인 블로그에 해외 트래픽 유입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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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대처

구글에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전화번호,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

해서 하면 더 좋겠죠. 찾으셨다면 구글 검색 센터
1
를 통해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내 정보 삭제하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인터넷에 불필요한 중요 정보를 처음부터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의 조합이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줄 대응

불필요하게 노출된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guides/advanced/remove-information?hl=ko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guides/advanced/remove-information?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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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Security_044

전자상거래	사기

중고	거래를	했는데	벽돌이	왔어요044

예전에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만으로 살아가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

이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살아가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전자상거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전자상거래 사기E-commerce Scam는 온라인을 통한 재화/용역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상대

방을 속여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입니다.

해커피해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

❶  최초 결제
❷  구매자  

정보 전달

❸  결제 취소 후 
별도 입금 요청

❹  입금 후 
벽돌 배송

전자상거래 사기 사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며,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에서 결제했지만 입금을 다시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이트에서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말에 

따라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매하려던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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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매했던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무료체험 유도 후 사기, 위조 해외 제품 구매 등 다양한 사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

장 많은 중고 거래 사기꾼 잡기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상

	■ 물품 구매 이후 취소를 했더니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 구매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 고객센터 및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방	및	대처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성이 높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금 입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카드사에 협

조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 때는 중간에 거래 

취소가 가능한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카드 할부를 이용한 경우, 할부철

회권(20만 원 이상 거래 시 7일 이내 계약 철회), 할부항변권(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 거래에 대

해서 계약 미이행 시 잔여 납부금 거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www.thecheat.co.kr)나 중고나라에서 피해 사례 

및 업체를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급 및 중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서 구매하지 않을 때(예: 중고 거래)에는 에스크로 제도(결제 대금 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삼자가 거래에 개입하여 한쪽이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낸 것을 

확인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제일 좋지만,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시청, 도청, 도지사 등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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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상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4
의 상담실  상담 접수를 통해서 적용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제17조 청

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재판매

가 곤란하거나 복제 가능, 훼손한 경우 등은 예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

외 제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면 거래 자체

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의심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캡처 등을 통해서 거래 사실 

증명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가 불

가능한 개인 간의 거래나 업체와의 별도 거래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록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한 줄 대응

피해 사례 및 업체를 조회해보고, 결제는 카드로 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사후 피해구제
를 신청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

44    https://ecc.seoul.go.kr/https://ec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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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인터넷 검색이나 문자로 인터넷 URL을 확인할 때 자세히 보고 클릭하나요? 

여러분이 하는, 너무 당연해서 고민도 안 하고 하는 클릭을 해커들은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싱Phishing 공격은 사용자가 누를 수 있도록 URL을 송부해

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고 지나간 URL에서의 한 글자 차이가 운명을 

바꿉니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주소(영문으로 이루어진 URL)를 일부

러 판매할 목적이나 악용할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용 예시]

정상 사이트 

www.naver.com

사이버스쿼팅 사이트(예시) 

www.never.com
www.navers.com

사용자들의 실수를 
유도하여 해킹에 이용

[선점 예시]

정상 사이트 

www.naver.com

사이버스쿼팅 사이트(예시) 

www.mobiles.naver.com
www.newsite.naver.com

유명 사이트나 상품의
이름을 사전에 점유하여 금전 요구

사이버스쿼팅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였네요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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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피싱과 같은 해킹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정상 사이트인 척 위장하는 형태로 악용하는 방식(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이 있으며, 두 번째로 유명 기업의 대표 이름이나 상표로 된 도메인 주

소를 기반으로 m.abc.com, abc.net과 같은 비슷한 도메인을 선점하여 비싼 돈을 요

구하는 투기성 방식(콤보스쿼팅Combo-Squatting)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4년에 

Wallstreet.com 사례가 있습니다. 이 도메인 주소를 한 개인이 약 7만 원에 선점하였

고, 이후 기업이 5년 뒤에 Wallstreet.com 도메인을 사기 위해 약 10억 원의 비용을 지

불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KT 사례도 있습니다.

증상

	■ 여러분의 회사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해킹 사고가 늘어납니다.

	■ 회사/개인의 브랜드 도메인이 선점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도메인 관련 피싱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방	및	대처

이러한 선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제품의 명칭이 출원된 이후에는 도메인을 먼

저 등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인터넷 도메인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 선점했을 때에는 

그 이용자의 도메인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업 계획이 있다면 먼저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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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도메인 주소 예시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비슷한 도메인까지 전부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

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도 좋고 잘못 사용되는 여지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미 선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타이포스쿼팅처럼 실수를 유

도하여 악성 코드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안내 문자나 메일 송부, 홈

페이지에 공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슈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발견된 도메인에 대한 폐쇄 요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행위 없이 정식으로 등록된 유사 도메인이 존재하는 콤보스쿼팅 같은 경우

에는 해당 도메인 구매 대행을 통해 구매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

나 비용상 타진이 어렵고 고의로 선점하여 판매하지 않고 이용자의 접속만 뺏을 목적

이었다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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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

가장 효율적인 것은 브랜드/회사 대표 명칭을 정할 때부터 관련 도메인을 먼저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10만 원이 몇 년 뒤 10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줄 대응

사업 준비 시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이미 선점을 당했다면 지속해서 피해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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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공격에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은 실행이 가능한 파일이 많습니다. EXE, 

BAT, COM, SCR과 같이 파일 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실행 파일만 

조심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악성 프로그램을 숨겨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 포함 문서Document With Macro는 워드, 엑셀과 같은 문서 파일에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반복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문서를 열었을 때 미리 지정된 공격을 수행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악의적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PC	감염 개인정보,	
중요	정보	유출

해커

실행 파일 위주 검사
보안 프로그램 우회

메일 감염 유출

매크로 포함 문서 공격 절차

악성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여러분의 PC나 스마트폰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실행되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백신 같은 프로그램이나 악

성 코드 분석 전문가들은 실행 파일을 먼저 찾고, 이후 연관된 시간 순서에 따라 타임

매크로	포함	문서

문서만	열었는데	PC가	이상해요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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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해커들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 파일 형태

가 아닌, 조금은 더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탐지를 우회할 확률이 높은 이

러한 문서 파일에 악성 매크로를 포함해 전달합니다. 악성 매크로 포함 문서는 형태가 

문서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만 조심하려는 이용자의 마음을 역이용하

여 공격하게 됩니다.

증상

	■ 문서 파일에 경고 문구가 발생합니다.

	■ PC/스마트폰의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 문서 프로그램 이외의 창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예방	및	대처

최근의 보안 프로그램들은 매크로를 포함한 문서 파일 공격도 검사합니다. 하지만 매

크로 문서 파일은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경우와 정상적인 문서의 행위가 외관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문서 내의 매크로 프로그램은 보안상 암호까지 걸려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백신 같은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못해 우회되기도 합니다. 그럼, 백신은 

우회하는 공격에 대해 다른 방어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워드와 엑셀과 같은 문서 

편집기 도구에서 경고를 보내는 내용을 확인하여 신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누르지 말 것
정말 신뢰된 경우에만

콘텐츠 사용
(예: 본인 제작, 회사 제작)

매크로 포함 문서 경고(엑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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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는 해커들 입장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제일 많

이 사용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자체 검사를 통해 보안 경고를 띄우

기 때문입니다. 매크로가 포함된 경우라면, 정상 매크로와 악성 매크로에 상관없이 첫 실

행 시에는 반드시 경고를 띄우는 검사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프로

세스 때문에 별도의 콘텐츠 사용을 누르지 않고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

용하는 프로그램 중 워드, 아래아한글 등 일반적인 보고서용 프로그램에서는 매크로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는 종종 사용되기는 하나, 본인이 만들거

나 회사에서 제작하지 않은 것이라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은 메일을 통해 문서 파일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 호환 이슈로 인

해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을 누르세요’라는 식입니다. 신뢰하지 않

는 사람이 보내온 매크로 포함 문서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합니다. 발신자가 신뢰할 수 있

는 사람이라고 해도 메일 주소를 변경하면서 비즈니스 스캠( 042  )을 하기도 하니 전체 

메일 주소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작업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러한 문서의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줄 대응

워드와 엑셀 등에서 보내는 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콘텐츠 사용을 누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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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Security_070

이지메, 왕따, 은따, 기절놀이 등과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학생들 간의 집

단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학교 폭력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잔인한 학교 폭력... 과연 현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히려 사이버 공

간에서의 학교 폭력은 24시간 × 365일 내내 끊이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사이버 따돌림Cyber Bullying은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 ➡

❶  앱	마켓에서	사이버	
폭력	검색	>	사이버	
폭력	백신	다운로드	후	
체험	시작

❷  앱	실행	후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상	체험	시작

❸  끊임없는	카톡으로	
욕설	및	협박	시작

❹  대화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재초대를	통한	
협박	및	신상	공격

사이버 따돌림 체험 프로그램(사이버 폭력 백신)

사이버	따돌림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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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이버 따돌림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민지’라는 친구로부

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카톡을 받게 되고, 이후 강제 초대된 단톡방에서 여러분을 향해 

욕설이 가득한 메시지 알람을 받게 됩니다. 나가도 반복되는 강제 초대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지속적인 따돌림 발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1년 내내 괴롭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SNS에 나를 괴롭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올

라가고, 신상이 공개되면서 괴롭힘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심리적

인 한계선까지 반복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

니다. 

증상

	■ 끊임없는 카톡으로 욕설 및 조롱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 및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영상이 SNS 등에 공개됩니다.

	■ 휴대폰 알람에 대해 불안한 행동을 보입니다.

	■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방	및	대처

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매년 신고 건수

가 늘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싫어서, 장난삼아서 하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누구든

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향한 미성년자의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이버 따돌림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서는 범죄로 분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명백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 학교 폭력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가해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맞서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캡처하

여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7

1212    https://www.safe182.go.krhttps://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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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화하거나 안전드림센터
12
로 방문, 안전Dream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후 대처 방

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앱(안드로이드) 안전Dream	사이트

안전Dream 앱 & 사이트

가장 필요한 예방법으로서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녀 입

장에서는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와 상담할 수 있어야 하며, 부

모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녀가 와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얘기를 자주 하여 사전에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때마다 좋은 

조언과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도 대처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선생님 등에 알리는 것도 필요

합니다. 

혼자서는 벗어나기 힘든 사이버 공간의 괴롭힘, 같이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줄 대응

117로 신고하고, 안전드림센터와 상담하며, 부모/자녀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070	사이버	따돌림 277




	앞표지_삐뽀삐뽀보안119
	페이지 포함 파일 - 삐뽀삐뽀보안119_내지_1쇄용
	페이지 포함 파일1 - 삐뽀삐뽀보안119_내지_1쇄용
	페이지 포함 파일2 - 삐뽀삐뽀보안119_내지_1쇄용
	뒤표지_삐뽀삐뽀보안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