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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변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을 기획하고 배포한지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고, 또한 소중한 정보를 주신 기고자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월마다 
편집하고 배포하고 글을 모으는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힘이나겠지요.

1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준비한 것에 절반밖에 보여드리지 못함을 아쉽
게 생각을 합니다. 

1주년 기념호에는 개인정보보호를 특집호로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에 이형효교수님의 
국민의 식별체계에 대한 의미있는 소중한 정보를 알려 주셨고, 저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가시고기님은 오픈소스 침입탐지의 대명사
인 Snort에 대한 설치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화제의 책은 안랩에 근무하였던 박근우저
자에게 [안철수, He Story] 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하
여 1심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 받은 유능종변호사님의 소송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
니다.  참여해 주시고 옥고를 주신 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늘 점점 나아진다는 자기 암시를 
통하여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형효교수님, 박현철(가시고기)님, 박근우저자님, 유능종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쯤 자신의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e-매거진의 문은 언제든
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여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boanin@naver.com 이나 
magazine@boanin.com 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관련하여 다양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자격증 관련 커뮤니티 보안인닷컴 : http://www.boanin.com 
전주현 개인정보보호길라잡이 http://www.privacy.pe.kr 

                                                 보안인닷컴 운영자 엔시스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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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보호법 본격시행을
계기로 다시본 국민식별체계 

이형효 교수( 원광대학교 정보.전자상거래학부)

twitter: http://www.twitter.com/hyunghyo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정 전까지는 정부기록정보, 통신비 , 보건의료정보, 소비자정보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 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
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민간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이 대표적인 법률로 적용되어 왔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골자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개인정보 생명주기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개인
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실에 대한 통지 및 신고제도 도입, 개인정보 
소유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에 대한 규정 추가 및 개인정보 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조항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 운영관
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현재 많은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정보 관리를 위한 식별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는데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불법적 이용 및 유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
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식별자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식별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 국민식별번호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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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식별체계 일반

근대국가의 체계적인 국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민
법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의 증명을 위한 신분등록제도는 기
본적인 것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을 등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분등록제도 외에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주거등록제도(inhabitant 
registration)가 있다. 이 두 제도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서
유럽처럼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민법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이 혼합되어 있거나 보
다 상위에 있는 제도를 본 고에서는 국민등록제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지칭하며, 국민등
록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는 그림 1과 같다.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ersonal reference number, 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 제도는 부여대상자 중에 중복되는 것이 없으며(유일독자성),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영구성), 개인을 특정하는데 사용하는(전속성) 것으로 출생등록과 동
시에 또는 거주등록을 하거나 국가신분증을 발행하면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식별
번호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등록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제도이며, 
특히 등록정보가 전산처리되는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현행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1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면 1
가구별 1용지의 기류부에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30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정
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기류법을 제정하였으나, 1962년 5월 10일 기류법을 폐
지하고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구관계를 파악하고 상시
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류법과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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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또 다른 축은 주민등록증 제도와 전 국민 개인식별코드인 주민등록번호
제도이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1968년 5월 29
일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1970년 1월 1일 주민
등록법 제2차 개정에 의하여, 치안 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
장 또는 군수에게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과하였다.

초기의 주민등록번호는 2부분으로 구분된 6자리 숫자(모두 12자리)로 이루어졌으나, 
1975년 8월 26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표시하는 13자리의 숫자 체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국외 국민식별체계

3.1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의 주거관계를 증명하고, 주거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초자료
가 된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각각 지방자치단체단위로 관리되어 온 국민의 주민등록정
보를 온라인으로 중앙정부가 일원화하는 것이다. 주기네트에는 주민의 성명, 주소, 생년
월일, 성별 등 정보 외에 사회복지나 세금에 관련된 정보가 부가된다. 그리고 국민 개개
인에 11자리의 주민표 코드가 부여된다. 이 코드는 누구와도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컴퓨
터로 무작위로 선택된다.

주기네트 의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표 사본의 광역교부, 전입, 전출시 신청의 편
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의 의해, 주민부담의 경감, 주민 서비스의 
향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IC칩이 내장된 주민표기본
대장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는 주민표코드를 가진 주민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부되며, 
보통 IC칩에는 32000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의 데이터 용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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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민기본대장카드는 2003년 8월 25일부터 희망자에 한하여 거주지의 시구정촌
(市區町村)6)에서 교부하고 있는데, 2007년도 말(2008년 3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234만 장(인구비례 1.8%)이 교부되었다. 주민기본대장카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진
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
일, 성별, 교부지방자치단체명, 유효기한(발행일로부터 10년간)  등을 기재하고 있다. 

3.2 미국

미국은 아주 느슨한 형태의 신분등록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개인식별번호도, 국가신분증제도도 없다.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 된다. 출
생, 사망, 혼인의 사건별로 기록부가 작성되며 개인별로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사건별, 개인별 기록제도로 유지된다. 각 기록 간에 연결요소도 없으
므로 개인신분사항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는 1935년의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되었
으며, 미국의 사회보장은 고용주, 피고용자와 정부사이의 사회보험으로 피고용자가 은퇴, 
불구의 사고를 당하거나 유가족이 있을 경우 및 의료혜택을 받기 위한 일종의 국민연금 
및 보험의 복합형태의 것이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
도 발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는 9자리의 숫자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번째 세 
자리 수는 신청지역, 중간 두 자리 수는 발급그룹 마지막 4 자리 수는 발급순서를 나타
내며, 범죄에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
보장번호는 처음에는 사회보장제도에만 사용되었으나, 1961년 국세청이 사회보장번호를 
납세자번호로 사용한 이래, 운전면허증의 취득, 은행거래, 외국인등록, 학생등록 등과 같
이 공공부분은 물론이고 민간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일본,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개인식별번호의 특징과 함께 각 국가
에서 인터넷 이용 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는 신원확인과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개인

식별

번호 

존재
유무

사회보장번호

(SSN1))

사회보장번호

(NIN2))

없음

(출생, 사망 등 
기록을 위한 
신분등록제는 

존재)

주민표번호 신분증번호

변경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인터넷이용시

신원 확인
하지 않음 하지 않음 하지 않음 하지 않음

일부의 경우

신분증번호 

요구

1) SSN: Social Security Number

2) NIN: National Insuranc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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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국민등록제도 내에서 국민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도입되
었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현재는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에서도 식별자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볼 때 필요이상
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공공 및 민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식별자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연결자로 이용할 경우 개인의 정
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안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편리하다는 점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사
용되어 왔다. 온라인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이 도입되어 사용 중이지
만 사용분야가 온라인 환경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
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온·오프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안전한 국민식별번호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
점이다.

이형효 교수

소 속 원광대학교
자격증

활동

트위터 http://www.twitter.com/hyung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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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의미3)
 전주현 (보안인닷컴 운영자, 닉네임:엔시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oanin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단에 위촉이 되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인식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과 기술적 지
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수훨하지는 않다. 그만큼 교육자는 
사전에 준비와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한다. 현장을 둘러보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반
법 성격의 법 때문에 특별법이나 해당 업무 관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요구하기에 실무 
담당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
는 것은 ‘경영진의 관심’이라 이야기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
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내부관리계획수립에 개인정보책임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기관이나 기업의 개인정보를 책임질 사람인가를 
우린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현장을 둘러보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관련 업무를 하는 업무 
담당자나 정보통신담당 혹은 전산담당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 및 영세한 기업에서는 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괄 해 놓고 책임자는 무관심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상
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업무 하는 담당자는 애로사항을 하소연 한다. 조직내 부
서에서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실무진에서 업무를 진행하려해도 
담당자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결국 담당자도 포
기 상태에 이른다. 아마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 조기정착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필자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정착과 인식제고을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자. 자유를 누리는 것에
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를 한다는 목적보다는 정보
3) 본 칼럼 전자신문에 기고한 컬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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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현

소 속 (주)솔루션박스, 보안인닷컴 운영자
자격증

활동

CISSP

ISMS/PIMS 

인증심사원

행안부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oanin

http://www.twitter.com/boanin 

주체로서 권리 강화와 기존의 관행과 관성에서 벗어나 법을 지킨다는 취지의 법 준거성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기관과 기업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
다.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수집,이용,보관,파기등으로 처리단계별 의무조치
를 다한다는 인식을 주어 이제는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 하는것이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
과 기관은 반드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책임자가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역할과 책임을 지는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혹여 개인정보 유.노출시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임 셈이다. 그렇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담당
자로만 돌릴 경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쉽지 않다. 자신이 책임져야할 개인정보라면 
무관심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위원회를 잘 활용하자. 위원회라고 해서 거창한 것 보다는 각 부서별 , 
부처별로 부서장이 모여 기관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의사결정기구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위원회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역할과 업무 분담으로 한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해야하는 불합
리성을 탈피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보면 ‘책임분산효과’라는 미국의 길거리 살인 사건이 유명하다. 이는 자신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 또 있을 경우 책임이 다른 사람과 분산되어 버려서 자신이 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쳐도 개인정보
책임자가 그 역할과 의미를 다하지 못하거나 무조건식으로 개인정보는 중요하니까 잘해
야 한다고 할 때  책임분산효과만 키우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관행과 법의 규제라는 저
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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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Snort IDS (Win ver 설치방법)
박현철  (닉네임:가시고시, 부산스터디)

 Snort 는 sniffer and more 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IDS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약
자이며 탐지는 되지만 차단은 안됩니다. 즉, 검색만 가능하다는 의미지요. 시중에 나와 
있는 Snort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Linux버전이며 Windows 버전은 잘 없었습니다. 아니면 
갱신버전이 없고 예전 버전만 있었던 관계로 설치가 힘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공
개한 글을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설치단계이며 응용 단계로 가기 위한 
첫 걸음 정도 생각 하시면 될 듯합니다.

Snort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1. ActivePerl-5.14.2.1402-MSWin32-x86-295342
2. dotnetfx (프레임워크1.1)
3. hsc.v2.6.0.4
4. Snort_2_9_2_1_Installer
5. WinPcap_4_1_2
6. snortrules-snapshot-2860.tar
(snort rules 파일입니다. 이 버전은 굉장히 낮은 버전이며 구글서치 하시면 구할 수 있
습니다.)

이 기준은 항상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snort 프로그램만 설치한다고 해서 동작은 하지 않으며 rules 파일을 연동 시켜야지만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이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rules 파일의 최신 버전은 
유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동작한 느낌을 설명하자면, 인터넷은 방대하다~! 또 
이상 한 세션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P2P 패킷 및 어데서 오는지도 알기 힘
든 IP가 이 IP를 거쳐서 지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로 인터넷 열심히 하다가 좀비PC 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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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들이 검출 되었다는 것이겠네요. 보면서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
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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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WinPcap_4_1_2 설치하기

 WinPcap 버전은 인터넷에 찾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버전에 상관없이 설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 합니다.

또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I Agree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install을 시작 합니다.
설치가 다되면 finish 버튼을 클릭 합니다.

1단계 완성 했습니다. 

2단계 dotnetfx Framework 1.1 설치하기

 이제 2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안 된 PC는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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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버튼을 클릭 합니다.

 동의함을 클릭 하고 설치를 시작 합니다.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팅하라는 예기가 나오면 상큼하게 부팅해주
시면 됩니다.

3단계 hsc.v2.6.0.4 설치하기

 2 단계 까지 잘 넘어 왔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 하
겠습니다.

Next 버튼을 클릭 하세요~!

I accept the terms in the license 
agreement를 클릭 하고 Next 버튼을 클릭 합니다.

User Name을 등록 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 합니
다.

설치될 위치를 확인 하고 Next 버튼을 클릭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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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 install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Snort를 설치하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설
치순서는 상관없을 듯 하구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Snort를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4단계 Snort 설치하기

I Agree를 클릭 합니다.

IPv6를 지원 받고 싶은 경우는 Enable 
IPv6 support를 체크 합니다. 그 다음 
Next를 클릭 합니다.

다음 Next를 클릭 합니다.

그 다음 Next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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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Close를 클릭 합니다.

확인을 클릭 합니다.

설치가 다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디렉터리에 이런 
디렉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렉터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rules : Snort에 필요한 Rules 파일을 저장
       하는 곳
preproc_rules : 보조로 들어가는 Rules 파
                일을 저장하는 곳
log : 에러 발생 시 로그를 생성 시키는 곳
bin : 실제 구동을 하기 위한 실행파일이 
      있는 곳

대충 이렇습니다.

5단계 Rules 파일 적용시켜 보자

Rules 파일 적용 버전은 
snortrules-snapshot-2860.tar입니다. 
파일별로 달라진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길 바
랍니다.

압축 파일을 풀면 다음과 같은 디렉터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 디렉터리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디렉터리 채로 복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에 
파일을 확인해서 덮어써야 합니다.

비어있는 디렉터리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고 
덮어써야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로 Snort.conf 파일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완료하고 난 다음의 디렉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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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Snort.conf 수정하기

 이번 단계는 Snort.conf 파일을 수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일의 위치는 C:\Snort\etc 안에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이 파일을 수정 하도록 합니다.  지금 내용은 비활성된 부분이 많으며 리눅스 기반 설정이라 윈도우 
환경에 맞게 변경해 줘야 합니다. 한글로 처리된 설명은 이 파일 적용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글 삭
제 해주시거나 주석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석 처리를 하겠지만 실패 하는 경우를 대비해 삭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비교해 보고 바
꿔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 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석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

#   VRT Rule Packages Snort.conf

#

#   For more information visit us at:

#     http://www.snort.org                   Snort Website

#     http://vrt-sourcefire.blogspot.com/    Sourcefire VRT Blog

#

#     Mailing list Contact:      snort-sigs@lists.sourceforge.net

#     False Positive reports:    fp@sourcefire.com

#     Snort bugs:                bugs@snort.org

#

#     Compatible with Snort Versions:

#     VERSIONS : 2.8.6.0

#

#     Snort build options:

#     OPTIONS : --enable-ipv6 --enable-gre --enable-mpls --enable-targetbased 

--enable-decoder-preprocessor-rules --enable-ppm --enable-perfprofiling --enable-zlib

#--------------------------------------------------

###################################################

# This file contains a sample snort configuration. 

# You should take the following steps to create your own custom configuration:

#

#  1) Set the network variables.

#  2) Configure the decoder

#  3) Configure the base detection engine

#  4) Configure dynamic loaded libraries

#  5) Configure preprocessors

#  6) Configure output plugins

#  7) Customize your rule set

###################################################

###################################################

# Step #1: Set the network variables.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variables

###################################################

# Setup the network addresses you are protecting

var HOME_NE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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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up the external network addresses. Leave as "any" in most situations

var EXTERNAL_NET any

# List of DNS servers on your network 

var DNS_SERVERS $HOME_NET

# List of SMTP servers on your network

var SMTP_SERVERS $HOME_NET

# List of web servers on your network

var HTTP_SERVERS $HOME_NET

# List of sql servers on your network 

var SQL_SERVERS $HOME_NET

# List of telnet servers on your network

var TELNET_SERVERS $HOME_NET

# List of ssh servers on your network

var SSH_SERVERS $HOME_NET

# List of ports you run web servers on

portvar HTTP_PORTS 

[80,311,591,593,901,1220,1414,2301,2381,2809,3128,3702,7777,7779,8000,8008,8028,8080,8118,8123

,8180,8243,8280,8888,9443,9999,11371]

# List of ports you want to look for SHELLCODE on.

portvar SHELLCODE_PORTS !80

# List of ports you might see oracle attacks on

portvar ORACLE_PORTS 1024:

# List of ports you want to look for SSH connections on:

portvar SSH_PORTS 22

# other variables, these should not be modified

var AIM_SERVERS 

[64.12.24.0/23,64.12.28.0/23,64.12.161.0/24,64.12.163.0/24,64.12.200.0/24,205.188.3.0/24,205.188.5.

0/24,205.188.7.0/24,205.188.9.0/24,205.188.153.0/24,205.188.179.0/24,205.188.248.0/24]

# Path to your rules files (this can be a relative path)

# Note for Windows users:  You are advised to make this an absolute path,

# such as:  c:₩snort₩rules

var RULE_PATH c:₩snort₩rules

var SO_RULE_PATH c:₩snort₩so_rules

var PREPROC_RULE_PATH c:₩snort₩preproc_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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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2: Configure the decoder.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decode

###################################################

# Stop generic decode events:

config disable_decode_alerts

# Stop Alerts on experimental TCP options

config disable_tcpopt_experimental_alerts

# Stop Alerts on obsolete TCP options

config disable_tcpopt_obsolete_alerts

# Stop Alerts on T/TCP alerts

config disable_tcpopt_ttcp_alerts

# Stop Alerts on all other TCPOption type events:

config disable_tcpopt_alerts

# Stop Alerts on invalid ip options

config disable_ipopt_alerts

# Alert if value in length field (IP, TCP, UDP) is greater th elength of the packet

# config enable_decode_oversized_alerts

# Same as above, but drop packet if in Inline mode (requires enable_decode_oversized_alerts)

# config enable_decode_oversized_drops

# Configure IP / TCP checksum mode

config checksum_mode: all

# Configure maximum number of flowbit references.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flowbits

# config flowbits_size: 64

# Configure ports to ignore 

# config ignore_ports: tcp 21 6667:6671 1356

# config ignore_ports: udp 1:17 53

###################################################

# Step #3: Configure the base detection engine.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decode

###################################################

# Configure PCRE match limitations

config pcre_match_limit: 1500

config pcre_match_limit_recursion: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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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e the detection engine  See the Snort Manual, Configuring Snort - Includes - Config

config detection: search-method ac-split search-optimize max-pattern-len 20

# Configure the event queue.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event_queue

config event_queue: max_queue 8 log 3 order_events content_length

# Configure Inline Resets.  See README.INLINE

# config layer2resets: 00:06:76:DD:5F:E3

###################################################

# Inline latency enforcement

#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ppm

###################################################

# Per Packet latency configuration

#config ppm: max-pkt-time 250, ₩

#   fastpath-expensive-packets, ₩

#   pkt-log

# Per Rule latency configuration

#config ppm: max-rule-time 200, ₩

#   threshold 3, ₩

#   suspend-expensive-rules, ₩

#   suspend-timeout 20, ₩

#   rule-log alert

###################################################

# Step #4: Configure dynamic loaded libraries.  

# For more information, see Snort Manual, Configuring Snort - Dynamic Modules

###################################################

# path to dynamic preprocessor libraries

dynamicpreprocessor directory C:₩Snort₩lib₩snort_dynamicpreprocessor

# path to base preprocessor engine

dynamicengine C:₩Snort₩lib₩snort_dynamicengine₩sf_engine.dll

# path to dynamic rules libraries

dynamicdetection directory C:₩Snort₩lib₩snort_dynamicrules

###################################################

# Step #5: Configure preprocessors

#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Snort Manual, Configuring Snort - Preprocessors

###################################################

# Target-based IP defragmentation.  For more inforation, see README.fr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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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cessor frag3_global: max_frags 65536

preprocessor frag3_engine: policy windows detect_anomalies overlap_limit 10 min_fragment_length 

100 timeout 180

# Target-Based stateful inspection/stream reassembly.  For more inforation, see README.stream5

preprocessor stream5_global: max_tcp 8192, track_tcp yes, track_udp yes, track_icmp no

preprocessor stream5_tcp: policy windows, detect_anomalies, require_3whs 180, ₩

   overlap_limit 10, small_segments 3 bytes 150, timeout 180, ₩

    ports client 21 22 23 25 42 53 79 109 110 111 113 119 135 136 137 139 143 ₩

        161 445 513 514 587 593 691 1433 1521 2100 3306 6665 6666 6667 6668 6669 ₩

        7000 32770 32771 32772 32773 32774 32775 32776 32777 32778 32779, ₩

    ports both 80 311 443 465 563 591 593 636 901 989 992 993 994 995 1220 1414 2301 2381 

2809 3128 3702 6907 7702 7777 7779 ₩

        7801 7900 7901 7902 7903 7904 7905 7906 7908 7909 7910 7911 7912 7913 7914 7915 

7916 ₩

        7917 7918 7919 7920 8000 8008 8028 8080 8118 8123 8180 8243 8280 8888 9443 9999 

11371

preprocessor stream5_udp: timeout 180

# performance statistics.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Snort Manual, Configuring Snort - 

Preprocessors - Performance Monitor

# preprocessor perfmonitor: time 300 file /var/snort/snort.stats pktcnt 10000

# HTTP normalization and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http_inspect

preprocessor http_inspect: global iis_unicode_map unicode.map 1252 compress_depth 20480 

decompress_depth 20480

preprocessor http_inspect_server: server default ₩

    chunk_length 500000 ₩

    server_flow_depth 0 ₩

    client_flow_depth 0 ₩

    post_depth 65495 ₩

oversize_dir_length 500 ₩

    max_header_length 750 ₩

    max_headers 100 ₩

    ports { 80 311 591 593 901 1220 1414 2301 2381 2809 3128 3702 7777 7779 8000 8008 

8028 8080 8118 8123 8180 8243 8280 8888 9443 9999 11371 } ₩

    non_rfc_char { 0x00 0x01 0x02 0x03 0x04 0x05 0x06 0x07 } ₩

    enable_cookie ₩

    extended_response_inspection ₩

    inspect_gzip ₩

    apache_whitespace no ₩

    ascii no ₩

    bare_byte no ₩

directory no ₩

double_decode no ₩

iis_backslash no ₩

iis_delimiter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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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_unicode no ₩

multi_slash no ₩

non_strict ₩

u_encode yes ₩

webroot no

# ONC-RPC normalization and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Snort Manual, 

Configuring Snort - Preprocessors - RPC Decode

preprocessor rpc_decode: 111 32770 32771 32772 32773 32774 32775 32776 32777 32778 32779 

no_alert_multiple_requests no_alert_large_fragments no_alert_incomplete

# Back Orifice detection.

preprocessor bo

# FTP / Telnet normalization and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ftptelnet

preprocessor ftp_telnet: global inspection_type stateful encrypted_traffic no

preprocessor ftp_telnet_protocol: telnet ₩

    ayt_attack_thresh 20 ₩

    normalize ports { 23 } ₩

    detect_anomalies

preprocessor ftp_telnet_protocol: ftp server default ₩

    def_max_param_len 100 ₩

    ports { 21 2100 3535 } ₩

    telnet_cmds yes ₩

    ignore_telnet_erase_cmds yes ₩

    ftp_cmds { ABOR ACCT ADAT ALLO APPE AUTH CCC CDUP } ₩

    ftp_cmds { CEL CLNT CMD CONF CWD DELE ENC EPRT } ₩

    ftp_cmds { EPSV ESTA ESTP FEAT HELP LANG LIST LPRT } ₩

    ftp_cmds { LPSV MACB MAIL MDTM MIC MKD MLSD MLST } ₩

    ftp_cmds { MODE NLST NOOP OPTS PASS PASV PBSZ PORT } ₩

    ftp_cmds { PROT PWD QUIT REIN REST RETR RMD RNFR } ₩

    ftp_cmds { RNTO SDUP SITE SIZE SMNT STAT STOR STOU } ₩

    ftp_cmds { STRU SYST TEST TYPE USER XCUP XCRC XCWD } ₩

    ftp_cmds { XMAS XMD5 XMKD XPWD XRCP XRMD XRSQ XSEM } ₩

    ftp_cmds { XSEN XSHA1 XSHA256 } ₩

    alt_max_param_len 0 { ABOR CCC CDUP ESTA FEAT LPSV NOOP PASV PWD QUIT REIN STOU 

SYST XCUP XPWD } ₩

    alt_max_param_len 200 { ALLO APPE CMD HELP NLST RETR RNFR STOR STOU XMKD } ₩

    alt_max_param_len 256 { CWD RNTO } ₩

    alt_max_param_len 400 { PORT } ₩

    alt_max_param_len 512 { SIZE } ₩

    chk_str_fmt { ACCT ADAT ALLO APPE AUTH CEL CLNT CMD } ₩

    chk_str_fmt { CONF CWD DELE ENC EPRT EPSV ESTP HELP } ₩

    chk_str_fmt { LANG LIST LPRT MACB MAIL MDTM MIC MKD } ₩

    chk_str_fmt { MLSD MLST MODE NLST OPTS PASS PBSZ PORT } ₩

    chk_str_fmt { PROT REST RETR RMD RNFR RNTO SDUP SITE } ₩

    chk_str_fmt { SIZE SMNT STAT STOR STRU TEST TYPE US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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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k_str_fmt { XCRC XCWD XMAS XMD5 XMKD XRCP XRMD XRSQ } ₩ 

    chk_str_fmt { XSEM XSEN XSHA1 XSHA256 } ₩

    cmd_validity ALLO < int [ char R int ] > ₩    

    cmd_validity EPSV < { char 12|string } > ₩

    cmd_validity MACB < string > ₩

    cmd_validity MDTM < [ date nnnnnnnnnnnnnn[.n[n[n]]] ] string > ₩

    cmd_validity MODE < char ASBCZ > ₩

    cmd_validity PORT < host_port > ₩

    cmd_validity PROT < char CSEP > ₩

    cmd_validity STRU < char FRPO [ string ] > ₩    

    cmd_validity TYPE < { char AE [ char NTC ] | char I | char L [ number ] } >

preprocessor ftp_telnet_protocol: ftp client default ₩

    max_resp_len 256 ₩

    bounce yes ₩

    ignore_telnet_erase_cmds yes ₩

    telnet_cmds yes

# SMTP normalization and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SMTP

preprocessor smtp: ports { 25 465 587 691 } ₩

    inspection_type stateful ₩

    normalize cmds ₩

    normalize_cmds { ATRN AUTH BDAT CHUNKING DATA DEBUG EHLO EMAL ESAM ESND ESOM 

ETRN EVFY } ₩

    normalize_cmds { EXPN HELO HELP IDENT MAIL NOOP ONEX QUEU QUIT RCPT RSET SAML 

SEND SOML } ₩

    normalize_cmds { STARTTLS TICK TIME TURN TURNME VERB VRFY X-ADAT X-DRCP X-ERCP 

X-EXCH50 } ₩

    normalize_cmds { X-EXPS X-LINK2STATE XADR XAUTH XCIR XEXCH50 XGEN XLICENSE XQUE 

XSTA XTRN XUSR } ₩

    max_command_line_len 512 ₩

    max_header_line_len 1000 ₩

    max_response_line_len 512 ₩

    alt_max_command_line_len 260 { MAIL } ₩

    alt_max_command_line_len 300 { RCPT } ₩

    alt_max_command_line_len 500 { HELP HELO ETRN EHLO } ₩

    alt_max_command_line_len 255 { EXPN VRFY ATRN SIZE BDAT DEBUG EMAL ESAM ESND 

ESOM EVFY IDENT NOOP RSET } ₩

    alt_max_command_line_len 246 { SEND SAML SOML AUTH TURN ETRN DATA RSET QUIT ONEX 

QUEU STARTTLS TICK TIME TURNME VERB X-EXPS X-LINK2STATE XADR XAUTH XCIR XEXCH50 

XGEN XLICENSE XQUE XSTA XTRN XUSR } ₩

    valid_cmds { ATRN AUTH BDAT CHUNKING DATA DEBUG EHLO EMAL ESAM ESND ESOM 

ETRN EVFY } ₩ 

    valid_cmds { EXPN HELO HELP IDENT MAIL NOOP ONEX QUEU QUIT RCPT RSET SAML SEND 

SOML } ₩

    valid_cmds { STARTTLS TICK TIME TURN TURNME VERB VRFY X-ADAT X-DRCP X-ERCP 

X-EXCH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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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_cmds { X-EXPS X-LINK2STATE XADR XAUTH XCIR XEXCH50 XGEN XLICENSE XQUE XSTA 

XTRN XUSR } ₩

    xlink2state { enabled }

# Portscan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sfportscan

# preprocessor sfportscan: proto  { all } memcap { 10000000 } sense_level { low }

# ARP spoof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Snort Manual - Configuring Snort - 

Preprocessors - ARP Spoof Preprocessor

# preprocessor arpspoof

# preprocessor arpspoof_detect_host: 192.168.40.1 f0:0f:00:f0:0f:00

# SSH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ssh

preprocessor ssh: server_ports { 22 } ₩

                  autodetect ₩

                  max_client_bytes 19600 ₩

                  max_encrypted_packets 20 ₩

                  max_server_version_len 100 ₩

                  enable_respoverflow enable_ssh1crc32 ₩

                  enable_srvoverflow enable_protomismatch

# SMB / DCE-RPC normalization and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dcerpc2

preprocessor dcerpc2: memcap 102400, events [co ]

preprocessor dcerpc2_server: default, policy WinXP, ₩

    detect [smb [139,445], tcp 135, udp 135, rpc-over-http-server 593], ₩

    autodetect [tcp 1025:, udp 1025:, rpc-over-http-server 1025:], ₩

    smb_max_chain 3

# DNS anomaly dete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dns

preprocessor dns: ports { 53 } enable_rdata_overflow

# SSL anomaly detection and traffic bypass.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ssl

preprocessor ssl: ports { 443 465 563 636 989 992 993 994 995 7801 7702 7900 7901 7902 7903 

7904 7905 7906 6907 7908 7909 7910 7911 7912 7913 7914 7915 7916 7917 7918 7919 7920 }, 

trustservers, noinspect_encrypted

# SDF sensitive data preprocessor.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sensitive_data

preprocessor sensitive_data: alert_threshold 25

###################################################

# Step #6: Configure output plugins

# For more information, see Snort Manual, Configuring Snort - Output Modules

###################################################

# unified2 

# Recommended for most inst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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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unified2: filename merged.log, limit 128, nostamp, mpls_event_types, vlan_event_types

# Additional configuration for specific types of installs

# output alert_unified2: filename snort.alert, limit 128, nostamp

# output log_unified2: filename snort.log, limit 128, nostamp 

# syslog

# output alert_syslog: LOG_AUTH LOG_ALERT

# pcap

# output log_tcpdump: tcpdump.log

output alert_fast: alert.ids 

# database

#output database: alert, mysql, user=root password=boan!2345 dbname=boan host=localhost 

pot=3306 sensor_name=10

#output database: log, mysql, user=root password=boan!2345 dbname=boan host=localhost 

pot=3306 sensor_name=10

# prelude

# output alert_prelude

# metadata reference data.  do not modify these lines

include C:₩Snort₩etc₩classification.config

include C:₩Snort₩etc₩reference.config

###################################################

# Step #7: Customize your rule set

# For more information, see Snort Manual, Writing Snort Rules

#

# NOTE: All categories are enabled in this conf file

###################################################

# site specific rules

include $RULE_PATH₩local.rules

include $RULE_PATH₩attack-responses.rules

include $RULE_PATH₩backdoor.rules

include $RULE_PATH₩bad-traffic.rules

#include $RULE_PATH₩blacklist.rules

#include $RULE_PATH₩botnet-cnc.rules

include $RULE_PATH₩chat.rules

include $RULE_PATH₩content-replace.rules

include $RULE_PATH₩ddos.rules

include $RULE_PATH₩dns.rules

include $RULE_PATH₩dos.rules

include $RULE_PATH₩exploit.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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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RULE_PATH₩finger.rules

include $RULE_PATH₩ftp.rules

include $RULE_PATH₩icmp.rules

include $RULE_PATH₩icmp-info.rules

include $RULE_PATH₩imap.rules

include $RULE_PATH₩info.rules

include $RULE_PATH₩misc.rules

include $RULE_PATH₩multimedia.rules

include $RULE_PATH₩mysql.rules

include $RULE_PATH₩netbios.rules

include $RULE_PATH₩nntp.rules

include $RULE_PATH₩oracle.rules

include $RULE_PATH₩other-ids.rules

include $RULE_PATH₩p2p.rules

#include $RULE_PATH₩phishing-spam.rules

include $RULE_PATH₩policy.rules

include $RULE_PATH₩pop2.rules

include $RULE_PATH₩pop3.rules

include $RULE_PATH₩rpc.rules

include $RULE_PATH₩rservices.rules

include $RULE_PATH₩scada.rules

include $RULE_PATH₩scan.rules

include $RULE_PATH₩shellcode.rules

include $RULE_PATH₩smtp.rules

include $RULE_PATH₩snmp.rules

include $RULE_PATH₩specific-threats.rules

#include $RULE_PATH₩spyware-put.rules

include $RULE_PATH₩sql.rules

include $RULE_PATH₩telnet.rules

include $RULE_PATH₩tftp.rules

include $RULE_PATH₩virus.rules

include $RULE_PATH₩voip.rules

include $RULE_PATH₩web-activex.rules

include $RULE_PATH₩web-attacks.rules

include $RULE_PATH₩web-cgi.rules

include $RULE_PATH₩web-client.rules

include $RULE_PATH₩web-coldfusion.rules

include $RULE_PATH₩web-frontpage.rules

include $RULE_PATH₩web-iis.rules

#include $RULE_PATH₩web-misc.rules

include $RULE_PATH₩web-php.rules

include $RULE_PATH₩x11.rules

###################################################

# Step #8: Customize your preprocessor and decoder alerts

# For more information, see README.decoder_preproc_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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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der and preprocessor event rules

 include $PREPROC_RULE_PATH₩preprocessor.rules

 include $PREPROC_RULE_PATH₩decoder.rules

 include $PREPROC_RULE_PATH₩sensitive-data.rules

###################################################

# Step #9: Customize your Shared Object Snort Rules

#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vrt-sourcefire.blogspot.com/2009/01/using-vrt-certified-shared-object-rules.html

###################################################

# dynamic library rules

 include $SO_RULE_PATH₩bad-traffic.rules

 include $SO_RULE_PATH₩chat.rules

 include $SO_RULE_PATH₩dos.rules

 include $SO_RULE_PATH₩exploit.rules

 include $SO_RULE_PATH₩icmp.rules

 include $SO_RULE_PATH₩imap.rules

 include $SO_RULE_PATH₩misc.rules

 include $SO_RULE_PATH₩multimedia.rules

 include $SO_RULE_PATH₩netbios.rules

 include $SO_RULE_PATH₩nntp.rules

 include $SO_RULE_PATH₩p2p.rules

 include $SO_RULE_PATH₩smtp.rules

 include $SO_RULE_PATH₩sql.rules

 include $SO_RULE_PATH₩web-activex.rules

 include $SO_RULE_PATH₩web-client.rules

 include $SO_RULE_PATH₩web-iis.rules

 include $SO_RULE_PATH₩web-misc.rules

# Event thresholding or suppression commands. See threshold.conf 

 include threshold.conf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수정된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검증과정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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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Snort 검증과정 및 실행단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랜카드가 어디에 붙어서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트워크카드가 몇 번인
지 알아본다.

명령어는 Snort -W (대문자W입니다) 로 확인 합니다.

현제는 네트워크 카드가 한 개 뿐이라 1번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2개 이상일 때는 잘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이제 Snort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설정되 있는지 검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nort -T -l C:\Snort\log -c C:\Snort\etc\snort.conf -i 1

-T 옵션 : snort 설정 파일 정상 여부 테스트
-l 옵션 : 로그 파일 저장 위치
-c 옵션 : snort.conf 파일의 위치
-i 옵션 : 모니터링 할 네트워크 카드의 번호

다음 보시는 화면은 검증에 실패한 화면입니다. (현재 설정한 단계에서 실행하면 검증 실패한 화면이 뜹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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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러 메시지는 Snort.conf 파일안에 설정된 내용 중에 해당 디랙토리가 없다고 발생시켜준 메시지입니
다. 해결방법은 해당 디랙토리는 생성 시켜주시면 됩니다. 2개의 디랙토리가 없으므로 해당 디랙토리를 생
성 시켜주시고 검증을 해보시면 검증이 완료가 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파일 검증이 끝났다면 Rules 파일을 구종하면서 IDS 탐지를 하면서 에러가 생
기는 부분이 발생하면 에러로그를 남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ort -i1 -c "c:\snort\etc\snort.conf" -l "c:\snort\log"

해당 Snort.conf 파일을 돌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C:\snort\log 디랙토리에 남긴다
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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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ort -W) LAN카드 번호입니다.

한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동작을 중지시키고 싶다면 Ctrl + C를 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종료를 해야 로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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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강제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전반적인 네트워크 사용량부터 ICMP,TCP,UDP 탐지도 가능 
합니다.
지금 로그 파일이 생성되어 확인을 해 봅니다. 보통 1시간 쯤 탐지 하면 1~2개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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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날짜/시간/증상/우선순위/프로토콜/내부로 들어가는IP -> 외부에서 접속하는IP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버퍼오버플로우나 세션 사이즈 과다한 트래픽은 CMD 및 로그에 전부 남습니다.
심지어 토랜토 패킷도 찾아 줍니다.

이상으로 Snort 사용법을 마칩니다. 아직 할게 많네요. DB 연동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두요.
한참 모자라지만 하나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시고기 였습니다. 

박현철  닉네임:가시고기

소 속  부산보안스터디
자격증

활동  
블로그 http://blog.naver.com/park8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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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정보보호 캠페인 -1] 

               “ 관리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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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의 책 코너] 

[인터뷰] “함께 사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자, ”
‘안철수, He story' 의저자  (박근우커뮤니케이션대표)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최근 따끈따끈한 책이 출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안철수, He Story]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
청이 들어 올 듯 합니다.  공식매체는 아니지만 제일 먼저 보안인닷컴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보안관련하여 많은 보안인들이 보안 e-매거진을 보고 있고 
무료로 보고 있는만큼 좋은 기회가 될텐데요.  간략한 저자 소개와 책 소개 부탁드립니
다.

 저는 안랩 커뮤니케이션팀장을 10년간 담당했고 그 전에는 LG전자 홍보과장으로 근
무한 바 있습니다. 벤처홍보네트워크 위원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무료 세미나, 워크숍 등
을 통해 열악한 벤처의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탐진강의 함께 사
는 세상 이야기>라는 블로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톱블로그 100을 비롯 여러 
곳에서 우수블로거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기 위
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안철수 He, Story'는 '안철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안철수 박사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지켜본 있는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안철수 박사의 업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인간 안철수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그 동안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그대로의 인간 안철수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셨는지요? 책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
지요?

 저는 오래 전부터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한 것도 그 준비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LG전자에서, 
또 10년간 안랩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생 전문가로서의 일을 늘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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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습니다. 작년 말에 건강도 좋지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그 시기가 됐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술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저의 고민을 듣더니 우선 책부터 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합 커뮤니케이션기업인 박근우커뮤니케이션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이분법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편가르기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시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어떤 삶을 살든 
각자의 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착하게 살아도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일 듯 
합니다. 

  저자는 안철수의장을 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으로 저자가 바라보는 안철수는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 또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철수 박사는 '살아있는 성자'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말은 물론 행동이 일치했습
니다. 정직, 성실, 공부하는 자세 등 모든 면에서 바른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끊임없이 타협해왔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야'라고 생각
했지요. 그러나 안철수 박사를 만난 이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의 정의로
운 생각으로 돌아갔지요. 세상을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
습니다. 저는 세속적 관점에서 안철수 박사를 시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정말 도덕교과서
에서나 있을 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했습
니다.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경지였지요. 저는 이런 분도 있으니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느낄 정도였습니다. 단점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는 그런 인간 안철수였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저자는 국내 대표 보안회사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안이슈에 대하여 언론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일 한 두가지만 소개 
해 주신다면 ?

  수많은 보안사고가 모두 기억에 남지만, 두가지만 고르라면 지난 2003년 1.25 인터
넷대란과 작년에 발생한 3.24 디도스 대란이 생각납니다. 1.25 인터넷 대란은 국내 인터
넷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 당시 토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다행히 안랩 연
구원들이 주말에도 열심히 악성코드를 퇴치하는 전용백신을 제작해 인터넷 마비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안랩 사이버 전사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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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3.4 디도스 대란은 그다지 안좋은 기억입니다. 그 당시 안랩 
연구원들이 사전에 공격 징후를 발견하고 정부기관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늑장대응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안랩에 먼저 발표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시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서 답답했습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방통위가 3월4일 10시 예정인 1차 공격을 늦게 발표해 곤란하게 
했습니다. 또 3차 공격 시점은 오전 8시였는데 10시30분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방통위가 시점을 잘못 알았던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10시30분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 그대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랩이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기관은 역할분담을 통해 각각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민간 영역까지 침범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됩니다.

  책 출간 시기와 안철수 의장의 대선 움직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책에 대한 질문하
나 하겠습니다. 책 출간에 따른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을수 있는데, 블로그에서도 읽었습
니다만 혹시 대선과의 연관성 부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이시겠지만, 어떤 예상을 하고 일을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수
학이 제일 약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제가 1월말에 우선 책을 쓰고자 할 당시는 안철수 
박사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수그러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선은 야당
이 이길 것이라 언론도 예상했던 시절이었지요.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도 예상치 
못한 일을 제가 미리 예견하고 쓴 책일 수는 없겠지요. 책을 쓰기 시작할 당시와 4월 총
선 이후 지형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책 출간 시점에 대해 이상한 음모론이나 
가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출판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출판사도 그 일정대로 책을 낸 것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시점
이 다시 안철수 박사가 관심을 받는 시기라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저자는 그동안 블로거스피어에서 아주 유명한 블로거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런
데 아마도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조차도 블로
거 이웃이지만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커밍아웃 안 하신  이유
와 사연이 있나요? 

 저는 안랩 커뮤니케이션 팀장 당시 그 역할은 공적인 삶이기에, 사적으로 블로그에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블로그를 모르다보니 배우면서 실험적으
로 시작한 것이기도 했지요. 따라서 굳이 사적으로 시작한 블로그마저 공개할 이유는 없
었지요. 공적으로는 회사의 기업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개인 
블로그도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온 것이지
요. 중도에 공개하면 오히려 사적인 블로그 활동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글쓰기가 어려웠겠지요. 사적인 삶도 존중하는 사회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사적 공간 보호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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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블로그 공간이 제 개인적인 삶의 공간이자 비즈니스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인 
브랜드로서 블로그가 자리매김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굳이 공적인 
회사 블로그와 사적인 개인 블로그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놀란 분들도 있다니 저를 아는 블로거 분들께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개인 신분을 공개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 PR, 마케팅분야에서 수년간 일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유명한 블로거이시기도 
합니다. 최근 블로그, SNS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관계형성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시는지요? 블로거로서 
블로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관계 형성이 크게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오프라인은 얼굴을 보
면서 밥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 더 빠르게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온라인은 서
로 이웃이나 친구로서 왕래가 많으면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give & take'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요. 지역이나 나이도 상관없지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서로 통합하면 더 시너지가 크다고 봅니다. 오프라인만 
잘해도 안되고 온라인만 잘해도 안됩니다. 온오프라인이 함께 움직이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는 각자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좋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아는 친구나 이웃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트위터는 빠른 정보 전달에 
유용합니다. 각각 온라인 매체도 장단점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는 노력이지요. 커뮤니케이션은 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인 셈입니다. 블로거로서 블로그는 개인 브랜드의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블로그는 기본이고 거기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블로그에서는 필명이 ‘탐진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명에 대한 사연이나 이
유가 있는지요?

 탐진강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맑고 깨끗한 탐진강 지명이기도 해요. 
또한 초심을 잃지말고 살아가자는 제 자신에 대한 다짐도 포함돼 있어요.



- 37 -

  대기업에서 10년, 그리고 보안벤처회사에서 10여년 근무하시면서 바라본 보안에 대
한 전망을 저자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저는 하드웨어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각각 10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균형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융
합이지요.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장점이지요.

보안에 대한 전망을 밝다고 봅니다. 이미 세상은 인터넷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변화도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지요. 또한 비즈니스에서 보안을 등한시하면 대기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했습니다. 다만 보안이 필수적인 만큼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보안은 갑이 을이나 병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예산도 쥐꼬리만한 돈으로 보안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보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있어 최우선순위이고 가장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연간 IT예산의 10% 이상은 보안에 
투자돼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전문가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이 없이는 비즈니스도 
기관의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우선 보안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아직도 가격 후려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안은 이제 사이버 안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육해공 
이외에 사이버영토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이 사이버영토가 됐는데 
국가도 보안에 투자가 매우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안철수, He story] 책이 2,3,4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접하였습니다. 특별히 
pop 광고를 하지 않고도 추가 인쇄에 들어 갔는데 , 이렇게 반응이 있을줄 아셨는지...또
한 책을 쓰면서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우셨는지요?

  초판 1쇄를 2000부 찍었습니다. 출판사에 의하면 출간 당일에 모두 다 나갔다고 합
니다. 그래서 출간 당일에 2~4쇄를 추가로 인쇄해야 했습니다. 추가 인쇄분까지 총 
5000부가 출간일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출간일에는 대형 서점에도 현장 광고(POP 등)도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책 진열만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현장 판매 만으로 초판이 
다 나갔다니 놀라운 관심입니다. 출판사도 저도 이런 관심일 줄 예상못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었지만 10년 전의 기억은 다시 되살리는데 힘들었습니다.(웃음)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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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회사 블로그 등에 글을 쓴 적이 있었고 사사를 만들면서 기록을 해두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막 저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박근우커뮤니케이션대표로도 활약 하시는
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요?

 저는 직장생활도 소중하지만 정년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책을 쓴 이
유도 전문가로서의 삶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술과 강연, 컨설팅 등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지난 20년간 커뮤니케이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실전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전문가의 활동이 부족한 영역입니
다. 기업브랜드, 위기관리, SNS통합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등 제 경험을 녹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인닷컴이 보안관련 정보공유와 친목을 도모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안인닷컴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라 되려면 정보공유와 네트
워트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잘나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활
동을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무엇이 도움
이 될까 주저하지 말고 커뮤니티 활동을 비롯해 여러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
다. 제가 지난 10년간 블로그 이외에도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활동에도 열심히 했습
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온라인 활동에 힘썼지요. 그 중 벤처홍보네트워크 
활동도 있었지요. 그렇게 10년간 밤에 잠을 4-5시간 밖에 못잤습니다. 그 당시는 힘들었
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 도움이 컸습니다. 

  끝으로 보안, 안철수의장님, 책등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면 해 주세
요.

 저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누
구나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
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제 앞날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먼
저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보안
인닷컴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열정과 도전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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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저자

소 속 박근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자격증

활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amjingang 



   40

- 40 -

[기고] “네이트 해킹 사건 승소판결의 의미 ”
유능종 변호사 

1.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2011. 7. 26.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트온’ ‘싸이월드’
가 해킹당하여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
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 가운데 최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언론의 큰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구미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저는 
‘네이트’ 회원이자 해킹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된 점에 대
하여 반드시 사업자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 4. 26. sk커뮤니케이션즈는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판결이 선고되자 언론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관심
과 호응을 보였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아마 해킹사건으로는 최초
의 승소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다가 3,500만명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할 경
우 배상금액이 35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점, 향후 유사한 해킹사건에서 영향
을 미칠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재판과정에 관하여 

   먼저 이번에 발생한 네이트해킹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1. 
7.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중국에 기반을 둔 해커들은 공개용 알집업데이트 서버
를 통해 SK컴즈 내부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였고 이를 사용한 SK컴즈 직원을 통하여 
SK 컴즈의 내부망 PC 62대가 악성파일로 인하여 감염됩니다.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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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PC를 원격 제어함으로써 SK 컴즈의 DB 서버에 접속한 다음, 네이트와 싸이월드
에 가입된 총 3,500만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
이디, 비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닉네임, 혈액형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인
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SK 컴즈측에서는 본건 해킹사고가 중국해커들의 불법적인 침입
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업자로서는 예상할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SK 컴즈측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반박이 필요한 것인데 본건과 같은 소송에
서는 원고의 정보접근권이 차단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원고입장에서
는 SK 컴즈가 어떠한 방식의 보안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지, 평소 보안시스템을 어떤 식
으로 운영하는지, 해킹 발생한 직후 SK 컴즈에서 적절한 수습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에 관
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
보들을 SK 컴즈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기대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기사자료들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문을 근거로 하여 
SK 컴즈가 평소 보안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하였음을 추정할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SK 컴즈 직원들이 공개용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감염위험
을 높인 점, 당시 채택하고 있던 보안시스템 MD-5 프로그램은 이미 해킹에 취약한 것
으로 밝혀져 사용중지권고가 내려져 있는 낙후된 시스템이었던 점, 해킹사고 발행직후에
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SK 컴즈의 
과실을 부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서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
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송에
서 입증책임은 원고측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위 규정은 피해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규정이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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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재판부에서는 SK 컴즈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구체적으로 과실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판단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승소판결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
다. 저로서도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직분을 다하였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을 받아냈
다는 보람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선고된 직후 SK 컴즈 주식이 하한가
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수 있음을 실감하기도 하
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1심 판결로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은 아니지만 1심판결 자체로도 상당
한 의미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우선 이번 승소판결이 동종사건에서 최초 승소판결로서 
향후 진행될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해킹사건 발생시 막대한 손해배상금
을 지급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뚜렷이 각인시켜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
템에 과감한 투자를 촉발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사업자들의 보안시스템이 너
무나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SK 컴즈에서 사용한 암호화 기술은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실험결과 불과 3초만에 해킹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발생한 EBS사
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은 보안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바람에 노후화된 설비로 인하여 해킹에 무방비인 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이 
바뀌어 앞으로 유사한 해킹사건을 방지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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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

소 속 유능종법률사무소
자격증

활동  
이메일 vision37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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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월 보안인닷컴 주요 보안자료
◈  IT보안정책 수립참고자료
   http://cafe.naver.com/nsis/63496 

◈ 2011년 정보보호실태조사자료
   http://cafe.naver.com/nsis/63495 

◈ IBM IPS 설치 자료
   http://cafe.naver.com/nsis/63478 

◈ 2012 보안위협요소 리포드
   http://cafe.naver.com/nsis/63450 

◈ [칼럼-402] 나라가 망해도 영업하는 사람은 살아 남는다.
   http://cafe.naver.com/nsis/63410 

◈ [유틸리티] 문서 암호푸는 프로그램
   http://cafe.naver.com/nsis/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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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e-매거진 원고 모집
보안인닷컴에서 매월 무료로 발행하는 e-매거진 [보안人]에서는 보안에 관심 있는 여러분
의 소중한 글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실 분들은 magazine@boanin.com  이아 
boani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안은 실천이고 문화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
가 필요합니다.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내 주실 원고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보안이슈 및 동향 –기술적 분석 
  - 우리 회사 보안 실천 사례
  - 나의 보안전문가 도전기
  - 내가 공부한 보안 이론
  - 보안 솔루션 소개
  - 보안관련 책 소개 및 후기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분석
  - 해외 보안소식
  - 보안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후기
  - 기타 보안전문가 인터뷰

이외에도 보안에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 및 관련 글 보여 주셔도 됩니다. 원고 마감기간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매월 초에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인닷컴 회원분들과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magazine@bo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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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 e-매거진 후원안내
매월 무료로 발행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
습니다.  boanin@naver.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