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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변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2012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갔네요..이제 새학기와 봄이 오는 꽃피는 춘삼월이 시작이 되었
습니다. 올 한해 씨앗은 3월에 뿌려야만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안인닷컴 e-매거진도 벌써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부족함이 있지만 무엇인가 
함께 가치있는 정보를 나눔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된다는 점에서 나름 힘들지만 
보람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보안인닷컴 기자단 활약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
이 흐르는 커뮤니티 보안인닷컴은 보안기술정보외에도 이러한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커뮤니
티로 지속발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매거진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여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boanin@naver.com 이나 magazine@boanin.com 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인닷컴 운영자 엔시스올림



[기업소개] 한국IBM 보안사업부 출범과 그 의의
박형근 차장 (기술팀 리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hyungkeun.park

  
안녕하세요. 저는 SecurityPlus의 대표 운영자이며, IBM Security Systems의 보안 전
략 및 기술팀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형근 차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안인닷컴을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보안인닷컴의 전주현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은 IBM이 100주년을 맞는 한 해였으며, 올해는 또 다른 100주년을 기약하는 첫 걸
음을 내딛는 한 해입니다. 모든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빅블루(Big Blue) IBM은 보안 
분야에 있어서도 꾸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과 보다 똑똑한 세
상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개인과 기업, 사회를 위한 헌신과 혁신을 지원합니다. 

보안을 위해 IBM이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그 첫 번째 기여는 1977년 IBM에 의해 연
구 발표된 '데이터 암호화 표준(Data Encryption Standard – DES)'을 통해 정보 보호 
방식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1997년에는 하나
의 아이디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싱글사인온(Single Sign On)을 개발
하는 등 수많은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보다 앞선 보안 체계, 기술, 표준에 대한 소개
는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00년에 한국IBM 티볼리 사업부에 입사한 저는 IBM Secueway 방화벽을 처음으로 

보안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국내에 아직은 개념이 생소했던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던 Tivoli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와 1999년 IBM의 DASCOM 인수를 통해 서버 기반의 웹 싱글사인온과 
접근 제어라고 하는 당시 새로운 기술이었던 Tivoli Policy Director를 국내에 소개하여 
인증과 접근 권한, 싱글사인온 분야의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Tivoli Risk Manager라는 제품을 통해 국내에 통합보안관제(ESM)라는 개
념을 최초 소개하였습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수많은 보안 전문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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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업 분야에서 각자 기술 개발과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IBM의 보안 제품과 기
술들도 많이 참조되고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도, 2007년도부터는 국내에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하에서의 
보안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Federation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여 WS-Security 하에서
의 수많은 보안 표준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에 대한 개념을 정립 및 소개하고 보안 성과 측정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국내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대한 개념과 보안에 대한 
이슈를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새로운 개념과 표준, 그리고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해 왔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고 마치 꿰매지 않은 구슬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로 관통하
는 보안의 체계, 각기 흩어진 기술이나 솔루션이 아닌 모든 것을 담을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IBM은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IBM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 준비
하고 투자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보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
에 대해 보안 담당자들은 항시 고민하고, 찾고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보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안의 기초와 
틀이 되는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IBM은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그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명과 공감속에서 사람과프로세스, 기술을 아우르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전사 통합 보안이라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소개하고자 노력했
습니다. IBM에서도 연구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09년 드디어 IBM 보안 프레임워크 버
전 1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2012년에는 새롭게 개정한 IBM 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2
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도에 새롭게 개정 발표한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IBM 보안 전략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적인 마케팅 메시지가 아니라, IBM 자체 보안부



터, IBM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방향성과 전략이 
이 보안 프레임워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IBM은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과 솔루션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때로
는 연구 개발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보안 회사들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수했던 보안 
회사에는 Access 360, Algorithmics, BigFix, 
Consul, DataPower, Encentuate, Guardium, i2, 
ISS(Internet Security Systems), Metamerge, 
Ounce labs, Openpages, Q1Lab, Watchfire (이상 
알파벳순) 등입니다. 이 회사들에 대한 인수 결정

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바로 IBM 보안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는 데 있어 IBM이 갖고 있
는 기술 격차와 향후 기술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IBM은 보안 기술과 솔루션의 확보 이외에도 이를 전략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고객
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단일한 독립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IBM은 
2010년부터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묶어서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가상 조직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전사 IBM 통합 보안 사업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사업부의 이름은 바로 “IBM Security Systems” 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12년
에 소프트웨어 그룹 하에서 새롭게 보안 사업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사업부의 출범은 현재 IBM이 갖고 있는 보안 사업 규모와 역량의 가시적
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안하면 IBM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IBM은 2011년 가트너 발표 기준 전 세계 보안 시장 점유율 4
위의 매출 규모를 가진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또한, IBM은 전 세계에 걸쳐 9개의 보안 관제 센터, 9개의 보안 연구소, 11개의 보안소
프트웨어개발 연구소, 그리고 3개의 IBM 보안 협회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의 
보안 관제 센터에서는 전 세계 133개 국가의 3천 7백여 고객의 2만 여대 이상의 보안 
장비를 통해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평균 90억 이상의 이벤트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BM X-Force 보안 연구소에서는 일평균 100억 개의 분석된 웹 페이지 및 
파일 분석을 통해 통상 일일 1억 5천만 건의 침입 시도와 4천만 건의 스팸 및 피싱 공격
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IBM X-Force 보안 연구소에서는 4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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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여개의 문서화된 취약점과 수백 만 개의 독특한 악성코드 샘플 DB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또한, IBM X-Force 보안 연구소를 포함하여 9개의 보안 연구소에서는 총 1,000개 이
상의 보안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된 곳은 앞서 
1977년에 D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연구 발표한 IBM 취리히 보안 기술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도 취약점 분석과 평가 자동화 기술
- PKI, 생체인식, Smart Chip 기술을 통한 Secure ID
- Data Storage Security
- idemix와 PRIME 프로젝트, Higgins 프로젝트 등 아이덴터티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 금융과 공공의 보안 크리티컬한 환경을 위한 내재화된 보안 기술을 위한 BlueZ 비즈  

    니스 컴퓨팅 프로젝트
- 보다 안전한 인터넷 뱅킹을 위한 IBM Zone Trusted Information Channel (ZTIC)
- 보다 안전한 모빌리티 보장 및 개인용 디바이스 상에서 보다 안전한 컴퓨팅 환경 개  

    발을 위한 IBM Secure Enterprise Desktop
- 분리 권한(SoD - Separation of Duties), 기업의 보증/보안/신뢰 관리를 위한        

     MASTER 프로젝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등 보안 정책 연구
- 이기종 가상화 환경에 대한 보안 감사를 위한 SAVE 프로젝트, Introspection 기반
   VM 보안 기술인 Phantom 프로젝트,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개발을 위한 
   TClouds 프로젝트 등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기술 연구

또한 3개의 IBM 보안 협회(IBM Institute for Advanced Security)를 통해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보안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IBM에서도 IBM 보안사업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GTS)의 보안 

서비스 조직을 강화하여 보안 관련 조직과 인원을 크게 보강하였으며 전세계 4,000여명
의 보안 컨설턴트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IBM 보안 인력 풀(Pool)을 적극 활용하여 
보안 관련 글로벌의 경험과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IBM 보안 컨설팅 방법론, 솔루션 
및 보안 기술을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IBM은 업계 최고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은 물론, 보
안 전문 컨설턴트, 서비스 기술 인력, 영업 및 지원 조직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비즈니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IBM 직원이 그렇듯이 언재나 미래의 보다 안전한 혁신을 위해 한국 IBM 보

안 사업부의 일원으로써 일할 것입니다. 보다 앞서 미래의 보안 동향을 살펴 보고, 보다 
앞선 IBM의 기술과 가치가 있다면 보다 빨리 한국 사회에서도 도움되고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한국 IBM 보안 사업부가 우리의 가치를 통해 국내 보안 수준 
향상에 도움될 수 있기를 항상 지켜 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 부탁 드립니다. 끝.

박형근 

소 속 한국IBM 보안사업부

자격증

E-mail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hyung

ke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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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보안] Wireless LAN Security에 대하여
권오훈  (닉네임: 권사마a)

▣ 무선랜 보안의 개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산업.과학.의료욕(ISM) 으로 2.4GHz의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여 특수한 장소나 이동성이 요하는 작업 환경에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공항이나 호텔 로비, 카페에서도 이미 무선랜 서비스가 제공되어 인터넷과 같은 필
수불가결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선랜의 취약점은 조직의 보안을 약화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무선랜을 도입하여 업무에 적용시키고 있지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한 관심 및 보안은 접근제어(Access Control)와 프라이버시(Privacy) 등일 것이다. 
접근제어는 민감하고 인가된 사용자들에 의해서 접근되며 프라이버시는 송수신 되는 자
료들이 의도된 대상들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진다. 무선랜에서 송수신 되는 자료는 전파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 자료의 송수신 기기에 의해 제공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무선랜 사용자들에게 자료가 전송된다.

                       < 그림 1. IEEE 802.11 망의 구성 > 



 무선랜에서 송수신 되는 자료는 전파(Radio Wave)를 통하여 공중으로 브로드 케스트 
하기 때문에 모든 무선랜 사용자들에게 자료가 전송된다. 전파는 천장, 바닥, 벽 등 송신
되기 때문에 전송된 자료는 의도되지 않는 제 3의 대상들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프
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수 없다.  

▣ 무선랜 보안의 Encryption

 IEEE 802.1b 표준은 무선랜의 접근제어 및 프라이버시에 보안 매커니즘을 설계하는데 
바로 WEP(Wired Equivalent Privacy) 이다. IEEE 802.11b 표준은 WEP 이라고 불리우
는 암호화 기능을 규정하는데 무선랜의 데이터 스트림을 보호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 및 복호화를 처리할 때 동일한 키와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 그림 2. WEP의 암호화 과정 > 

IEEE 802.11 표준은 무선랜에 사용되는 WEP 키를 정의함에 있어서 두가지 방식을 사
용한다. 첫 번째는 4개의 디폴트키를 정의하여 모든 장비들과 공유하는 체계이며 두 번
째 방식으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다른 시스템들과 상호 관계의 키 맵핑 체계를 갖
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단방향키들의 분배는 시스템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WEP 키의 취약점을 아래와 같이 들수 있다. 공격자
가 평문{ P1, P2 }에 대해 동일한 키스트림(KS)에 의해 생성된 암호문 { C1, C2 }를 
수집 했다고 가정한다면

C1 = ⊕
C2 = ⊕

공격자는 키스트림(KS)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연산을 수행 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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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공격자가 첫 번째 암호문에 대한 평문을 알고 있다면, 두 번째 평문은 
쉽게 복호 할수 있다.

( ⊕ ) ⊕ P1= P2

< 그림 3. WEP의 취약점 > 

▣ 무선랜 보안의 Authentication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인증시스템에 의해 인증을 받지 못할 때는 무선랜의 서브 시스템
과 연결할 수 가 없다. IEEE 802.11b의 표준은 두가지 방식의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한
다. 하나는 Open 인증이며 다른하나는 공유키 인증 방식이다. 인증방법은 각각 클라이언
트에 키 값이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값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자 하는 AP 키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공유키 인증방식에서는 AP는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WEP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AP로 반환해야하는 Challenge 텍스트 패킷을 송신하며 그 킷값을 갖고 있지 
않다면 AP와 연결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림 4. 공유키 인증방식 > 

▣ 무선랜 보안의 해결책

 무선랜의 안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802.11b의 보안 요소들을 이용한 표준
체계 및 공개된 구조를 사용하여 강력한 수준의 이용 가능한 보안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며 중앙 집중화된 효율적인 보안 관리체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CISCO 및 Microsoft Inc. 
등등의 조직에서는 표준 제안한 EAP 방식과 IEEE 802.11i 방식을 권장하며 명시한 두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무선랜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AP에 접속하려하는 무선 클라
이언트 사용자가 네트워크 로그인을 수행할 때까지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을 얻지 못한
다.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명과 암호를 입력하며 RADIOUS 
서버로 상호인증을 수행함으로써 보안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 결 론

 조직이나 업체가 무선랜을 도입하여 강화된 보안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기능을 제공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부적절한 AP의 활용, 해커의 공격에 
대한 보안 위협을 최소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지원하는지 체크하며 둘째로는 상호인증을 
위한 키가 클라이언트 및 AP의 저장매체에 정적으로 저장되는 방식이 아닌 동적으로 저
장되는지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중앙 집중 제어방식으로부터 무선랜의 사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안기능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하
는 무선랜의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요구 및 정책에 맞는 안전한 무선랜을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오훈(닉네임 : 권사마a)

소 속
동국대 대학원 고용계약형석사과정

정보보호학과 모바일전공
자격

증  보안인닷컴 기자단 2기
E-mail hunny_0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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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Security Seminar
-‘정보보안전문가에 도전하라‘

 김주영

A3 Security Seminar ‘ 정보보안전문가에 도전하라 ’

           

A3 Security 가 2월 13일 날 주최한 구직자를 위한 세미나의 이름이다. 이날 세미나
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리해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흔치않은 기
회를 가진 날이다. 

첫 세션에서 한 재호 대표이사 님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 안정적인 공인 회계사
에서 흥미를 가지고 다가서기 시작 한 후 매료 되어버린 보안 CEO 까지 이어져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A3 Security 의 초창기 멤버에 합류되어 수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그는 보안이라는 분야는 없어지지 않을 산업
이라고 하였으며 , 비전이 높은 방면에 인력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현재 보안이라는 
분야로 다가서는 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하였다. 



       

첫 세션에서 한재호 대표이사 님 이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보안을 연관 시켰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금 더 구직자를 위한 이야기가 진행 되었다. 정보보안 전문가 로 
향하는 빠르고도 정확한 로드맵. 강 철규 이사 님 이 강연을 하였다.

       

두 번째 세션의 첫 시작은 기업에서 원하는 진정한 스펙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실무 경험이나 인성에 대해서는 말 할 것도 없이 1
위 2위를 차지하였고 , 의외로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봉사활동은 낮은 편 에 속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성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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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정의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스스
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줄 아는 사
람이 기업이 원하는 인성 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어서 5년 후를 디자인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다. 어떠한 서비스에 어
떤 기술 이 필요 한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하여 들었다. 그 후 직업 부문으로 넘어가 조금 더 어떤 기술을 
먼저 알아야하는가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직업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배
워야 하는 부분은 결국 비슷하다는 것을 이미지를 보여주며 되짚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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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카데미에서 박 진하 팀장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다. 박 진하 팀장님
은 보안인 닷컴에서 멘토 로 활동해오시면서 늘 반복되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해오셨으며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주요 Tip을 정리하여 발표를 해 주셨다.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정보보안 전

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어서 멘티에게 늘 물어보던 정보보안

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서 참석자들에게 맞춰보라고 하였다. 몇몇 분이 손을 들어 몇몇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한 후 간단한 사은품 을 가져갔다. 박 진하 팀장 님 은 멘티 
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 
보안이 하고 싶은 것 이 맞다 면 좀 더 찾고 또 찾고 또 찾은 후 에 준비하라고 말하
고 싶었다고 한다. 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 가지 의 팁 과 하나의 서비스 팁 을 준
비 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 팁으로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자는 말을 하였다. 시간은 한정 되어 있다. 경쟁
자는 늘어 가는데 자신은 늙어가는 것을 잊지 마란 뜻이다. 또한 복권에 당첨이 되고 
싶다면 복권을 사야하듯이 투자에 대해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얻을 것을 얻으라
고 말하였다. 투자는 상대적인 것이니 만큼 남들만큼 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해야함 
을 마지막으로 강조 하였다.
보너스 팁으로는, 좋은 가이드와 함께 하면 더욱 좋다는 말을 남기며 A3 Academy를 
추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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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이번에 열린 A3 Security Seminar를 듣기위해 부산에서 올라오는 고생을 하였다. 하
지만, 그만큼 시간이 아깝지 않은 세미나를 들었으며 어떠한 길을 어떻게 가야만 이득
이 되고 아쉬움이 없는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비록 많은 돈 과 시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 난 아낌없이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세미나를 듣고 되새기며 부산으로 내려갔다.

김주영

소 속 동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자격증
 보안인닷컴 1기 기자단

E-mail
e-mail : Solitary.think@gmail.com 

facebook : jupjupy@naver.com 



[인터뷰] A3아카데미 
박진하 과장

허아람 (보안인닷컴 2기 기자단, 한밭대학교)

aram0529@naver.com

지난달 13일에 A3시큐리티는 A3아카데미 개강을 맞이해 “정보보안전문가에 도전하라”라
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해주셨던 A3시큐리티 한재호 대표이사님에 이어 이번에는 보안인닷컴에
서 운영진으로 활동하신 경력과 멘토링 활동을 하셨던 박진하 과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
니다.  
                                                                                
                       
 오늘 세미나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 먼저 A3아카데미 설립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
신다면?

 첫 번째로는 현재 대부분의 보안업체가 인력난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위해 직접 저희가 인재를 양성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두 번
째는 예전에 대표님의 인터뷰 보셨듯이 보안업체에서의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자체 채용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사회에 배출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
안 성숙도가 높아지고 등급이 올라간다고 대중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보안 아카데미들과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저희 아카데미는 다른 곳에서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희 회사의 인턴십은 일반 학원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며, 실무적인 교육 자체도 불
가능 합니다. 또한 다른 학원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시설과 장비가 다양해 예를 들면 관
제 업무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전공자이신데 비전공자를 위한 취업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컴퓨터전공자라고 하지만 C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공은 특별히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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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을 거
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력 소개 중 여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추
천해주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저는 SIS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보안자격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CISA, 
CISSP는 대학생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자격증을 더 보유하고 싶다면 CPPG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안인닷컴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

  제가 30살에 보안공부를 시작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다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들에게 항상 “너네는 나랑 똑같이만 하면 나를 100% 이긴다 왜냐하면 너네는 나보다 어
리니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지만 다들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마인드 자체의 문
제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게 준비하고 있고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또한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보안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먼저 도와주는 분이 별로 없었기에 제가 항상 쫓아
가고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적극성을 가
진 친구들이 많이 없는거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시면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진하 과장님께 다
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허아람

소 속 한밭대학교

자격증
 보안인닷컴 2기 기자단

E-mail
e-mail : aram0529@naver.com 



[인터뷰] 수원대학교 정보보안동아리
FLAG 회장

유인재 (보안인닷컴 1기 기자단, 국민대)

yoo0826@naver.com

단순히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이름만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얼마전에 있었던 A3시큐리
티 정보보안전문가에 도전하라! 세미나에서 처음 만나뵙게 되었다. 알고보니 수원대학교 
Flag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셨다. 그래서 이번 정보보안동아리 특집 인터뷰 요청을 드
렸는데 흔쾌히 요청을 받아주셔서 만나 뵐 수 있었다. 

Q.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08학번 FLAG 회장 김성현입니다. FLAG 內에서 부회장을 맡아
오다가 11년 12월에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회장을 맡아 여러 업무를 해보니 “역시 長이
란 자리는 어려운 것”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과 리더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
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학교 Linux Lab 의 랩장을 맡고 있고 Facebook 보안인닷컴 그룹에서 관리
자를 맡고 있습니다. 딱히 하는 일은 없는데 관리자라고 하니 부끄럽네요.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SIS 2급, 리눅스마스터 2급, CCNA, HERE, ACE, LPIC 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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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현재 네트워크관리사를 준비중입니다. 

Q.보안을 처음 접하게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수원대를 수시로 붙고 대학 입학하기 전 무얼 해야 할까 고민 하던 중 ITbank 라는 
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상담을 받기 위해 무작정 학원으로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담당선생님께서 말씀 해주신 게 학원을 등록시키기 위해 했다는 것
임을 알지만 그때의 저로선 보안을 처음 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 꿈을 보안에 다가가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수원대학교 정보보안동아리의 창립 목적이 뭔가요?

IT학과라면 보안, 해킹쪽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보안 공부 한번 해볼까?” 해서 주위를 둘러봐도 학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게다가 학원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관심은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창립하였습니다.

Q. 동아리 명칭이 Flag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동아리의 이름인 Flag의 의미는 정보보호의 선두에서 앞장서는 보안동아리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Q. 현재 인원 현황 및 대회 수상, 프로젝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 동아리 인원은 25명이며 컴퓨터학과, 정보보호학과, 경영학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후킹 탐지 및 방어’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
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후킹이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중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후킹에 대해 탐지 및 방어에 대한 각종 지식을 익히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를 거쳐서 졸업하신 선배진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현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연구원, Ncsoft, 삼성, LG 등등 현업에 
계시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점심을 사주시기도 하
고 망년회나, 신년회같은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동아리원들 모두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
시는건 물론이고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담이나 여러 충고들을 많이 해주시곤 하십니
다. 또한 저희 동아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Q. KISA의 정보보안 사업의 일부인 정보보안동아리 연합회 KUCIS에 가입이 되어있나
요?

매해 저희 FLAG가 KUCIS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잠깐의 정체기로 현재는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 정보보호학과가 생기면서 유능한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희 동아
리 지도교수를 맡아주고 계시고 작년 한해 많은 대내외 활동을 하여 이번년도엔 다시 가
입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네이버카페 보안 커뮤니티 보안인닷컴을 알고 계신가요?

네! 보안인닷컴은 09년도에 가입하게 되었고, Gh0st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 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잽싼곰탱님이 저희 부대에서 올리는 보안일일동향을 타이핑해서 보안
인닷컴에 작성하시길래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제가 대신 맡아 보안일일동향을 게
재 했었는데, 군생활동안엔 꾸준히 올렸었는데 전역하고 나니 잊고 지내게 되었네요...이
번 기회에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동아리에 모든걸 투자할 생각입니다. 회장을 맡고있는 동안은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며 노력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동아리가 잠
깐의 정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반을 잡은 상태이며 앞으로는 학교내 에서의 활
동은 물론이고 여러 대외활동을 통하여 저희 FLAG를 알릴 것이며 세미나와 대회를 통하
여 저희 FLAG의 실력을 검증 받겠습니다.

Q. 혹시 이글을 보고 있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터치하는 사람도 없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 신입생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이럴 때 일수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어디에
서나 ‘처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
습니까? “남들 다 노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하신다면 남들처럼 대충 졸업해서 백수하시
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비하세요!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 가장 열정적인 시기, 가장 호기심이 많은 시기, 
가장 패기가 넘치는 시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술만 기억되는 대학생활이 아닌 뜻 깊은 
추억이 기억되는 대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정말 기대되는 동아리 FLAG ! 코드게이트 및 개강 준비 때문에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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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신 수원대학교 FLAG 회장 김성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보보안동아리 특집 첫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신 정보보안동아리 학생
분들!! 자신의 학교 정보보안동아리를 홍보하고 싶거나, 알리고 싶어하는 학생분들의 요
청을 기다립니다. 

유인재 (육항)

소 속 국민대학교 재학

자격

증

보안인닷컴 기자단 1기 

 CCNA , MCSE , COMTIA A+
E-mail

yoo0826@naver.com



보안인닷컴 이모저모
◈ 보안인닷컴 운영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무료 자문 이벤트실시
   개인정보취급방침,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수립, 영상정보처리리기운영수립등 개인정보보호
    법 본격시행과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공포,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관련하여 전반적인
    무료 자문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rivacyguide.co.kr 에 참
    고하세요.
◈ 보안인닷컴 보안프로젝트 1회 세미나 실시
    보안인닷컴에서는 기술적인 보안스터디를 구성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이에 중간점검 형식
    의 보안프로젝트 1회 세미나를 니키님 진행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참석자
    는 보안에 기초하는 비기너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http://www.boanin.com 에
    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보안인닷컴 기자단 정식 발족 활동
    전국에 흩어져있는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고 스스로
    도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의 보안에 대한 관심도와 의견 표명등을 전달해 주는 보안메신
    져인 보안인닷컴 1,2기 기자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나름 
    열심히 활동 해주고 있으며, 국내 K대학원등에 입학하는등 올 한해에도 좋은 활약이 기
    대 됩니다.

‘12.02월 보안이슈사항
◈  국산 전자서명 알고리즘 개선 및 표준(안) 개발
    http://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View.jsp?regno=019088 

◈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1953 

◈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찾아가서 도와준다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
userBtBean.bbsSeq=1021815&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
0002&currentPage=31 

◈  기타 나라장터 물품,용역 공고,제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사업  (방통위)
 - DDOS 공격방지2단계 설치 사업  (충북청주시)
 - 정보보호컨설팅 (산림조합 중앙회)
 - 정보보호관리체계진단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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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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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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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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