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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변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2012년 7월달은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이 되어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정되기
전까지보다는 지정이 되어 조금 더 인식제고와 각종 행사와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지만 한곳에 집중된 행사이거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기획하면 좋
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14호에서도 많은 보안관련 담당자 분들을 인터뷰 할 수 있었는데요.. 민감한 질문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아주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이진규팀장님, 이택동자문관님 그리고
차인환 박사님등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호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내 담당자분들이 대부분 보안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을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또는 기업을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정보를 나눌수 없다는 것이 아쉬
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폐쇄적인 구조보다는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타 기관이나 기업에 도움을 주고, 단점은 정보를 습득하여 보완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지
게 된다면 훨씬 대한민국 보안발전을 더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호는 발행 초기에 편집을 해 주셨던 방석윤님께서 초안편집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한번쯤 자신의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e-매거진의 문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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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CSRC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
임효식
sbobjoy@naver.com

안녕하세요, KAIST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현재는 웹 어플리케
이션 보안 전문업체인 빛스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임효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서 KAIST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1)(이하 CSRC)와 빛스캔2)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악성
코드 분석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악성코드 분석 업무는 빛스캔에서 제공받은 악성코드 유포지 정보를 토대
로 정보보호 대학원 학생들과 연구원들로 구성된 CSRC에서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종합된
정보를 다시 빛스캔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된 정보는
또다시 주간/월간/분기별 동향 분석 보고서, 기술 분석 보고서 등의 형태로 기업 및 정부
기관들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들이 발견된
경우 전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파급효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 동향 분석 보고서의 간추린 정보는 전자신문의 금주 보안동향 코너를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고, 전체 보고서는 구독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
가 되었던 MS XML Core Service 취약점(CVE-2012-1889)에 대한 전문 분석 보고서
또한 KAIST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 홈페이지3)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의 뒷
부분에서 CSRC의 구조와 전반적인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 보고서 작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yber Security Research Center
2) http://www.facebook.com/bitscan
3) KAIST CSRC : http://csrc.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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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IST CSRC 구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악성코드 분석은 KAIST CSRC와 빛스캔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
니다. KAIST CSRC는 정보보호대학원 소속 학생들 중 악성코드 분석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 일부와 CSRC 소속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들과 빛스캔 기술이사로 계신 전상훈 팀장님께 악성코드 분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
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

전체적인 악성코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주간 중 악성코드 분석
2) 주말 중 악성코드 분석
3) 분석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
4) 신종 악성코드 전문 분석

주간보다는 주말에 더 집중되어 있는 악성코드 유포의 특성 상 분석은 한 주간을 통틀어
서 한 조가 투입되어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원님들의 검수 아래 보
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간에는 악성코드 유포가 많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말의 경우
여가 시간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디서도 쉽게 얻
을 수 없는 악성코드 분석을 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악성코드 분석에 참여한 인원들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악성코드 또는 취
약점이 분석 중 발견된 경우 여유가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해당 악성코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하는 전문 분석에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간 및 주말의
악성코드 분석 중 새로운 악성코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도 빠른 속도로 해당 악성코
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어서 다음 악성코드 분석에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였던 MS XML Core Service 취약점(CVE-2012-1889)에 대해서도 위와 같
은 과정을 거치며 대응을 하였습니다. 위 취약점은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자
들이 Zero-day 공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초 발생 후
1~2주간 높은 확률로 악성코드 링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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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해당 취약점의 비율 등이 나타난 분석 자료와 더불어 이에 대한 사용자 대비를 당
부하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악성코드 링크
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세부적인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링크 수집
2) 링크 정적 분석
3) 웹 페이지 소스 코드 난독화 해제
4) 최종 악성코드 획득
5) 악성코드 동적 분석
6) 악성코드 상세 분석

2.1 링크 수집

먼저 악성코드 링크 수집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빛스캔에서 장비들을 이용하여 수집된
링크들을 KAIST CSRC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 링크 정적 분석

이런 식으로 수집된 링크는 우선 링크에 대한 정적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에서 공개용 정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필요한 용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 대한 구조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떤 하위 링크들이 존재하는지 표시해주
고, Rule을 사전에 입력하여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표시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또한 일부 난독화를 푸는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 및 개선해 나가며
악성코드 분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3 웹 페이지 소스 코드 난독화 해제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링크들은 검색되거나 쉽게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
스 코드를 난독화시켜 놓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바 스크립트는 함수 또
는 변수 이름을 자유롭게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사람
이 알아보기 어려워 분석하는 시간을 오래 걸리도록 난독화를 시켜 놓고는 합니다. 이러
한 난독화는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형이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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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통 분석 담당자들이 이러한 난독화 유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2.4 최종 악성코드 획득

어떤 취약점을 사용하여 최종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하는지 확인하고 해
당하는 악성코드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취약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여 최종 악성코드를 확인하고 획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wf나 jpeg 파일
등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exe파일, jar파일로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5 악성코드 동적 분석

악성코드를 확보한 이후 해야 하는 작업은 악성코드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악성코드 동적 분석 툴인 WMDS를 사용하여 어떤 악
성 행위를 하는지 기록을 얻습니다. 이 툴은 물론 분석 PC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
머신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악성코드의 파일 접근 및 생성, 레지스트리
접근 및 생성, 네트워크 연결 시도, 백신 우회, 가상 머신(VM) 우회 등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악성코드 상세 분석

위의 동적 분석 과정을 통해서도 악성코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디버깅 툴을 이용한 악성코드 상세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디버깅 툴은 Ollydbg입니다. 동적 분석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위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악성코드에 대응하는 평균 시간은 20~30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인원들은 10분 내로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간 평균 10~20개 정도의 악성코드 분석을 처리하게 됩니다. 쉬운 과정들은
아니지만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이런 규모의 실제 악성코드를 분석해보는 것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상훈 팀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동향 파악 등에 있어서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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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분석 보고서

보고서는 주간 동향 분석 보고서, 기술 분석 보고서, 전문 분석 보고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작성됩니다.

주간 동향 분석 보고서의 경우 그 주간에 발생했던 악성링크 개수 및 통계, 국가별 통계,
취약점 별 통계 자료 등등 주간에 발생한 악성링크의 통계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 사용
자의 주의를 요하는 특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기술 분석 보고서는 주간에 발생했던 모든 악성링크의 구조 및 사용된 취약점 설
명, 악성코드의 특징 및 악성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파악하고 파일,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접근 정보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전문 분석 보고서는 앞서도 계속 언급되어 있지만 한 취약점을 사용한 공격 또는 악성코
드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지부터 시작해서 동작 환경, 그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들(캡쳐
화면, 소스코드) 등으로 공격에 대한 증명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게 됩니
다. 새롭게 CSRC에 참여하시게 된 연구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전문 분석 보고서 작
성에 대해서 Task Force 팀을 이루어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
한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퀄리티의 전문 분석 보고서를 받아 보
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악성코드 분석의 동향 및 발전 방향

이전까지의 악성코드가 악성코드 자체의 기능과 다양화, 은닉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 현재는 발전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감염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위 기반 악성코드 판단과 악성
코드 유포 링크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방법이 등장하였습니다. 현재 KAIST CSRC와
빛스캔의 악성코드 분석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 방식 또한 탐지 우회 기법이 발달해 나가면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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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악성코드의 종류 및 공통되는 특징들을 더
상세히 조사하여 더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5. 분석 투입 전/후

악성코드 분석에 투입되기 전보다 나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
니다. 기존에 악성코드는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되는 것에만 주의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막연한 악성코드에 대한 개념들을 싹 뜯어 고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Drive by Download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악성코드가 침투되고, 사용되는 취약점 또한 3중 5중 심지어는 6개까지 사용하
는 악성코드 링크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악성코드 분석 업무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 배
우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
러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
울 수 있었습니다.

KAIST CSRC 악성코드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 드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정보보호 대학원 재학생 중 악성코드 분석센터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다는 의
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정보보호 대학원에 지원하셔서 악성코드 분석에 참여하는 것을 추
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깊고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임효식 (닉네임 : 시프러스)
소 속
E-mail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빛스캔 (인턴)
sbobjoy@naver.com
sbobjoy@gmail.com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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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기자단

http://www.fb.com/sbobjoy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보안人] 보안인닷컴 e-매거진

[인터뷰]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장

이번호 첫 번째 인터뷰는 대한민국 1위 포털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있는 이진규 팀장님
인터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
을 이진규팀장님을 인터뷰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포털에서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
고 운영되는지 궁금증을 풀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진규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포털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NHN의 이진규팀장님을 인터뷰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
단하게 본인 소개 및 하시는 업무 부탁드립니다.

네, 회원수 3,700만을 보유하고 1일 순방문자
수(UV, Unique Visitor) 1,800만 이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와 국내 최대의
온라인 게임포털 ‘한게임’, 그리고 회원수 1,0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토종 SNS인 ‘미투데이’등을 서비스하는
인터넷 전문기업 NHN에서 개인정보보호팀을 맡고 있
는 이진규입니다.

NHN의 개인정보보호팀은 크게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
보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담당하는 파트와 ‘통
신비밀보호업무’로 총칭되는 대외 기관 협조업무를 담
당하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파트의 업
무 조화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NHN에서 개인정보보호 팀장을 맡고 계신데, 네이버에 입사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
을 하였으며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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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입사 전에는 코카콜라코리아보틀링(CCKBC)이라는 회사에서 ‘보안 및 부
정행위 관리 매니저(Security and Fraud Control Manager)’라는 역할을 맡았습
니다.

물류 유통내지 사내 회계처리에서의 부정행위 통제,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제

조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및 대 수사기관 협조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CCKBC는 호
주 CCA(Coca-Cola Amatil)의 한국법인입니다.

CCKBC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으로 8년 약간 넘는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수사, 풍속, 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부서의 근무경력과 더불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어학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미국 Carnegie Mellon Univ.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
다. (MSPPM with Distinction 취득)

네이버는 국내 포털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회원들 관리도 신경
이 쓰일 듯 싶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개인정보보
호 정책 3가지만 간락하게 제시한다면?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컨버전스, 투명성(대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선도적 노력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개인정보 항목’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
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시스템(PIMS4))을 2008년도부터 구축,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커뮤니테이션을 위해 국내 최초로 ‘NHN 개인정보보호 공식 블로그5)’를 구
축, 운영하여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던 때에도 선도적으
로 모바일 개인정보 보호정책6)(mobile privacy policy)을 작성, 공표하는 한편 NHN에서
제공하는 모든 앱에 이를 수록하는 등 타 기업에서 하고 있지 못한 프라이버시 보장 영
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5) http://privacy.naver.com
6) http://mobile.naver.com/rules/mobile-privacy.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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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人] 보안인닷컴 e-매거진

최근 개인정보보호 동향이나 중요점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하여 팀장님의 생각

은 어떠하신지요?

잊혀질 권리라던지, 디지털 유증 등과 같이 해외에서 선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국내 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법제화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개인정보보호 동향에 대해서는 PGP에 기반한 HDD암호화 솔루션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 및 인력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규제가 강화된 반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중•소 규모의 기
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보안인닷컴 둥지를 네이버에서 틀고 지금까지 8년동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팸 게시물과 스팸댓글이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이 왜 갑자기 늘어났고 이는 혹시 타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이
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위에서 간단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상당수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그만큼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스팸이나 광고댓글을 포스팅하는 어뷰저
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네이버 계정을 생성하여 부정행위를 하
는 경우도 있고,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서 유출한 계정정보를 네이버에 대입하여 로그
인 성공시 어뷰징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뷰징에
대해서는 신고 및 행위에 기반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탐지 기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께서는 귀찮으시더라도 부정 게시글을 적극 신고를 해주시고, 본인의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사이트마다 다른 ID/PW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PW
를 변경해주시는 노력과 더불어, SNS등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있지는 않은
지 다시한번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IT보안에서 빠른 트렌드 변화로 개인정보보호법등에 관심을 가지는 주니어나 비
기너들이 있는데요. 팀장님처럼 포털사 개인정보보호 담당이 되고자 하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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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원래는 엔지니어링 배경이 없어서 초기에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CPPG, CISA 등의 자격 학습 과정중에 많은 개념,
용어 등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학습 보다는 개념정립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법률이나 해외 동향을 꾸준히 쫓기 위해서는 Privacy나 Security에 정통한 트위
터리안을 팔로우 하여 정보를 취득하거나, KISA, NIA 등의 기관에서 배포하는 정보들을
꾸준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Flipboard(앱)를 이용하여 해외 주
요 Tech소식 및 유명 Twitter, Facebook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포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다보면 수많은 해프닝에서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듯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경우와 가장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검토한 자사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이용자들에게 많
은 호응을 받는 경우가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정중에
어떤 서비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적합하여 출시가 6개월 이상 연기된 경우도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팀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결국 저희가 옳은 방향임을
후에 인정받았을 때에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애로점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주목받기도 하고
회사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업무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평소의 작은 서비스 개선노력이 모여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보안인닷컴의 커뮤니티로서 나아갈 방향이나 평소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또는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서도
한말씀 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보안에 입문하는 분들과 기존에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모
두를 포괄할 수 있는 수준(level)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쉬운’ 언어로 다양한 분들께 다가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커뮤니티로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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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다보면 가치있는 정보공유와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하려고 해
도 장소 섭외라든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비용을 지불하면
서 진행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활성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
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보안 대중화라든지 보안 생태계는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공공기관에 놀고 있는 세미나실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대기업, 민간기업 대
강당을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네. 아무래도 기관이나 타 기업체에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의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과 관련한 모임이나 발표장소를 섭외할 때, 장소를
대여해주는 단체나 기업에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의식적으로 포함하거나, 해당 기관장
이나 간부급 임직원을 초청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인들만 입수 가능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포털 1위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타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
도 있을 듯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씀이나 보안인닷컴 회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배우는 길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터뷰 지면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NH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에
기인한 이유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유하고, 배우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안인닷컴 회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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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택동
에콰도르 공화국 정보통신사회부 자문관

두 번째 인터뷰는 에콰도르 공화국에서 자문관을 하고 계신 이택동자문관님이십니다. 한
국이 아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또는 현지 IT에 대하여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인터
뷰에 응해주신 이택동 자문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에콰
도르 공화국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CCTV를 설치하여 진척을 볼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도 가능할듯 한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우선 보안인닷컴 운영자로서 이렇게 인터
뷰에 응해주신 것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콰도르 정부 자문관
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소개와 하시는 업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IT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당연 정보보안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
게 보안인닷컴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2011년 8월부터 에
콰도르 공화국, Mintel(Ministry of Telecommunication & Information System and
Society, 정보통신사회부)에서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Project를 자문하고 있는 이택동입
니다. 저는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에게 방향을 설
정해 주고, 조언하는 일을 하며, 한국의 ODA, EDCF자금을 소개하거나, 국내기업이 이곳
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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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공화국은 수도 기토와 인구 1,300만명 정도이고 국민 총생산 300달러
정도 그리고 국민소득은 2145달러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정부의 IT
산업은 어떤가요?

에콰도르 공화국은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 정치, 경제, 문화, 생활전반
에 스페인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고,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인인 메스티조가 경
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큽니다. 에콰도르는 석유와 구리 금등 천연자원이 풍
부한 나라로, 이를 바탕으로 도로, 기간 산업과 선진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
다. 현 정부는 좌파정부로서 서민들에게 부의 분배를 강조하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장벽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IT산업은 주
로 외국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많이 미비한 수준이며, 한국의 위상
이 높아, 우리기업이 전자 관세 시스템과 싱글윈도우 시스템 등에 참여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IT분야는 우리기업들에게 좋은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IT 경력이 있거나 시니어분들은 관리자로 머물거나 은퇴하게
되는데 어떻게 에콰도르까지 가게 되셨나요? 또한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곳에서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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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초기엔 아남산업에서 5년간 Application Developer로 엔지니어 일을 하였
으며, AIA생명으로 직장을 옮긴 후부터는 Application Development Team
Manager와 Data Center Manager로 20년간 주로 관리자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로 종신토록 일하는 것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
이 붙으면 대부분 관리자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만큼 엔지니어로 살아가기가 힘들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더욱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세한 기술은 몰라
도 IT흐름에 민감해야 하고, 경영 관리 기법을 배우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
를 맺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평생 일할
것으로 생각했던 모기업 AIG그룹이 휘청하고, 국내 자회사인 AIA생명도 위기를 맞게 되
었습니다. 이때 만약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뜨이더군요. 이
때부터

CISA(Certified

CISM(Certified

Information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Auditor)에

Manager),

관심을

CRISC(Certified

가지고
in

Risk

CISA,
and

Information Systems Control)등 국제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Control Association)에서 Knowledge Board에서 간사로 활동하였습니
다. 동우회 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
다”는 김우중 회장의 말씀처럼 내가 일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2011년 4월 경영개선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정리하
게 되었고, 저는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때마침 NIPA(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에서 해외에 파견 할 Senior Expert Dispatch Program에 지원하여 정부파견
자문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와 한국의 전자정부와는 많은 차이가 날 듯 한데요. 그래서 그 기
술(IDC센터)을 자문하러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가장 많이 차이점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에콰도르에 이러이러한 점은 잘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점은 한
국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비교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IT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
습니다. 각 부처마다 각기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 타 부처와 서로 연계되지 못하
므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사본(Copy)
을 떼 오고, 몇 일씩 기다리거나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똑같은 서류를 반복해 제출해
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진 마찬가지였죠. 이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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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국의 선진 IT를 모델로 삼아 e-Government System, Web Service, 전자 진료 시스템
등 IT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은 법률이 과잉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규정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 외에 공무원조차도 모든 법을 알기에 한계가 있으
므로, 자기가 아는 법을 적용하므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에피소드
도 있는데, 이곳에선 길을 찾아 갈 때 3번 이상 물어봐야 올바로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민원을 처리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은 좋
으나, 아직 자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없으니 외국 기업들의 선진 기술을 받아드려야 하나,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Project는 작년 8월부터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Project Manager
에게 권한 이임이 되지 않아, 정책 결정이 늦고, 정책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Project 자
금이 없어 ODA, EDCF, IDB등 해외 Funding에 의존도가 높은 것도 Project 진행을 더
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내 컨설팅 인력의 부족도 외국 의존도를 높입니다.
Project 정책 결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는 것도, 앞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실무
자들이 고위 관리자의 지시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보안에 관련하여 질문을 안드릴 수 없는데요. 에콰도르정부의 전반적인 보안동
향은 어떤가요? 지금 최대 이슈와 현안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요? 그곳에
도 많은 해킹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요?

이곳의 정보 시스템 보안 분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하나, IT분야와 마찬
가지로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한국으로부터 정보보안 컨설팅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비교적 낮고 보안관제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받았
습니다. 작년 8월 초에 정부 Web site가 해킹을 당해 이를 복구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들
었습니다. 한국의 보안 전문가들의 도전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인재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택동
선생님의 활약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한국의 IT관련 분야 젊은이들이 에콰
도르나 남아메리카 등에 그 기술을 전파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경험해
본 선배로써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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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청년 취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
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하늘과 정부만 쳐다봐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
들의 교육수준과 IT기술력은 아주 높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좁
은 나라에서 다투지 말고, 넓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봉사정신과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 이런 어려움쯤은 극복하겠다는 도전정신이 필
요합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누비
고 있지만, 이제 남은 곳은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그 동안 너무 멀어, 인력과 장비 지원
이 어려워 진출을 꺼려 왔지만, 인터넷 등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지리적, 물리적 환경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갖춘다면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어
를 사용하는 나라는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남미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은 안데스 연합을 맺고 한 형제나 마찬가지 입니다. 즉, 어느 한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면 삽시간에 그 이웃 나라에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남미 국가들은 석유와 금, 구리
등 많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낙후된 좋은 설비와 ICT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많은 나라에
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거의 마지막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IT나 보안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
입니다. 영어를 잘 해야 하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어의 장애는 없으셨는지?

저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글로벌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어가 통용이 되고, 영어는 제 2
외국어 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통역으로 붙여 줍니다. 모든 문서도 영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
활을 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소통은 언어가 60%이며 나머지는 서로 열
린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축구와 탁구도 하고 파티에도 참
석하며 함께 어울립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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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에콰도르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 보아 가장 잘 되어 있는 IT 정책
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은 특징적인 것, 인상적
인 것도 좋습니다.

제가 IT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으며, 몇 가지 인상적인 것을 소개하
면, 에콰도르 수도 키토시는 해발 2800m의 고지대여서 차량의 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되어 메탄가스 배출이 심합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차량의 수명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비싸서, 차량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손해랍니다. 그래서 비교적 차량들이 깨끗한
편이며, 대기오염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임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불해야 하고, 종업원 이익 공유
제란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연말에 세전 이익의 15%를 종업원에게 나눠 주도록 되어 있
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에 CCTV를 설
치하여, 국민들이 진척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의식하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와 조금 대비가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추세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
하여 혹시 해외에서 IT관련하여 먹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
는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신다면?

글로벌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국가 경계선이 없어졌으
므로, 세계인을 상대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에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받아드리고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를 한 다음 세계인들에게 비
즈니스 해야 합니다.

IT기술만으로 승부하려 하지 말고 세계인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

을 얻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하지”라고 생각한다
면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딪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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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어떠한 분야들이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
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세요.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사람 사는 모습과 방식은 다 같습니다. 두려워 마세
요.

끝으로 늘 건강하게 지내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보안인닷컴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격려 한마디 해 주시다면?

또는 앞

으로 보안인닷컴과 같은 커뮤니티 그룹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엔지니어들은 한 곳에 매진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자칫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하
고 있는 것이 진리인양,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교류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정
보보안이라는 전문성을 지키되 세계와 교류하고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것이며, 함께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진화되어
야 합니다. 요즘은 Convergence가 대세입니다. 보안 분야와 보안인닷컴도 계속 좋은 방
향으로 진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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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인환
현대모비스(주) 보안관리 책임자

국내 자동차업계의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에 현대모비스(주) 차인
환박사님과 인터뷰를 통하여 보안에 대한 조언과 인사이트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에 응해 주신 차인환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차인환 박사님(이하 차박사님)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안에 관심있는 혹은 이제 막 시작
하려는 후배들을 위하여 조언을 듣게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어떤 곳에서 어
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모비스(주)의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
는 차인환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보안관리팀으로 회사의 관리보안, 물
리보안, 기술보안을 모두 관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업장, 국내외 협력사의 보안관리 소요를 통합하
여 회사 기밀 및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보안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와 고객의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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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분야는 변화하는 IT기술과 트렌드로 인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차박사님께서는 군과 기업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자기계발과 연구
를 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는지 쉽게 설명 해 주
신다면? 또한 미국에서 포닥(Post doc: 박사학위후 과정)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셨는지
요?

저는 컴퓨터 공학, 경영학, 경영정보학(MIS)를 전공했으며 정부기관, 한국군, 대
학 연구소, 외국정부 보안 컨설팅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학위는 정보보안의 3대
요소인 사람(People), 체계(Process), 기술(Technology) 중 사람으로부터 야기되는 보안
이슈를 관리하는 지표(Measurement Indicators)를 개발하는 연구였습니다. 즉 보안의 3
가지 요인들은 모두 사람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선행 연구 자료와 사례를 종합하여 학문적으로 분석해보면 보안 사고는 사람의 무지와
실수 그리고 악의적 행위에서 비롯되며 이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등 기술적인 요인과 상
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
한다면 보안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관리지표를 체
계화하였습니다.

포닥은 미국 조지아공대(Georgia Tech) 정보보안연구소센터(GTISC; Georgia Tech
Information Security Center)에서 1년간 정보보호 전략/ 국제관계, HCI(Human Computer Interface) Security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기반
하에서 발생되는 국가 간의 보안이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과 기술의 방법에 관한
내용과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를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이벤트를 시각화하여 모
든 구성원이 참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이었습니다.

보안 분야는 학업에 대하여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실무에서 어
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난 이후 보다 체계적인 이론과 깊이를 공부하고자 대학원
에 진학하는 케이스와 둘째는 처음부터 대학원까지 학위(석•박사)를 마치고 실무를 접하
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막 보안공부를 하고 있는 후
배들을 위하여 개인 경험으로 보아 어떤 방법이 조금 유리한지 혹은 각각 어떠한 장단점
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XXII -

[보안人] 보안인닷컴 e-매거진

학문적 이론을 익히는 것과 실무를 경험하는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론은 보
안에 대한 특성과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하는 지식의 근간이므로
실무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보안에 대한 학문적 노력은 실무 경험
에 비하여 보안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안
의 경계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서 비롯되는 것을 고려할 시 실무 경험은 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문적 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보안목표를 실행하는 이론과 지식의 근원적인 해
결에 유용하다면, 실무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관련성이 있
는 소속된 기업의 문화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실질적인 보안업무 적용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박사님 칼럼이나 논문을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보안, 즉 ‘인원보안’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던데요. 인원보안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왜 중요한지를 간략하
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지요?

인원보안이란 보안의 중심과 접점에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으
며 이를 바르게 관리하여 보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정하는 보안의 한 분
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여러 보안의 기술과 방법이 사람의 관심과 노력에서 제어되고
통제된다고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인식, 배경조사 등
일반적인 인원에 대한 관리를 사고관리, 위험관리, 지식관리, 통제관리 부분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실수를 제어하는 보안방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구의 활용, 위협과 취약점을 기반으로 한 보안 관리의
범위 설정, 조직의 프로세스 특성과 부합되는 보안관리 요구사항의 식별과 관리, 사람과
시스템의 통합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기술에 치우친 보안대응책을 보다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의 효용성(Usability)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에서 요구하는 보안
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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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에서는 보안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이 있을텐데요. 다른 조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으로 어떠
한 사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요 보안 정책 3가지만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
을까요?

현대 모비스(주)는 별도의 정보보안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별 정책에 따라
보안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보안정책으로 비즈니스와 보안
의 균형(Balancing Business and Security),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한 보안환
경 구축(Supporting Information-Secure Business), 비즈니스를 위한 컴퓨팅 환경의 보
장(Safeguarding the Right of Computing)입니다. 기업에서 보안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
에 부합되도록 보안관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고 조직의 프로세스에서 안전
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역할입니다. 즉 보안이 규제
의 도구로 사용되기 보다는 기업 속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방법
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듯 합니다. 대부분 기술적 보안으로 접근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관리적 보안으로 치우치게 되는데요. 혹시 박사님께서 20
대와 30대 40대 혹은 그 이후에 연령별로 보안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각각 연령별에 어떠
한 키워드를 로드맵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보안은 산업의 트랜드과 환경의 변화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한 학습과 탐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보안전문가는 특정 분야 보안기술자 → 보안관리 전문가

→ 최고 보안관리자로 직

무를 발전하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기술자는 Endpoint, DB, Server,
Application, Network 등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
행하며, 주로 20대와 30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보안관리 전문가는 기술과 정책을
통합하는 보안관리를 주로하는 30대와 40대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최고 보안관리자는 다
양한 보안기술과 정책을 융합하고 경영 특성에 부합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포함한 경영관리 차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40대, 50대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20대는 보안관리와 관련된 기술 기반 하의 지식함양, 30대는 보안기술과 관리를 통합
한효율적인 보안실행 및 관리, 40대 이상은 보안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포괄
적으로 관리하는 보안 경영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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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CSO, CISO 제도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사건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CISO ,CSO제도가 정착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
합니다.

CISO, CSO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조직에서의 CSO, CISO 역할에 대한 정의
와 더불어 보안전문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최고보안책임자는 단순한 IT측면에서의 보안 역량이 아닌, 경영 요구사항과 비
즈니스 프로세스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능력을 실행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러
므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단계별 프로세스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비
되어야 하며, 경영과 보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즉 최
고 보안책임자가 가져야 하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등 직무 유형별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CSO, CISO 인력이 양성되도록 발전되어야 합니다.

차박사님 경력을 보면 2005년도부터는 주한 유엔사/연합사에도 근무를 하였는
데요. 군에서의 보안과 민간기업에서의 보안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
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고 없다면 어떠한 점에서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다양한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군에서의 보안활동도 근본적으로 PDCA(Plan-Do-Check-Act) Cycle을 활용하
고, 사람(People), 체계(Process), 기술(Technology)에 대한 보안 활동의 기준
은 민간기업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군에서의 보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보안이슈를 다룰 뿐만 아니라 보안통제와 관리
의 영역이 민간에 비하여 광범위합니다. 즉 군에서 요구하는 보안의 수준은 민간의 영역
보다 강한 통제와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 국방부의 보안규정들이
실질적인 보안관리 및 이행의 표본이 되어 활용하기도 하며 국제적인 표준의 참조문헌으
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행정체계,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체계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업무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활
용되는 보안관리의 부분을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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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오늘날의 비지니스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국가와 국가 간의 보안 이슈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유엔사/연합사에서 익힌 경험들은 국
가를 넘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의 보안관계와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현대모비스(주)의
Global 조직에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고, 올해 8월18일에는 정보통신
망법이 개정되어 급변하는 시대에 법의 준거성 측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강화라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저는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처벌할 법적 근거
기준이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쩌면 보안 관련 담당자들에게
는 부담과 짐으로 다가 올텐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보안담당자들에게 격려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 이
므로 범국가적인 대응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항상 고객과 상
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e-Business가 증대되는 환경을 고
려할 때, 기업의 기밀보호와 더불어 고객 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보안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업은 투자와 비용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웹 사이트와 서버의 중요도를 정교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어떻
게 활용하고 위협을 최소화할 것인지 선행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개인정보를 동일한 수준과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의 활용 빈도와
민감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분산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의 모색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의
분류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대응책을 구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정
보의 대한 가치와 중요도를 선별하여 DB 암호화, 엄격한 접근통제 등 시스템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책적인 평가와 판단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위험 부담을 감소토록 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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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많은 보안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보안정보의 공유 그
리고 많은 지식교류가 국내 보안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
데요. 차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안커뮤니티의 나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혹 참여 하고 있는 보안 커뮤니티는 있으신지요?

저는 활동 빈도는 약하나 몇 개의 정보보안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
보보안에서 지식의 공유와 정보의 소통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무분
별한 게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즉 정보의 신뢰를 보장하는 정보보증이 중요한 요인이
므로 양질의 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양질의 지식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유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에게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보안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인닷컴 커뮤니티에 격려 한마디와 혹시 못다한 말씀 있거나 하면 말씀 해 주세
요.

아직 경영과 보안의 균형과 조화가 미흡한 우리사회의 취약한 환경에서 보안 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보안인닷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안은 몇몇 전문가
의 역할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참여와 더불어 보안전문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 모든 보안산업과 보안관리 부분의 미래 전문가인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전문성
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이 공공의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끝임이 없는
자기 탐구 및 성찰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정보보안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끝으로, 정보보안의 발전과 관련 지식공유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안분야 종사자들과 보안인닷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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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월 보안인닷컴 주요 보안자료
◈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가이드 라인
http://cafe.naver.com/nsis/64829

◈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인사,노무부문
http://cafe.naver.com/nsis/64812
◈ 무선랜 보안가이드
http://cafe.naver.com/nsis/64772
◈ Adobe Flash Player .mp4 cprt overflow 취약점분석 보고서
http://cafe.naver.com/nsis/64848
◈ OWASP TOP 10 for .NET developer 번역문서 배포
http://cafe.naver.com/nsis/64728

- XXVIII -

[보안人]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
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
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
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 창간호: “wi-fi 무선랜 보안현실 및 사례” - 변동삼
“안티포렌식 기술의 소개 및 대응기술” - 김석
“보안의 핵심적 요소이자 취약요소 사람” - 신동일
“정보보호 기술병의 SIS 1급 합격수기” - 김무현
“부평스(부산평일스터디)를 소개합니다.” - 김건오
“모의해킹 고수 어떻게 준비할까” - 조정원
“중소기업 자가진단압 소개” -김건오
“똑똑한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강정웅
“너무나 갖고 싶었던 명함” - 이재호
“The 17Th Network Security Workshop-korea 후기 - 이기성
[축하의말] 보안인식제고는 진정한 정보보호전문가의 첫걸음 - 강용남
[축하의말] 개인정보보호 최대의 적은 무관심 - 김종구

2. 제2호 : “보안의 시작은 관리체계수립하여 SLC만들어야“ -전주현
“왜 우리는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가? -문승주
“ISMS을 통한 기업보안구축사례 - 김용완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되려면-(2) - 조정원

3. 제3호: “보안 업무의 마지막 단계 - 정보기기의 폐기업무에 대하여” -김재우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되려면(3) - 조정원
“소상공인/준용사업자 사업시,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대처할까?” -전주현
“2011 KAIST 사이버 워크샵 후기 - 이기성
“윈도우7 보안의 핵, 사용자 계정(UAC) - 박광수
“[책리뷰] 내부직원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유출을 막아라 - 이기호

4. 제4호: “KUCIS 하계 워크숍 -김주영
“APT 해킹에 대하여” -유인재
“정보보호 동아리 창설 사례” - 이기성
“제2회 대학생 금융보안캠프” - 임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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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
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
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
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5. 제5호: “BS10012에서 이야기 하는 PIMS” - 박준용
“스마트보안과 테스트의 중요성” - 유정훈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냐? 시큐리티냐?” - 전주현

6. 제6호 : “국내 정보보호 자격증 발전방안에 대한 소고“ -박준용
[인터뷰] 한재호 (주)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이사 -유인재
[인터뷰]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인재
[특별기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애로사항 -전주현

7. 제7호: “[새해특집-1] 정보보호학과 탐방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김승주
“[새해특집-2] 정보보호업체 탐방 -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전주현
“BackTrack이란? -조정원
“해킹대회에 대한 소개 - 유인재

8. 제8호: “BackTrack 안드로이드 설치 -조정원,전영재
“디지털포렌식분석-SANS 문제풀이 - 이준형
“해킹보안동아리 창설이야기 -국민대학교 - 유인재
“대학교 4학년 이후의 삶 - 임효재
“IT특화병, 정보보호기술병 -김주영

9. 제9호: “한국IBM 보안사업부 출범과 그 의의” - 박형근
“WireLess Security에 대하여” - 권오훈
“A3시큐리티 세미나 후기” - 김주영
“[인터뷰] A3아카데미 ” 허아람
“[인터뷰] 수원대 정보보호동아리 ”FLAG" - 유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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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
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
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
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0. 제10호: [기고] ”주말 Malware Launch Detected!" - 전상훈
[번역] ”모바일 데이터 암호기술” - 임효식
“CentOS 5.5에서 하드디스크 추가하기” - 전주현
“모의해킹 방법론” - 조정원
“신종 MBR파괴 악성코드 분석” - 이규형

11. 제11호 : [기고] “IT기술사 도전해보자“ -이이진
[기고] “해킹,악성코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신원
[번역] “Security, Privacy and Policy Roundup" -권오훈
[인터뷰] “기사가 현실을 바꿀때 보람있어요” -장윤정

12. 제12호: [기고] “개인정보보호법 본격시행으로 다시본 국민식별체계” - 이형효
[칼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과 의미”-전주현
[매뉴얼] Snort IDS 윈도우버전 설치방법“ -박현철
[화제의 책, 저자 인터뷰] “안철수, He Story" - 박근우
[기고] “네이트 해킹 사건 승소판결의 의미” - 유능종

13. 제13호: [기고] “보안컨설팅을 지망하는 분들에게” - 신수정
[칼럼]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에 거는기대 -전주현
[인터뷰] “정보보호전문가, 장인정신 가져야‘ - 최운호
[인터뷰] “보안의 다양성 보도와 취재원 보도가 최우선” - 길민권
[기고] 드라마 ‘유령’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유인재

14. 제14호: [기고] “KAIST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 - 임효식
[인터뷰] “서비스 이용시 프라이버시 사전침해 제가가 최우선” - 이진규
[인터뷰] “IT경쟁력, 글로벌로 눈을 돌려라 - 이택동
[인터뷰] “보안책임자 IT역량과 비즈니스 역량 함께 갖주어야” - 차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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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e-매거진 원고 모집
보안인닷컴에서 매월 무료로 발행하는 e-매거진 [보안人]에서는 보안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실 분들은 magazine@boanin.com 이나
boani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안은 실천이고 문화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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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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人]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e-매거진 후원안내
매월 무료로 발행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습
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은 e-매거진에 후원자 명단을 공개해 드립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
니다.
우리은행 204-028530-02-201 예금주 : 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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