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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들의
집합체로 각 데이터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있음

데이터베이스의 응용 분야: 도서 관리, 항공기 좌석 예약, 인터넷 서비스, 공학, 
교육, 의료, 법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데이터
베이스를 보다 편리하게 정의, 생성,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범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함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활용 분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적인
도구임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과 DBMS의 처리 방법

초기의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파일 단위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라 함

*파일 = 여러 개의 레코드
*레코드 = 여러 개의 필드

[파일의 구성 요소]



정보 시스템과 DBMS의 처리 방법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재고,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하나의 파일로 각각의 작업만 가능함
2가지 이상 관련된 작업은 사용자가 각각의 처리 결과를 수작업으로 처리함

[파일 시스템을 통한 처리]



정보 시스템과 DBMS의 처리 방법

단순 파일 처리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복합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함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동 사용 가능함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
여러 가지 업무를 DBMS가 통합 관리

[DBMS를 통한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주어진 질의를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란 생성된 데이터를 즉시 컴퓨터에 보내어 그 처리결과를 기다려서
다음 의사 결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처리 방식임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insertion), 기존 데이터의 삭제(deletion), 갱신(update) 
등으로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항상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응용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의 참조는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들의 주소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 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 참조됨

참조하기를 원하는 데이터의 조건을 명세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레코드들은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취급되고 접근됨



DBMS의 장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응용 분야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구조로 지원해 줄
수 있음. 데이터의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리함

하나의 조직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결시켜서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DBA)가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응용에서 개별적인 파일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데이터 중복은 항상 존재할 수 있음

DBMS가 중복되어진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런 데이터들의 값이 일치하도록 관리



DBMS의 장점

무결성(intergrity)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으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 될 때마다 부정확 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는지 검사함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식으로 총괄하여 관장함으로써 적당한
사용자, 허용된 데이터와 연산 등을 확인 검사하여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제공함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체에 적합한 데이터 표준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음. 데이터의 공유성과
사용자들 간에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됨



현실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함

컴퓨터에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나타냄
엔티티: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되는 객체나 개념
속성: 엔티티(entity)의 특성
관계:두 개 이상의 엔티티들 사이의 연관성
→ 대표적인 개념적 데이터모델 : 개체 관계 모델

컴퓨터에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으며, 상용 DBMS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임
→  관계형 데이터 모델, 객체-관계형 데이터모델



1970년 에드가 코드(Edgar Codd)에 의해 제안되었으며’80년대 이후 많이 쓰임

데이터를 2차원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됨

한 테이블은 다수의 열(column)로 구성됨

각 열(column)은 레코드(record) 단위로 구성됨

레코드(record)는 기본 키(primary key) 단위로 구성됨

데이터간 연결은 기본 키(primary key)의 중복으로 생성됨

관계형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

[‘개인 신상’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 표현]



객체-관계형 데이터 모델(Object-Relational 
Data Model)

[객체-관계형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을 혼합함
클래스도 도메인이 될 수 있음
클래스의 한 속성값이 한 개 이상 존재함
클래스는 메소드(method)를 가짐
계층적 클래스 구조를 가짐(inheritance)



객체-관계형 데이터 모델(Object-Relational 
Data Model)

[메소드의 사용 예]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와 각각의 업무들에 대한 지침, 업무들간의 순서 등을 명시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자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변경하지만 메소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변경 가능함



개체-관계 모델

[E-R 표기법]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임
개체는 자동차, 사람, 집, 사원 등과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개체들임
관계는 개체와 다른 개체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임



개체-관계 모델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E-R 다이어그램]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되고 데이터
베이스는 테이블들의 집합체로 나타냄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데이터 정의어(Data Definition Language : DDL)를 이용하여
정의됨

각 응용은 자기 자신의 뷰(view)를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뷰(view)를 구성할 때는 테이블의 일부분 또는 여러 테이블을 조인( join)
하여 구성함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데이터 조작어(Data Manipulation Language: DML)를
이용하며, DML은 비절차적 질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

사용자는 검색하려는 데이터 값이나 테이블 이름만 명시하면 됨

비절차적이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조작 및 검색에 편리한 언어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임

IBM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나 지금은 ISO 국제 표준으로 대부분 사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업체들이 표준으로 수용함



키(key) : 테이블 내의 유일한 식별자 기능을 수행함

투플(tuple) : 테이블의 행(레코드 단위)을 말함

속성(attribute) : 열에 해당, 도메인은 속성들의 값의 범위를 의미함

기본 구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기본 구조]



릴레이션(relation)

투플 내의 각 속성값으로 원자 값(값이 더 이상 나누어 질 수 없는 단일값)을 가짐

각 속성은 유일한 이름을 가지며 속성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음

테이블에서 모든 투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투플의 순서는 없고 릴레이션은

투플들의 집합으로 정의됨

구성 요소



투플(tuple)

데이터의 행을 투플이라 함

파일의 레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이 투플에 해당됨

서로 다른 속성으로 구성

속성(attribute)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속성은 각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표현한 것으로 단독으로 존재하기 어려움

item, field, column 등으로도 불림

구성 요소



1단계 : ‘부서’나 ‘직원’과 같은 개체 타입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으로 바뀜

2단계 : ‘소속’과 같은 관계타입은 별도의 릴레이션이 되거나, 대응 관계가 1: N 인

경우 1측의 기본 키를 N측의 외래 키로 사용해야 함

3단계 : 각 개체에 포함된 속성은 릴레이션의 속성으로 변환해야 함

E-R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기

[E-R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을 설치해야 함

DBMS는 여러 가지 상용 제품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누구나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프리웨어인 MySQL을 이용하여 구축해야 함

MySQL을 www.apmsetup.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함

MySQL 접속



① 접속하기

☞ C:\APM_Setup\Server\MySQL5\bin> mysql -u root -papmsetup

(사용자이름은 root이고, 패스워드는 apmsetup이다.)

② 빠져 나오기

☞ quit

MySQL 접속



부서’, ‘직원’ 테이블을 포함하는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이때 SQL 언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데이터베이스 이름인 ‘회사’를 영어인

company 로 함

CREATE DATABASE company; ☞ company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①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으면 해당 데이터베이스 ‘company’를 선택해야 한다.1

use company; ☞ company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② 테이블 생성하기

데이터베이스 ‘company’를 구성하는 ‘부서(department)’ 테이블과 ‘직원(employee)’ 
테이블을 생성함

show tables; ☞ company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을 보여준다.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CREATE TABLE department ( 
dept_number INT NOT NULL, 
dept_name CHAR(20),
tel CHAR(20),
PRIMARY  KEY(dept_number));

CREATE TABLE employee (emp_number INT 
NOT NULL, 
emp_name CHAR(20),
salary CHAR(20),
dept_no INT, PRIMARY  KEY(emp_number),
FOREIGN KEY(dept_no) REFERENCES 
department(dept_number));



MySQL 상에서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테이블의 구조(스키마)를 확인하려면 explain 명령어를 사용함

explain department; ☞ department 테이블의 스키마(schema)를 보여준다. 
explain employee; ☞ employee 테이블의 스키마(schema)를 보여준다.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③ 테이블에 데이터 삽입하기

department, employee 각 테이블에 데이터 삽입함

INSERT INTO department VALUES (1, '총무부', '02-1234-5678'); 
INSERT INTO department VALUES (2, '자재부', '02-1234-5679'); 
INSERT INTO department VALUES (3, '기획부', '02-1234-5680');

INSERT INTO employee VALUES (10, '박종호', 2500000, 2);
INSERT INTO employee VALUES (11, '성인옥', 2200000, 1);
INSERT INTO employee VALUES (12, '한병엽', 1800000, 3);
INSERT INTO employee VALUES (13, '박진수', 3000000, 1);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MySQL 상에서 삽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④ 테이블의 데이터 검색하기

삽입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SELECT 문장을 수행함

SELECT * FROM department;
SELECT * FROM employee;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SELECT 문의 실행 결과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을 말함

컴퓨터 보안

개인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함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인터넷의 주요 통신 프로토콜인 TCP/IP를 통해 연결된 수많은 호스트들 사이에서
정보의 유출과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는 것을 말함

컴퓨터 보안

컴퓨터가 있는 곳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컴퓨터 정보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는 것

[민간기관 사이버테러 침해 사고 탐지 건수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을 위한 대책 현황]



인터넷 해킹

①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센터에 해커들이 침입하여 장애를 일으킨
사건(1992년)

② 원자력연구소에 영국 해커 소년의 침투로 인한 정보 유출 사건(1994년)

③ 체르노빌 바이러스(CIH  바이러스)로 110만대 이상의 PC가 감염된 사건(1999년)

④ DDoS 공격으로 인해 주요 기관 및 포털 사이트들이 다운된 사건(2009년 10월)

⑤ 농협 전산망과 서버가 공격을 당한 사건(2011년 4월)



인터넷 해킹

⑥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고로 3,500만 명에 이르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2011년 7월)

⑦ 지능형 지속 공격(APT)에 의한 언론기관과 금융기관 사이버 테러 사건
(2013년 3월)

⑧ 주요 언론, 은행, 기업들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건(2013년)

⑨ 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의 1억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4년)

⑩ 랜섬웨어와 신종 랜섬웨어의 공격 사건(2016년)



인터넷 해킹

① 서독 간첩 사건
서독의 간첩 해커들이 1989년 KGB의 사주로 전 세계 200여 곳의 주요 군사 정보를
탈취하였는데 이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1년 반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확인함

② 인터넷 웜 사건
1988년 미국 코넬대학의 대학원생 모리스(Morris)가 네트워크에 뿌린 인터넷 웜
(Internet worm)은 약 7,000여 대의 대형 호스트들을 다운시키며 큰 파장을 일으킴



인터넷 해킹

③ NASA WANK(Worm Against Nuclear Killers) 사건
미국의 NASA 연구소에 침입한 해커들이 연구 개발 프로젝트 문서를 열람한 후
NASA가 군사용 연구 개발에만 치중한다고 폭로하며 비난한 사건

④ 오퍼레이션 오로도 사건
2011년 8월 APT 공격의 일종인 ‘오퍼레이션 오로도’ 사건으로 구글과 미국 정부
기관을 비롯한 70여 곳이 해킹당해 큰 파장을 일으킨 해킹 공격 사건이다.

⑤ 연방 인사관리국 해킹 사건
2015년 6월 한 해커 그룹이 미국 연방 인사관리국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전 직원과 현 직원과 관련된 약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당한
사건이다.



인터넷 해킹

해커
컴퓨터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이상을 컴퓨터에 건 사람들로 정보공유와 시스템에
대한 학습, 모험심을 기반으로 다른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공격함

크래커
일부 해커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공격 그 자체를 목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파괴하거나 침투하는 경우로 악의적인 의도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함



인터넷 해킹

[컴퓨터 해킹 분야]



인터넷 해킹

[해커의 동기에 의한 분류]



암호의 역사와 배경

[그리스의 ‘스키테일’ 암호기]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군사적인 활동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암호의 이용은 빈번함

냉전 시대가 붕괴되어 군사적 이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국제화의 촉진으로
무선에 의한 교신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암호의 중요성과 이용도는 오히려 비중이
커짐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기]



암호의 개념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는 것임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은 접근을 막는 역할, 자료의 접근 제한, 변경금지, 전자 서명, 
사용자 인증 등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안녕하세요 → 암호화 → dkssudgktpdy

평문의 메시지를 암호화시켜 특정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 암호화 → dkssudgktpdy → 복호화 → 안녕하세요
(평문) (암호문)            (평문)    



암호를 만드는 방법

원문의 글자 순서를 그대로 두고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방법임

예문
“I LOVE YOU”라면 암호문은 “r olev blf”로 바뀜
반대로 암호문이 “prhh nv”이면 원문은 “KISS ME”가 되는 방식임



암호를 만드는 방법

문자는 그대로 두고 문자의 순서만 바꾸는 방법임

키워드 : SUNDAY

원문 : OH MY MAMA HELP ME

↓

“Y MMA MPOMEHAL HE”

↓

4 5 3 2 1 6

[암호표]



암호화 기술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경하고, 다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기술임

[암호 기법의 분류 체계]



암호화 기술

암호화할 때의 키와 복호화할 때의 키가 같은 경우를 말함

간단하면서 빠른 속도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널리 사용함

12345 → 각 자리에 10을 더해 붙임 → 1112131415

1973년 미국 국방성의 암호 표준화 요구에 대해 IBM이 DES를 제안함

기본방식은 '키'를 사용하며 블록 암호라고도 함

가능한 조합이 너무 많아 해독이 거의 불가능함

DES의 평문 처리는 초기순열, 16단계의 반복 처리 과정, 역초기 순열의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암호화 기술

[DES 알고리즘의 평문 처리 과정]



암호화 기술

비밀키 암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발전된 개념임

수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암호화 방법임

매우 큰 두 소수의 곱을 구하면 그 수를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진행한 것임

평문을 암호화한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서로 다름

두 개 키 중 하나를 공개키(public key)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비밀키(private key)
라고 함



암호화 기술

[공개키 암호화 과정]



암호화 기술

① Diffie-Hellman 키 교환 방식
Diffie-Hellman 방식은 1976년 스탠포드 대학의 Diffie와 Hellman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의도했으나
실제로 이 방식은 암호화 방식이라기보다는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음

② RSA 알고리즘
RSA 암호는 MIT의 R. Rivest 등에 의해 1977년에 개발되었다. RSA는 DES 
알고리즘과는 달리 암호화할 때의 키와 복호화할 때의 키를 각각 다른 것으로
취하는 원리로서, 공개키 암호를 위한 접근 방법에 응용됨

③ 암호 알고리즘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군용이나 중대한 사업용으로만 쓰이던 암호가 일상
생활에도 널리 활용되게 되었다. 단순한 개인 게시판을 시작으로 대형 DBMS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학이 실제로 쓰이며, 이러한 암호의 보급화는 전자상거래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함



암호화 기술

비밀키 방식
빠른 속도와 간편한 사용법으로 주로 대량의 자료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데 사용

공개키 방식
비밀키에 비해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리며 많은 연산을 해야 하므로 비교적 소량 자
료의 암호화에 많이 사용됨

전자상거래나 전자 결제에 대한 결제 방식으로 공개키 방식을 응용한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 등도 많이 쓰임



컴퓨터 바이러스의 역사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침입하여 타인의 파일에다 자신을 복제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986년
파키스탄의 PC수리공 암샤드 형제가 그들이 생산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사람들의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그들에게 수리를 의뢰하도록 자기 증식 바이러스를
만든 것이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임

1988년
미국의 코넬대학 전산학과 대학원생인 로버트 모리스가 만든 바이러스에 의해
1시간 만에 미국 전역의 7천여 대의 연구기관과 미국의 주요 대학의 컴퓨터를
감염시킴



컴퓨터 바이러스의 역사

CIH 악성 바이러스 : 컴퓨터의 시스템 자체를 못쓰게 하는 기능을 가짐

Love 바이러스 : 스크립트와 e-메일을 이용하여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임

[모리스의 웜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지식

바이러스란 자기 증식을 한다는 이유에서 붙은 이름이지 특별한 프로그램이란
의미는 아님

부트(Boot) 바이러스
MS-DOS에서 디스크의 제일 첫 부분인 부트라는 부분에 바이러스 코드를 넣어 놓는
방식임

(예) ⒞Brain

부트/파일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와 파일 바이러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

(예) 나타스 바이러스, 절반(One_half) 바이러스, 테킬라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지식

파일 바이러스
실행 파일이나 그에 준하는 오버레이 파일 등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예) 예루살렘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기능을 제공하는 엑셀이나 워드 등 Visual Basic 매크로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피해를 입힘. 주로 e-메일을 통해 전파됨

(예) 멜리사 바이러스

e-메일 바이러스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e-메일 검색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VBScript나
JavaScript 등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짐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지식

그 외에도 트로이(Troy) 계열의 프로그램과 인터넷 웜 등이 있음. 

특히 트로이목마(trojan)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특정 컴퓨터에 넣어놓았다가
컴퓨터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해당 컴퓨터내의 자료를 몰래 훔쳐내는데 쓰임

[멜리사 바이러스]



예방 및 피해 복구법

정품 소프트웨어와 같이 안전한 프로그램만 쓰는 것이 좋음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할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한 후 실행하는 것이 좋음

가능한 자주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해야 함



예방 및 피해 복구법

깨끗한 부팅 디스크로 부팅한 후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함

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면 일단 컴퓨터의 모든 자료 파일만 백업을 받고 포맷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Norton의 안티바이러스와 AhnLab V3]



[연대별 컴퓨터 환경에 따른 보안 위험과 솔루션]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의 약자인데,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 서비스 공격 도구들을 분산
배치해놓고 공격 목표 사이트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공격방식을 말함

공격은 통상 악성코드나 e-메일 등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의 PC를 감염시켜 이른바
‘좀비 PC’로 미리 만들어 놓은 후, 서버의 명령 제어를 통하여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수행됨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

[악성코드 및 좀비PC 탐지건수 및 전용백신 배포 건수]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

[DdoS 공격 도구]

최신 버전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 로그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고, e-메일을 확인할 때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파일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좋음

보안제품은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을 유지할 것 등이 권장됨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

DDoS 공격으로 정보전산망 마비 및 사이버 수사대의 대응]



피싱, 파밍, 스미싱, 랜섬웨어

[경찰서 출두 요구서 피싱의 예]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e-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금융사기 수법임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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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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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법

①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묻는 전화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 것

② 통화 중에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함

③ 납치협박 보이스 피싱에 대비해 가족의 친구나 선생님, 회사번호 등을 미리 알아
두는 것

④ 보이스 피싱으로 확인되면 경찰(전화 112)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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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에 의한 정보 노출]

피싱의 한 유형으로서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인터넷 사기 수법임

합법적인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가
진짜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기 수법임

브라우저의 보안성을 강화, 웹사이트를 속일 수 있는 위장 기법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며, 사용하고 있는 DNS 운영
방식과 도메인 등록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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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수법으로서,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해커가 보낸 메시지를 받는 휴대폰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감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 신청,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필요 시 해당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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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의 모습]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

‘크립토락커(CryptoLocker)’ 바이러스에 PC가 감염돼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 된 탓으로
컴퓨터에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금전적 지불을 강요받게 됨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APT 공격 코드와 시뮬레이션 대회 장면]

특정 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에 침투해 활동 거점을 마련한 뒤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형태의 해킹 공격들을 말함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심은 e-메일을 보내 사용자가 열도록 하여 PC를 감염시키고, 
여러 대의 PC들을 감염시켜 좀비PC를 늘려 서버가 파괴되도록 만들고, 내부 시스템에
잠복한 악성코드들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빼내게 됨



컴퓨터 보안 전략

[해킹 방지 관련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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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기본 구조]

외부의 침투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안관련 도구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네트워크의 중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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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스템이나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함

사용자 개개인이 투철한 보안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안 관리자 또한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함



네티켓의 기본 원칙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5계명

①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어 봐야함

② 정체불명의 스팸(spam) 메일에는 반드시 수신 거부의사를 밝혀야 함

③ 가입하기 전에 탈퇴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④ 탈퇴하면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지 확인해야 함

⑤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신고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