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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에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이제 사회 

운동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을 조직하며, 이슈에 대한 토

론을 벌이는 수단이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

마트폰은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찍어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메신저로 동료들과 함

께 사업을 기획하고, 자료를 읽고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인

터넷을 검색하고, 돈을 송금하며, 자동차 네비게이션으로도 사

용하고, 쇼핑도 합니다. 

한때 회의에 참석하러 가면서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 돌

아 가기도 하고, 도청을 우려해서 글로 써서 주고 받았던 때도 있

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많이 진척되었고, 사회 운

동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정부 특히 정보·수사 기관에 의한 사회 운동, 노동 운동에 대

한 탄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부당한 폭력에 저

항하거나, 혹은 단지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활동

가의 사무실과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되거나 투옥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정

보, 수사 기관의 1차적인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7년치 이메일

이 압수 되고, 몇 년 동안 인터넷을 감청 당하기도 합니다. 수천 

명이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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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한국의 맥락에서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보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의 

종류와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안을 위

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보

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활동가 뿐만 아

니라, 디지털 보안을 원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동자들의 컴퓨터는 감시 당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노동자들의 

위치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휴대 전화는 내가 집회에 참석했는

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 뿐만 아니라 해커, 사기꾼, 악의적인 기업 등 디지

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자료들을 위협하는 것

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의 보안 인식은 터무니없

이 부족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를 어떻

게 보호할 것인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도 마찬

가지이지만, 보안이란 종종 비용이 들고 귀찮은 일로 인식됩니

다. 보안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지만, 보안을 한다고 당장 새로운 무엇이 나오는 것은 아

닙니다.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이용 방식

을 바꿔야 하는데,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

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컴퓨터와 통신 보안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해

외에서는 이미 많은 활동가와 단체들이 컴퓨터와 통신 보안에 대

한 교육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엄혹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재 국가의 인권 활동가 뿐만 아니

라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NSA)의 대량감청을 폭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과 암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

습니다. 이 가이드 역시 해외 단체들이 만든 보안 가이드를 참고

로 한 것입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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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위한 가이드

이 가이드를 소설책 읽듯이 읽어 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상

황이나 요구에 따라 어떠한 부분을 읽으면 될 지, 이곳에서 안내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 부분부터 읽으면서 하나 하나 본인에게 

필요한 보안 조치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하나의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이 취약하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보안 조치에 대한 것이 아

니라, ‘디지털 보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입니다. 천

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원짜리 금고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

건 비싼 보안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온갖 보안 조치를 하

고, 비밀번호를 ‘1234’로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정한 보안 

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아니라, 디지털 보안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보안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한번 읽

어보셨으면 합니다. 

비밀번호 관리하기 

비밀번호는 대부분의 보안 조치에 수반됩니다. PC에 접근할 때,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때, 은행 거래를 위해, 보안 통신을 위해 

등 여러 곳에서 비밀번호가 사용됩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비밀

번호가 사용되니 기억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거나, 같은 비밀번

호를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보안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

입니다. 비밀번호는 가능한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

게 하냐구요?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

습니다. <2.1 강력한 비밀번호 생성하기>는 비밀번호 생성과 관

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고 싶다면 <KeePassX 사용법>1)를 참고하세요. 비밀번호 

관리자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KeePassDroid 사

용법(안드로이드)>2)을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등 악성 소프트웨어 차단 

누구나 바이러스에 걸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칫 소중한 자

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해커나 범죄자만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웨어를 통해 정보기

관이 합법적으로 온라인 감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비

록 모든 악성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컴퓨터를 사용

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2.2 어떻게 멀웨

어(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할 것인가?>를 참고하세요. 

압수수색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노동, 인권 단체의 사무실이 수사 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

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활동가의 사무실 컴퓨터나 집

에 있는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의 데

0. 가이드

<KeePassX 사용법>1)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keepassx/

<KeePassDroid 사용법(안드로이드)>2)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keepass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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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포렌식 기술’에 의해 분석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들

은 활동가를 기소하거나, 혹은 일상적으로 ‘사찰’하기 위해 사용

되겠죠. 

자신과 단체의 소중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

선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보안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3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를 참고하세요.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영구 삭제해야 할 경우도 있습

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댓글 여론 조작을 했던 국가정보원과 

이들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증거를 없

애기 위해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했지요. 데이터를 안전하

게 삭제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제

를 보세요. 

요새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연행이 되었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우리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용, 통화 내역, 사진, 검색 기록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미리 미리 휴대전

화 압수수색에 대비해야겠죠. 휴대전화 역시 데이터를 암호화하

거나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4 휴대전

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감청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 노동당 부대

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압수수색된 사실이 알려

졌습니다. 개인들 간의 사적인 통신 역시 국가 기관의 사찰로부

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망명 바람이 일

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 전체를 감

청하는 ‘패킷 감청’도 가능합니다. 

감청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때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도 논란 이후, ‘종단간 암호화’, 즉 통신 당

사자 사이의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 통신을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단간 암호화와 안전한 통신에서는 음

성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소통을 할 때 

암호화된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TextSecure 사용법(안드로이드)>3)은 스마트폰에서 보안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윈도에서 OTR 사용법>4), <ChatSecure 

설치 및 사용법>5), <RedPhone 사용법(안드로이드)>6), <보안 메

신저 Signal 사용법(아이폰)>7) 등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게 

메신저 혹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전화는 국내 통신

사를 통한 통화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VoIP)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통화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

<Textsecure 사용법>3)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textsecure/

<윈도에서 OTR 사용법>4)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otr-pidgin/

<ChatSecure 설치 및 사용법)>5)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chatsecure/

<RedPhone 사용법(안드로이드)>6)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redphone/

<보안 메신저 Signal 사용법(아이폰)>7)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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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 보안을 위한 특별한 용도로는 쓸만 합니다. 이메일

을 암호화하여 보내고 싶다면, 공개키 암호화와 PGP에 대한 소개

를 참고하세요. 다만, 최근에는 첨부 파일까지 메신저로 주고 받을 

수 있으니, 보안 이메일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지는 않을 듯 합

니다. 더구나 PGP의 사용법이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에드워

드 스노든과 그의 폭로를 도왔던 글렌 그린월드가 그랬던 것처럼, 

암호화된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면 PGP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

이 좋습니다. 

모든 통신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명 이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는 의미가 없겠죠. 해

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프로

그램의 유용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부터 벗어나

기 힘든 이유도 자신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 운동 내에서는 텔레

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

든, 그 프로그램이 어떤 보안성을 제공하는지 잘 따져보고, 소

통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 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보안

보안만을 생각한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본적으

로 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의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하다 보

면 내 위치, 관심사, 취향 등도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많은 사회 운동의 활동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

이기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불필

요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하는 방법을 익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보안 설정

>8)을 참고하세요. 

보고 싶은 홈페이지가 차단되어 있다면

여전히 인터넷 검열이 만연합니다. 국내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

물이라면 삭제되겠지만, 해외 사이트라면 차단됩니다. 포르노 

사이트도 차단되고, 북한 사이트도 차단되고,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차단되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토르

(Tor)>9)를 이용해 보세요. 온라인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참고

하시면 차단을 우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안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나를 감시하는 

최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위치가 항상 드러나기 때문

에, 내가 집회에 참석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휴대전화를 통

해 내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과 기지국 수사 등은 한국의 수사 기관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위한 가이드 _ 

<페이스북 보안 설정>8)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facebook-security-setting/

<윈도에서 토르(Tor) 사용하기>9)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tor/



니다. 집회에서 연행이라도 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합

니다. 휴대전화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보안 이슈는 휴대전화가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하

기 위해서, 혹은 오래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휴대전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

니다. 우선 휴대전화에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화면잠금 뿐만 아니라, 기기 암호화를 해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2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보안 설정>과 

<4.3 아이폰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앱)에 대한 상세한 사용

법은 가이드 책자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소

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앱 등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

면서 기능이나 디자인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페

이지의 프로그램 사용법 소개글도 시간이 지나며 최신 버전과 조

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

여, 최신 버전과 사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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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안을 위한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 디지털 보안은 당신

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위협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 누

구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위협은 당신의 

위치, 당신이 하는 일, 누구와 함께 일하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해결책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

하기 위해, 당신은 위협 모델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1 위협 모델링

평가를 수행할 때 , 질문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산’ 혹은 당신이 

보호하려는 것을 언급한다. 자산은 당신에게 가치가 있고 보호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다. 디지털 보안을 말할 때, 문제가 되

는 자산은 주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연락처, 메시지, 

파일 등이 모두 자산이다. 당신의 기기 역시 자산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목록,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는

지, 그것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그것에 접근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적어보자. 

1. 무엇을 보호하고 싶은가? 

2. 누구로부터 보호하고 싶은가? 

3. 그것을 보호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가? 

4. 실패할 경우 어떠한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가? 

5. 나쁜 결과들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의향이 있는가?

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이러한 위협 모델링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단체 차원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안이 필

요한 것은 개인 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비영리 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며, 단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위협과 보호해야 

할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평가

를 해보고, 그에 맞는 보안 정책을 구성원들이 함께 수립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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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 “누구로부터 보호하고 싶은가?” - 에 대한 답을 

위해, 누가 당신 혹은 당신의 정보를 공격하고자 하는지, 즉, 당

신의 적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은 자산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상사, 정

부, 해커 등이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다. 

누가 당신의 데이터나 통신을 가로채고 싶어하는지 목록

을 만들어보자. 그것은 개인, 정부기관, 혹은 기업일 수도 

있다. 

‘위협’은 자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일이다. 적이 당신의 

데이터를 위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적은 

당신의 사적 통신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때 몰래 읽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지우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적은 당신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적들의 동기는 서로 매우 다르고, 공격 역시 그렇다. 경찰 폭력 

비디오의 확산을 막고 싶어하는 정부는 그 비디오를 단지 지우

거나 접근을 제한하는데 만족할 수 있지만, 정치적 반대자는 당

신도 모르게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공개하기를 바랄 

수 있다. 

당신의 적들이 당신의 사적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 적어보자. 

공격자의 능력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이

동통신사는 당신의 모든 휴대전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따

라서 그 정보를 당신에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공

개 와이파이 망의 해커는 당신의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에 접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위험’이다. ‘위험’은 특정한 자산에 

대한 특정한 위협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며, (공격자의) 능력과 

관련이 된다. 이동통신사는 당신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능력

이 있지만, 그들이 온라인에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

적 정보를 올릴 위험성은 낮다. 

‘위협’과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협은 발생 가능한 

나쁜 일이지만, 위험은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예컨데, 건물

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위협),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위험)은 (지

진 발생이 많은) 샌프란시스코가 (지진 발생이 별로 없는) 스톡

홀름보다 훨씬 크다. 

위험 분석의 수행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과정이다. 모든 사람

이 같은 방식으로 위협에 대한 똑같은 우선순위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협은 발생 가능성(위험)

이 어떻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는 위협을 문제

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커도 그것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군사적 맥락에서는 자산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파괴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민간에서는 

기밀성보다는 이메일과 같은 자산을 손에 넣는 것이 더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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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이제 위협 모델링을 연습해보자

당신의 집이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해 본다면,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당신의 재산이 소

중하지만 침입의 위험성이 낮다면, 당신은 자물쇠에 더 많은 돈

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위험성이 높다면, 시장

에서 가장 좋은 자물쇠를 사고 싶을 것이며, 추가적인 보안 시스

템을 취할 것이다.

 

이 글은 EFF의 ‘An Introduction to Threat Modeling’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

ssd.eff.org/en/module/introduction-threat-modelin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  문을 잠가야 하는가? 

Q  어떤 종류의 자물쇠에 투자할 것인가? 

Q  더 발전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한가? 

Q  자산은 무엇인가? 

     ↳ 내 집에서의 프라이버시인가? 

     ↳ 내 집에 있는 물건인가? 

Q  위협은 무엇인가? 

     ↳ 누군가 침입할 수 있다. 

Q  누군가 실제 침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사

항이 있다. 

1) 아는 것이 힘이다

좋은 정보 없이 보안에 대한 좋은 결정을 할 수 없다. 자신이 지키

고자 하는 자산의 가치, 서로 다른 공격자의 위협의 심각성, 실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자신의 보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보안 가이드는 당신의 컴퓨터와 통신 

보안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위협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지식 중 일부는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지식, 

당신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떠한 자원을 가지

고 있는지 등.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2) 가장 취약한 고리를 알아야 한다 

자산을 그것들이 사용되는 시스템의 요소로서 생각하라. 자산의 

보안은 시스템 내의 모든 요소들의 힘에 의존한다. “사슬의 강도

는 가장 약한 고리 만큼만 강하다”는 격언은 보안에도 적용된다. 

시스템 전체는 가장 약한 요소 만큼만 강하다. 예를 들어, 문에 

아무리 좋은 자물쇠를 하더라도 창문 자물쇠가 싸구려라면 소용

이 없다. 이메일을 암호화하여 전송 중에 감청이 되지 않도록 하

더라도, 당신의 컴퓨터에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이 보관되어 

1.2 디지털 보안에 대한 7가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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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컴퓨터가 도난 당한다면 이메일 보안을 지킬 수 없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의 정보와 컴

퓨터 이용의 모든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단순할수록 안전하고 쉬워진다 

자산이 이용되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취약한 요소는 단순

한 시스템에서는 식별하고 이해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당신의 

정보 시스템에서 요소의 숫자와 복잡성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다. 요소의 숫자가 적으면, 또 다른 복잡성, 비용, 위험의 원

인이 되는 요소 간의 상호 작용도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또한 가

장 안전한 해결책은 가장 기술적이지 않은 해결책일 수도 있다

는 의미다. 컴퓨터는 많은 것을 잘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단순한 

펜과 종이의 보안이 이해하고 관리하기가 쉽다. 

4) 더 비싸다고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가장 비싼 보안 해결책이 가장 좋다고 전제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는 다른 곳에 쓰일 자금을 줄일 수도 있다. 서류를 밖에 내놓

기 전에 파쇄하는 것과 같은 낮은 비용의 조치가 당신의 보안에 

핵심이 될 수도 있다. 

5) 누군가를 믿는 것은 좋다 
ㅣ그러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 보안에 대한 조언은 당신 외에 누구도 절대 믿지 말라는 것

처럼 들린다. 실제 세계에서는 당신은 최소한 당신의 어떤 정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게 된다.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로부터 

의사나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공간에서 힘든 점은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에 대해 믿는지 이해하는 일이다. 당신의 비밀

번호들을 변호사에게 맡겨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이 그들에게 어떠한 권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악의적으로 공격 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한다. 드롭박스

나 MS 원드라이브에서 당신만 볼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

다. 그러나  드롭박스나 MS 역시 그 문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밀을 더 적은 사람들과 공유할수록,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완벽한 보안은 없다 ㅣ 항상 일정한 타협 (Trade-off) 이 존재한다 . 

보안 정책을 자신의 생활 방식, 당신이 처한 위험, 당신이나 동

료가 취할 수 있는 실행 단계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이론 상 완

벽한 보안 정책도 매일 따르기에 너무 어려우면 의미가 없다. 

7) 오늘 안전했다고 내일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보안 관행을 계속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에, 지난 주에 안전했다고 해서 여전히 안전하다는 의미

는 아니다! 보안은 한번의 실행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 글은 EFF의 ‘Seven Steps To Digital Security’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

org/en/module/seven-steps-digital-securit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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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디지털 도구는 안전해야 한다. 

즉, 당신을 감시로부터 보호하고, 당신의 기기가 다른 사람에 의

해 통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특정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필요

할 수 있다.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예시는 PGP와 같이 당신이 

메시지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과 웹사이트에서 보안이 되는 프로그램 혹은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맞는 것을 어떻게 선택

할 수 있을까? 

보안은 구매가 아니라 과정이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새로운 도구를 사기 전에 기억

해야 할 것은 우선 어떠한 도구도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감시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암호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통신 내용이나 컴퓨터 파일을 읽

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보안에 대한 공격은 

항상 당신의 보안 관행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낸다. 새로운 

보안 도구를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누군가 당신을 공

격하는 다른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당신의 휴대전화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보안이 되는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했을 때, 이 프

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격자에게 당신이 민감한 정

1.3 나에게 맞는 보안 수단 선택

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당신의 위협 모델을 생각하라. 당신의 가장 큰 위협이 인

터넷 감시 도구에 접근할 수 없는 사설 탐정에 의한 물리적인 

감시라면, “NSA로부터 안전한” 값비싼 암호와된 전화 시스템

은 필요하지 않다. 혹은 암호화 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

체제 인사를 구금하는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면, 노트북에 암호

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보다, 사전에 약

속된 암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속임수가 더 적합할 것

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어떤 도구를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거

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얼마나 투명한가 ? 

디지털 보안이 대부분 비밀스럽게 보존하는 것에 대한 것처럼 보

이지만, 보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공개성과 투명성이 더 안전

한 도구를 만든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디지털 보안 공동체에 의해 사용되고 권고되는 대부분의 소프트

웨어는 자유·오픈소스이다. 즉,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코드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검토하

고,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

동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 도구의 제작자는 다른 사

람들이 보안 허점을 찾고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초

대한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더 나은 보안 기회를 제공하지만, 보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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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의 장점은 실제 코드를 검토하는 

기술 공동체에 일정하게 의존하는데,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혹

은 대중적이지만,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어떤 도구의 사용을 고려할 때, 소스 코드가 공개

되어 있는지, 코드의 보안 성능을 확인할 독립적인 감사를 받았

는지 봐야 한다. 최소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는 다른 전문

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한 기

술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작자가 도구의 장단점에 대해 얼마나 명확히 밝히는가 ?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제품

의 한계에 대해 정직한 제작자나 판매자는 자신들의 제품이 당

신에게 적합한지 훨씬 많은 정보를 줄 것이다. 

공격자는 도구의 보안을 깰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려고 항상 노

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새로운 취약점을 수정

하기 위해 종종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명성에 흠이 갈까 봐, 

혹은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없어서, 제작자가 이것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도구 제작자가 미래에 어떻게 

이 코드는 “군사용”이라든가 “NSA로부터 안전”하다는 등 과

대광고를 믿어서는 안된다.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역으

로 제작자가 자신의 제품을 과신하고 있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할 것인지는 과거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마지

막 업데이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 지와 같이, 관련 웹사이트에

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이러한 서비

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작자 자체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 

보안 도구 제작자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작할 때, 그들

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위협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가장 좋은 제작자는 어떤 종류의 공격자로부터 당신을 지켜

줄 수 있는지 문서에 명확하게 서술한다. 

그러나 많은 제작자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공격자가 하나 있

다. 제작자인 그들 자신이 공격을 당했거나, 혹은 그들이 자신의 

이용자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법원이나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그 

기업이 만든 도구가 제공하는 보호를 제거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도록 할 수 있다. 

당신은 제작자가 어느 법적 관할권에 기반하는 지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당신이 이란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 예를 들

어, 미국 기반의 회사는 이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회사는 미국 법원의 명령은 따라야 하지만 말이다. 

제작자가 정부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자는 

소비자를 공격하기 위해 도구 제작자의 시스템을 해킹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 



26 _정보인권 가이드북 27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_ 

위험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도구는 이 역시 발생 가능한 공

격으로 고려해서, 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적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작자의 약속을 믿기

보다, 실제로 그것에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코드를 찾아야 

한다.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법원의 명령에 싸운 명성을 가

지고 있는 기관’1)을 찾아야 한다. 

리콜과 온라인 평가를 체크하라

물론 제품을 파는 업체들과 그들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열렬히 홍

보하는 사람들은 오도될 수도, 오도할 수도, 명백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안전했던 제품이 나중에 심각한 결함이 있

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항상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최신 뉴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 

한 사람이 어떤 도구에 대한 최신 뉴스를 항상 파악하고 있기는 

힘들다. 당신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료가 있

다면, 그들을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이드에서 언급한 제품들 

우리(EFF)는 이 가이드(EFF가 만든 Surveillance Self-

Defence2)를 의미한다. https://ssd.eff.org)에서 언급한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가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디지털 보안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그리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

지)에 대해 대체로 투명하며, 제작자 자신이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고,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넓은 이용자 

기반을 갖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의 목록만 제공하려고 선

의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그 제품들은 그것들

의 결함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을 가지고 있고, 재빨리 

공중에게 우려 사항을 제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품

들의 보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독립적인 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이 제품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완벽한 보안을 보증할 수는 없다. 

어떤 전화기 , 어떤 컴퓨터를 사야 할까 ? 

보안 교육자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안드로이드를 사

야하나요? 아니면 아이폰을 사야하나요?” 혹은 “PC를 사야하나

요? 아니면 맥을 사야하나요?” 혹은 “어떤 운영 체제를 이용해야 

하나요?” 등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없다. 소프트웨어와 

기기의 상대적인 안정성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옛 문

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회사들은 더 나은 보

법원의 명령에 싸운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1)

https://www.eff.org/who-has-your-back-government-data-requests-2014

Surveillance Self-Defence2)

https://ssd.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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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수 있고, 혹은 모두 보안을 약

화 시키라는 정부의 압력에 놓여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언은 거의 항상 진실이다. 기기나 운영체제

를 살 때, 현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지해야 한다. 업데이

트는 종종 공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코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보안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전화기나 운영 

체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MS는 “윈도 XP와 

그 이전 버전의 윈도는 심각한 보안 문제에 대한 수정을 받지 못

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당신이 XP를 사용하고 있다면 공격

자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10.7.5 혹은 

“Lion” 이전의 OS X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은 EFF의 ‘Choosing Your Tools’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org/en/

module/choosing-your-tool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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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많은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사람

들은 보통 몇 개의 비밀번호를 갖고 서로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

에서 함께 이용한다. 오늘날 이용자들은 새로운 비밀번호의 생

성을 계속 요구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비밀번호를 수백 

번 다시 이용한다. 

같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보안에 매우 좋지 않다. 공격자

가 하나의 비밀번호를 얻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같은 사람이 이

용하는 다른 계정에도 시도를 해볼 것이다. 그 사람이 같은 비밀

번호를 이용한다면, 공격자는 여러 개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비밀번호는 그것이 사용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서

비스 만큼만 안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밀번호의 재사용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보안 요구 사항이지

만, 비밀번호가 다를 때 모든 비밀번호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

다. 다행히 이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비밀번호 관리

자(혹은 비밀번호 금고라 불린다)는 많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비밀번호 관리자는 당신의 

모든 비밀번호를 하나의 ‘마스터 비밀번호’로 보호하므로, 당신

은 그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사

람은 서로 다른 계정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사실 알 필요가 

없다. 비밀번호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기억하는 전체 

과정을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eePassX는 오픈 소

스이며, PC에 보관하는 무료 비밀번호 관리자이다. 

2.1 강력한 비밀번호 생성하기

2. 컴퓨터 보안

지난 2009년,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

동조합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

에서, PC방에서 89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민주노동

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일괄적으로 당원들의 접속 계정을 설정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의 역할을 한 것이다.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당사자의 입회 하에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지만,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사

용할 경우 정부기관이나 해커에 의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약 2900만건의 개인정보(아이디, 비

밀번호, 주민번호 등)를 취득한 후 주요 포털에 해당 개인

정보로 부정 접속을 시도한 사건1)이 발생하였다. 총 150

만 건이 부정접속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는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다

른 사이트까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Password Manager”로 검색하

면, 다수의 비밀번호 관리자 프로그램이 검색됨을 알 수 있다. 

(한글로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부정접속을 시도한 사건1)

'2900만건 개인정보 훔쳐 포털 접속'  -  2010년 12월 '파이낸셜뉴스'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012131850508476?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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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면, 공격자들이 추측하기 힘든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중요하다. 종종 이용자들

은 짧고, 간단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데, 공격자들은 이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ssoword1", "12345", 생일, 친구

나 배우자 혹은 애완동물 이름 등. 비밀번호 관리자는 패턴이나 

구조가 없는 임의의 비밀번호, 그래서 추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이용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vAeJZ!Q3p$Kdkz/

CRHzj0v7," 같은 것들인데, 인간이 기억하거나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비밀번호 관리자가 당신을 위해서 기억

을 해줄 테니까. 

여러 개의 기기에서 비밀번호 동기화 

당신의 비밀번호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하나의 기기 이상에서 

사용하고 싶을 수 있다. 많은 비밀번호 관리자가 비밀번호 동기

화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비밀번호 파일을 동기화하면, 모든 기

기에서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새

로운 계정을 추가했을 때 스마트폰에서도 로그인할 수 있게 된

다. 다른 비밀번호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클라우드에", 즉 원격 

서버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노트북이나 

모바일에서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암호를 풀

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비밀번호 동기화를 위해 자신의 서버

에 그것을 저장하는 비밀번호 관리자는 더 편리하기는 하지만, 

더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공격자(정부)가 

비밀번호 관리자 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권

한이 있거나, 혹은 그 업체나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

킹을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비밀번

호 관리자 업체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 알 수 있다. 

강력한 비밀번호 선택하기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강력해야 할 몇 개의 비밀번호가 있

다. 당신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완전히 잠그는 비밀번호가 그

렇다. 최소한 당신 기기의 비밀번호, 전체 디스크 암호화와 같

은 암호화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자의 ‘마스터 비밀번

호’ 등이다. 

최근 컴퓨터들은 10자 정도의 비밀번호는 빠르게 알아낼 만큼 

빨라졌다. 즉, 심지어 ‘nQ\m=8*x or !s7e&nUY’와 같은 완전 

임의의 비밀번호도 짧은 것들은 암호화에 이용할 만큼 충분히 강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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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비밀번호의 요소 

길어야 한다  

길수록 좋다. (물론 너무 길면 기억하기 힘들다) 최소한 10자 이

상이 되도록 한다. 

복잡해야 한다 

복잡할 수록 자동적인 비밀번호 크래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

다. 대소문자, 숫자나 기호 등을 혼합한다. 

실제적이어야 한다 

길고 복잡할수록 좋지만, 기억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여러 개의 단

어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억을 위해, 종

이나 문서 파일에 써놓아서는 안 된다. 비밀번호 관리자를 이용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와 관계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나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나와 관계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비밀번

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후 다시 바꿔 놓는다. 혹은 공유 목적

의 별도의 계정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어깨 너머로 보지 

않도록 주의한다. 

같은 비밀번호를 서로 다른 계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계정에서 유출되면, 다른 계정도 위험해진다.

자주 바꿔주어야 한다  

최소한 세 달에 한번은 바꾸는 것이 좋다. 당연히 비밀번호 유출

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바꿔주어야 한다. 

강력하고도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 문장(passphrase)’을 만

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아

놀드 레인홀드의 “다이스웨어(Diceware)”2)이다. 

레인홀드의 방법은 단어 목록에서 몇 개의 단어를 임의로 선택

하기 위해 주사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선택된 단어들

이 당신의 ‘비밀번호 문장’을 구성한다. 디스크 암호화(및 비밀

번호 금고)를 위해, 최소한 6개의 단어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들과 마스터 비밀번호의 

보안은 비밀번호 관리자가 설치되고 이용되는 컴퓨터의 보안에 

달려있다. 컴퓨터나 기기가 공격을 받아 스파이웨어가 설치되

면, 스파이웨어는 당신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타이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비밀번호 금고의 콘텐츠를 훔칠 수 있다. 따라서, 비

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할 때에는 컴퓨터와 다른 기기들이 악성 소

프트웨어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밀번호가 어느 정도 강력한지 알려주는 사이트

https://howsecureismypassword.net/나 https://passfault.

appspot.com/ 와 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비밀번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테스트해볼 수 있다. 이 비밀번호를 깨는데 얼마나 걸

릴지 알려준다. 물론 비밀번호를 깨는데 사용되는 컴퓨터나 소

프트웨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같은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위의 두 사이트에서 예측한 기간도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비밀번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 당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다이스웨어(Diceware) 2)

http://world.std.com/~reinhold/dicew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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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질문”

웹사이트에서 당신이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

하는 “보안 질문”(“당신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나 “당신의 

애완동물 이름은?”과 같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보안 질

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은 공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개적으로 

발견 가능한 사실들이며, 따라서 당신의 비밀번호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 미국 부통령 후보였던 사라 페일린의 야후 계정이 이런 식

으로 해킹당했다. 따라서, 비밀번호와 같이, 당신만 아는 가상의 답

변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질의가 당신의 애완동물

을 묻는 것일 때, 당신은 “제 귀여운 고양이 스팟 사진이에요”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 공유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을 수 있다. 따라서 “

스팟”을 비밀번호 찾기 대답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이름을 사

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로 다른 사이트의 계정에 같은 비밀번

호나 보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거짓 답

변을 이용할 경우, 자신이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설정했

는지 나중에 기억하기 힘들 수도 있다.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한

다면, 이를 이용해서 가상적인 답변도 저장할 수 있다. 

당신이 보안 질의를 사용한 사이트를 생각해보고, 답변을 바꾸

는 것을 고려해보라. 

당신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복원 이메일을 보내 달

라고 서비스에 요청해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비밀번호 금고에 의존하지 않고 비밀번호

를 새로 설정할 수 있다. 

다중 인증과 일회용 비밀번호

많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도구가 ‘이중 인증(혹은 2단계 인증, 

혹은 2단계 로그인)’을 제공한다. 즉, 로그인을 하기 위해, 당신

은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통상 휴대전화

가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안 토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

기가 사용된다. ‘이중 인증’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해킹 당하

거나 잃어버리더라도, 공격자가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통

제할 수 없다면, 그래서 보조 장치가 생성하는 특별한 코드가 없

다면, 로그인할 수 없게 된다. 즉, 도둑이나 해커가 당신의 계정

비밀번호 금고의 백업을 반드시 보관해 놓아야 한다! 사고

로 비밀번호 금고를 잃어버리면 (혹은 기기를 잃어버릴 경

우), 비밀번호들을 복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비밀번호 금

고 프로그램은 통상 별도의 백업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

다. 혹은 당신이 사용하는 백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한글 문장으로 할 경우, 영문 자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임의의 비밀번호인 것처럼 보인다. (즉, 영문 

모드에서 한글 문장을 칠 경우) 그러나 이런 방식의 비밀

번호 설정이 특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순한 

한글 단어도 자동적인 비밀번호 크래킹 알고리즘에 이미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 문장으로 할 경우 기

억하기 쉬워질 것이다. 그래도 위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길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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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려면, 당신의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모두를 손에 넣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운영자의 협력을 통해서만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신 혼

자서는 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중 인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당신이 로그인할 때마다 당신의 휴대전화로 SMS 메시지를 보내

주거나, 휴대전화 자체에서 보안 코드를 생성하는 인증 프로그

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공격자가 당신의 비밀번호는 가

지고 있지만, 휴대전화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당신의 

계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글과 같은 어떤 서비스들은 1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s 

혹은 single-use passwords) 목록을 생성하도록 허락한다. 이는 출

력하거나 종이에 써서 당신이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억할 수도 있다) 이 비밀번호들은 단 한번만 작동

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입력했을 때 스파이웨어에 의해 도난당

하더라도, 도둑은 향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 

당신이나 단체가 이메일 서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직

접 운영하고 있을 경우, 당신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이중 인

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구할 수 있다. 

공개 표준인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Time-Based One-

Time Passwords)” 혹은 ‘RFC 6238’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구하도록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라. 

물리적인 폭력과 구금의 위협

마지막으로, 공격자가 당신의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

법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에게 물리적인 폭력 혹은 구금 한

다고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려된다면, 자신이 비밀번호

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보다는, 데이터의 존재 자체 혹은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기기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비밀

번호를 알려줘도 상관없는, 별도의 계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비밀번호를 위협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보여주는 계정이 ‘진짜’ 계정인 것처럼 당신의 기

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의 로그인 화면, 혹은 브라우저

를 열었을 때, 당신의 진짜 계정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계정이 잘 보이지 않도록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증거의 의도적인 파괴나 조사 방해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종종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원래 조사하던 범죄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 글은 EFF의 ‘Creating Strong Passwords’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https://ssd.eff.org/

en/module/creating-strong-password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Tactical Tech Collective

의 Security-in-a-box ‘CREATE AND MAINTAIN SECURE PASSWORDS’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securityinabox.org/en/guide/passwords

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중 인증은 당신의 휴대전화 번호

를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신원을 의도

하지 않게 드러낼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휴대전화 서

비스 이용을 위해 신원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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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보안

<악성 소프트웨어)>

2.2 어떻게 멀웨어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멀웨어는 컴퓨터 

이용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예

를 들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망가뜨리거나, 민

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스팸이나 가짜 메시

지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인 척 가장하거나, 사

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기도 한다. 멀웨

어의 대부분은 범죄 목적이며, 통상 은행 정보 

혹은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얻는데 사용된다. 또한 멀웨어는 암호

화를 우회하여 이용자를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 법 집행기관(수

사기관), 혹은 개인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멀웨어는 광

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격자가 웹캠이나 마이크를 통해 녹

음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의 알림 설

정을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으며, 키보드 입력을 기록할 수

도 있고, 이메일이나 다른 문서를 복제하거나 비밀번호를 훔칠 

수도 있다.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EFF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Anti-

virus Software)의 사용을 권장하지만, 특정한 제품이 더 좋다

고 추천할만한 것은 없다.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는 범죄자

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값싸고, “목표물 없는” 멀웨어

를 퇴치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해커

가 뉴욕 타임즈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은, 특정한 목표물

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는 보통 효과적이지 않다.     

해커나 범죄자들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거나 악

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

관 또한 스파이웨어를 통해 누군가의 컴퓨터를 몰래 수색하

거나 감시한다. 

2015년 7월 6일,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해킹

팀’ 이 해킹되어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다. 해킹팀은 전 세계 

정보기관에 RCS라 불리는 스파이웨어를 판매해온 업체다. 

이번 해킹으로 해킹팀과 거래했던 국가와 정보기관이 들어

났는데,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 선거

가 있었던 2012년에 국가정보원이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구매했고, 이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온 것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비밀리에 사찰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높다. 

독일은 수사기관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온라인 감시를 행

하는 나라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 형사청은 뮌헨

공항 보안심사 중에 피의자의 노트북에 감시프로그램을 비

밀리에 설치하여, 피의자의 브라우저가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동안 매 30초마다 스크린샷을 캡쳐하고 이를 바이에른주 

형사청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독일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스

카이프와 같은 인터넷 전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대화를 감청

하거나 컴퓨터의 웹캠을 통해 이용자를 감시하는 소프트웨

어가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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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두 개의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컴퓨터가 매우 느려질 수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다른 것을 이용하려면, 이전 프로그램을 언인

스톨(Uninstall) 해야 한다. 

◈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업데

이트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매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에 ‘바이러스 탐지’ 기능이 있

다면, 이것을 켜 두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컴퓨터의 모든 파일들을 검사하라.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컴

퓨터가 새로운 네트워크에 최근에 연결되었다든가, 타

인의 USB에 연결된 적이 있다든가, 종종 이메일 첨부 파

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는 많은 제품들이 있다. 매일 매일 새

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보안 업체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특정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가 모

든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바이러스 방지 소

프트웨어마다 방지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목록이 다르다. 따라

서 어떤 제품이 더 낫다고 추천하기는 힘들며, 해마다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에 대한 최신 평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다.

Tactical Tech Collective(TTC)는 “Avast!”를 추천하고 

있다. Avast!는 윈도용 무료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이다. 사용하기 쉽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많은 전

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다. 14개월 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해

야 하지만,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Avast!의 설치와 사용법은 “Security-in-a-box”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s://securityinabox.org/en/

guide/avast/windows

Avast 외에 TTC가 추천하는 다른 윈도용 무료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 Avira Free Antivirus

* AVG Anti-Virus Free

* Bitdefender Antivirus Free Edition

윈도를 위한 상용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

다면, 더 완전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GNU 리눅스나 맥OS는 바이러스에 덜 취약하기는 하지

만, 그래도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 리눅스나 맥에서 작동하는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시스템은 안전하더라도 MS 윈

도용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맥 OS나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무료 버전의 

Avast!, Avira, AVG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로서 리눅스

용은 추천할만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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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 

스파이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당신이 컴퓨터와 인

터넷에서 하는 일을 추적하고,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보낸다. 스

파이웨어는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 당신이 방문하거나 

실행한 프로그램 등을 기록한다. 이로 인해, 컴퓨터 보안을 약화

시키고, 당신과 친구들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윈도, 리눅스, 맥OS를 막론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서는 1) 정기적으로 운영체제와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데

이트하고, 2)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3) 방화벽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 (TTC의 Comodo 가이드1) 참고) 4) NoScript 

부가프로그램과 함께 파이어폭스 같은 안전한 브라우저를 사용

하여 다운로드된 스크립트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염의 지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로 멀웨어 탐지가 안 될 때에도, 감염 

여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때때로 지

메일 이용자들에게 당신의 계정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격자의 목

표가 된 것 같다고 알리는 경고를 보낸다. 또한 당신이 웹캠을 켜

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웹캠이 켜져있음을 알리는 불이 들어온 것

을 발견할 수 있는데(물론 발전된 멀웨어는 이것도 끌 수 있다), 

이 역시 감염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다른 지표들은 좀 덜 명확하다. 당신의 이메일이 모르는 IP 주소

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다든가, 당신이 모르는 이메일 주소로 보

내기 위해 설정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네트워크 트래픽

을 관찰할 수 있다면, 트래픽의 시간과 양을 통해 감염의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다.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당신

의 컴퓨터가 알려진 명령통제 서버, 즉 멀웨어에 감염된 기기에 

명령을 보내거나 감염된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컴퓨

터에 연결되었음을 발견했을 때이다. 

◈ SuperAntiSpyware 를 설치하고 ‘스파이웨어 정의 ( 목

록 )’ 를 업데이트하고 , 컴퓨터를 검사한다 . 

◈ Malwarebytes Anti-Malware 를 설 치 하 고 , “Quick 

Scan” 을 실행한 후 , 그것이 끝나면 “Scan” 을 하여 발견

된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한다 . 

◈ Microsoft Windows Defender, Ad-Aware Internet 

Security 혹은 SpywareBlaster 와 같은 무료 스파이웨어 방

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Tactical Tech Collective (TTC) 가 추천하는 스파이웨어 방

지 소프트웨어는 “Spybot” 이다 . 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이 무시하는 어떤 종류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제거한다 .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 

Spybot 역시 악성 소프트웨어목록을 업데이트하고 , 정기적

으로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Spybot 의 설

치와 사용법은 “Security-in-a-box”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 

https://securityinabox.org/en/guide/spybot/windows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 당신의 컴퓨터가 감염되었다면 ,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윈도용 소프트웨어를 추천한다 . 

TTC의 Comodo 가이드1)

https://securityinabox.org/en/guide/comodo/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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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멀웨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 

멀웨어 공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감염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격자가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이

용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다. 

당신의 컴퓨터를 요새라고 생각하면, 제로데이는 당신이 몰랐

던, 하지만 공격자가 발견한 숨겨진 비밀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몰랐던 비밀 통로로부터 당신을 방어할 수는 없다.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특정 목표에 대한 멀웨어 공격을 하기 위

해 제로데이를 비축해 놓는다. 범죄자와 다른 누군가 역시 당

신의 컴퓨터에 몰래 멀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제로데이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로데이는 비싸고 재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요새에 침투하기 위해 비밀 터널을 한번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격

자가 당신을 속여 스스로 멀웨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방법이다. 

공격자가 당신의 컴퓨터에 멀웨어를 설치하도록 당신을 속이는 

방법은 많다. 그들은 메시지 내용을 웹사이트의 링크, 문서, 

PDF, 혹은 컴퓨터 보안을 돕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

다. 이메일을 통해(마치 당신이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혹은 

스카이프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

려진 링크를 통해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공격 목표가 더 구체적

일수록, 공격자는 당신이 멀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혹하기 위

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 대통령인 아사드를 지지하는 해커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멀웨어로 공격했는데, 그 멀웨어는 가짜 혁

명 문서와 가짜 해킹 방지 도구에 감춰져 있었다. 이란 사람들은 

대중적인 검열 우회 프로그램에 숨겨진 멀웨어로 공격당했다. 

모로코에서는, 정치적 추문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알자지라 

기자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문서에 숨겨진 멀웨어에 활동가들이 

공격당했다. 

이런 종류의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멀웨어에 감염되지 않는 가

장 좋은 방법은, 우선 문서를 열어 멀웨어를 설치하게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멀웨어이고 아닌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정

교한 공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지메일을 사용한다면,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받기보다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픈하는 것이 감염을 막을 수 있

도록 해줄 것이다. 우분투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운영체제는 

멀웨어를 전달하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매우 높

여주기는 하지만, 아주 교묘한 공격자까지 막지는 못한다. 

멀웨어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최신의 보안 수정판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소프트

웨어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업체들은 문제를 수정

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당신이 업데이트

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작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윈

도의 등록되지 않은 복제본(불법 복제물)을 가지고 있으면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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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멀웨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을만한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라. 감염된 컴퓨터에서 입력한 모든 비밀번호는 이제 유출

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멀웨어를 제거하기 위해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

도 좋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멀웨어는 제거할 수 있지만, 일

부 특별히 정교하게 설계된 멀웨어는 존재할 수 있다. 언제 컴퓨

터가 감염되었는지 알고 있다면, 그날 이전의 파일을 다시 설치

하라. 감염된 날 이후의 파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컴퓨터를 다

시 감염시킬 수 있다. 

이 글은 EFF의 ‘How Do I Protect Myself Against Malware?’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https://

ssd.eff.org/en/module/how-do-i-protect-myself-against-malwar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Tactical Tech Collective의 Security-in-a-box ‘PROTECT YOUR DEVICE FROM MALWARE AND 

HACKERS’ 역시 참고하였습니다. https://securityinabox.org/en/guide/malware

컴퓨터에서 멀웨어를 발견하면, 컴퓨터를 인터넷으로부터 

단절하고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당신이 키보드에서 

치는 모든 것이 공격자에게 보내질 수 있다. 멀웨어의 세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에게 컴퓨터를 맡기는 

것이 좋다. 멀웨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우는 것만으로 

컴퓨터의 보안을 보장할 수는 없다. 어떤 멀웨어는 공격자

에게 감염된 컴퓨터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권한을 주

는데, 공격자가 컴퓨터를 통제하고 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컴퓨터 보안

공격자로부터 당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많다는 것과 그것

을 훔치는 것이 상당히 쉽다는 것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연락처, 통신 내용, 현재의 문서들을 노트북이나 심지어 휴대전

화에 갖고 다닌다. 그 데이터는 수십,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

의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전화나 노트북은 도난당하

거나 순식간에 복제될 수 있다. 데이터는 검문소에서 압수당할 

수도, 거리에서 뺏길 수도, 집에서 도난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미국은 국경에서 데이터를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많은 나라 

중의 하나다.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당신이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여 더 안전하게 소통하려는 것처

럼, 물리적인 데이터 또한 이를 훔쳐서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

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는 비

밀번호로 잠글 수 있지만, 기기 자체를 압수당한다면 이는 데이

터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면 ‘잠금’을 푸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당신의 데이터는 기기 안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격자는 저장소에 직접 접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당신의 비

밀번호를 몰라도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실제로 

휴대전화 압수를 당한 경우, 수사 기관은 휴대전화의 내용을 쉽

게 열어볼 수 있다. 

2.3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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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폴더만이 아니라, 당신의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다. 대부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완전한, 전

체 디스크 암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안드로이드는 “

보안(Security)” 설정 아래에 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애플 기기는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라고 부르며, 비밀

번호를 설정하면 그 기능이 작동한다. 윈도 프로(Windows Pro)

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비트로커(BitLocker)”라 불린다. 윈

도 표준 버전(standard version)을 가지고 있다면, 디스크크립

토(DiskCryptor)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윈도 

기기 암호화 - DiskCryptor 사용법>1) 참조). 맥에서는 “파일볼

트(FileVault)”라고 부른다.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처음에 시스템

을 설치할 때 통상 전체 디스크 암호화를 제안한다. 

무엇이 되었든, 암호화는 당신의 비밀번호만큼만 안전하다. 공

격자가 당신의 기기를 손에 넣으면, 그들은 계속 새 비밀번호를 

시도해볼 것이다.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몇 초만에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를 시도할 수 있다. 즉, 4자리 수 PIN 번호는 전혀 당신

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긴 비밀번호도 시간을 조

금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 조건에서 진정 강한 비밀번호는 

당신이 암호화를 한다면, 상대편은 당신의 기기뿐만 아니

라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도 필요하다. 

- 지름길은 없다.

15글자 이상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전화나 모바일 기기에서 그렇게 긴 비

밀 문장을 외워서 입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적인 접근을 막

기 위해 암호화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진짜 기밀 데이터는 공격

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훨씬 안전한 

기계에 담아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보안용 컴퓨터 만들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잘해야 비밀번호나 

습관을 바꾸거나, 아마도 컴퓨터나 기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를 바꾸는 정도이다. 최악의 경우, 당신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

고 있지는 않은지,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계속 생각해봐야 한다. 당신이 문제를 알고 있을 때에도, 어

떤 해결책들은 당신이 채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당신이 위험

을 설명해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디지털 보

안 관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이 당신에

게 자신이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을 바로 열어보기를 원할 수 있

다. 그러나 공격자들이 당신의 직장동료로 가장해서 악성 소프

트웨어를 보낼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더 안전한 컴퓨터에 귀중한 데이터

나 통신기록을 보관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 컴퓨터는 단

지 가끔씩만 사용하고, 사용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첨부 파일을 열 필요가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를 이용할 때에는 다른 컴퓨터에서 해야 한다. 
<윈도 기기 암호화 - DiskCryptor 사용법>1)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diskcry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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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더 안전한 곳, 즉 잠겨진 캐비닛과 같이 침입한 흔적

이 있는지 당신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기기를 보관하는 것은 분

명 도움이 된다. 

테일즈(Tails)와 같이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초점을 둔 운영체제

를 설치할 수 있다.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단지 보관을 할 필요가 있거나 안

전한 기기에서 민감한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편집하고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테일즈(Tails)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높

은 보안 설정을 기본값으로 해야 한다. 

별도의 보안용 컴퓨터는 생각보다 값비싼 선택이 아니다. 거의 

이용되지 않고, 몇 개의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컴퓨터가 특별히 

빠르거나 새 것일 필요는 없다. 최신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가격

보다 훨씬 싼 중고 노트북을 살 수도 있다. 또한 오래된 노트북

은 새 모델보다는 테일즈(Tails)와 같은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더 

잘 작동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밀 데이터의 주 복제본을 보관하기 위해 보안용 컴퓨터를 사

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보안용 

컴퓨터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하나의 컴퓨터에 집중시

키면, 오히려 그것을 분명한 목표물로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을 잘 

숨겨서 보관하고, 그 위치를 말하지 않아야 하며, 강력한 암호로 

드라이브를 암호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혹시 도

난당하더라도, 비밀번호 없이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위험은 이 하나의 기기를 파괴하면 그 데이터의 유일

한 복제본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격이나 온라인 감시로부터의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보

안용 컴퓨터를 절대 네트워크나 와이파이에 연결해서는 안 된

다. 그리고 DVD나 USB 드라이브와 같은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

해 그 컴퓨터에 복제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는 컴퓨터

와 세계 사이의 “공간 격리(air gap)”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

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데이터를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보관하면서 도난당하고 싶지 않다면, 선택할만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만 사용하는 암호키, 비밀번호 목록이나 당신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시 사항, 혹은 당신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의 

사적인 데이터의 백업 복제본 등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컴퓨

터 전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감춰진 저장기기를 고려해볼 수 있

다. 안전하게 숨겨진 암호화된 USB도 인터넷에서 분리된 완전

한 컴퓨터와 같이 유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보안용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당신이 통

공격자가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단지 한 장소에 그것을 보관

하면 안 된다. 복제본을 암호화하여 또다른 곳에 보관하라. 

당신이 보안용 컴퓨터를 만든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만

들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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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용하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로그인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컴퓨터에서의 통신에 사용하는 별개의 웹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IP 주소를 감추기 위해 토르(Tor)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윈도에서 토르(Tor) 사용법>2) 참고) 누군가 악

성 소프트웨어로 당신의 신원을 특별히 목적으로 하거나, 단지 당

신의 통신을 감청하고자 한다면, 별개의 계정과 토르는 당신의 신

원과 보안용 컴퓨터 사이의 관계를 감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EFF의 ‘Keeping Your Data Safe’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org/en/

module/keeping-your-data-safe (2015년 2월 4일 마지막 업데이트)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4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제

18대 대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

당 당원들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쳐들어 갔다. 그 오피

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 등의 조작을 통해 선

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은 

문을 잠그고 40여 시간 동안 진입을 저지했다. 이후, 12월 

13일 해당 요원은 경찰청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등

을 제출했지만, 그 40여 시간 동안 관련된 자료를 이미 완

전하게 삭제한 뒤였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직

원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

으로 삭제했다고 한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삭제된 텍스트 파일 한 개를 복원할 

수 있었는데, 검찰은 “이 파일은 김하영이 수신한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임시파일 형태로 생성된 후에 자동으로 삭제됐

던 것이기 때문에 김하영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한 파

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인케이스 프로그램(수

사용 파일 복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텍스트 파일을 통해, 국정원이 여러 개의 아이

디를 만들어 댓글 등을 통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이 

일부 드러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증거물 분석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사

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증거자료의 삭제를 시도했다. 검

찰은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관련 자료를 삭

2. 컴퓨터 보안

보안용 컴퓨터 아이디어의 변종은 안전하지 않은 컴퓨터

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위험한 지역에 갈 때 혹

은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할 때만 이용하는 기기이다. 예를 

들어, 많은 언론인들과 활동가들은 여행할 때 작은 넷북

을 가지고 가는데, 이 컴퓨터는 그들의 문서나 일상적인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윈도에서 토르(Tor) 사용법>2)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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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 단체의 사무실이 수사 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활동가의 사무실 컴퓨터나 집에 있는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다. 하드디스크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관 하에 수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복제해가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해가

기도 한다. 스마트폰 역시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집

회 시위 과정에서 연행당한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종종 압수된다. 

수사 기관은 압수된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을 ‘포렌식’ 기술을 

사용하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데이터 암호화 

수사 기관의 포렌식으로부터 (물론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해커 등 

다른 공격자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

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데이터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보관하거나,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암호

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3 데이터를 안전

2. 컴퓨터 보안

제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

지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한다. 

국가 기관도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의 영구

적인 삭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국가의 감시로부

터 자신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하게 보관하기>와 <윈도 기기 암호화 - DiskCrytor 사용법>1)을 

참고하라.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4.2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보안 

설정> 및 <4.3 아이폰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데이

터 자체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데이터를 암호화하

는 경우 그 데이터의 존재 자체는 알려질 수 있다. 또한 암호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데이터가 무언가 민감한 데이터임을 암시할 수

도 있다. 물리적인 혹은 법적인 협박이나 강압을 통해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할 수도 있다. 

하드디스크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 

우리는 보통 파일을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을 비우면 파일이 삭

제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파일을 삭제한다고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컴퓨터는 일단 그 파일

을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디

스크 부분에 “이용 가능”이라고 표시한다. 즉, 운영체제가 그 파

일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파일

이 새 데이터에 의해 덮어 쓰여질 때까지는 몇 주, 몇 달, 혹은 몇 

주의 :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하거나 파

기하면, 본인 역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따

라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라면, 안전한 곳에 백업

을 해 두어야 한다.

<윈도 기기 암호화 - DiskCryptor 사용법>1)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diskcry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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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까지, “삭제된” 파일은 여전히 디스크 

안에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삭제 복원” 소프

트웨어나 포렌식 방법과 같이 올바른 도구를 갖고 조금만 작업

을 하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핵심은 컴퓨터는 보통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며, 다만 이후 언젠가 그 파일이 있던 공

간이 다른 것에 의해 덮어 쓰여질 수 있도록 할 뿐이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안전

하게 삭제 혹은 폐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덮어쓰기(override) : 삭제된 데이터 공간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난수로 덮어씀으로써 기존 데이터를 복원하지 못하

도록 하는 기법 

* 로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포맷한다. 알고리즘 자체는 덮어쓰기 기법과 비슷하다. 

* 자기적 삭제(magnetic erasing) : 커다란 자기장을 이용하

여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기법. 

* 물리적인 파괴, 분쇄 

‘빠른 포맷’은 데이터의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FAT)만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포맷으로는 데이터를 안

전하게 삭제할 수 없으며, 빠른 포맷 이후에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데이터가 없다면, 일상적인 이용에서는 빠

른 포맷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로레벨 포맷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포렌식을 통해 일부 데이터가 복구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로레벨 포맷을 통해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는 7번 정도 로레벨 포맷을 반복해주어야 한다. 

파일을 영구적으로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다른 것으로 

덮어 써서 복원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삭제된 데이터 공

간을 난수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도, 그리고 이와 관련

된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자신의 범

죄를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 있다. 윈

도용 안전 삭제 프로그램으로는 BleachBit가 있다. <데이터 안

전 삭제 프로그램 - BleachBit>2)을 참고하라. 

자기적인 방식의 삭제는 ‘디가우

징’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조사 과정에서 일반

인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지

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조

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

기 위해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완전 삭제한 것이 드러

<데이터 안전 삭제 프로그램 - BleachBit>2)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bleachbit/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http://impeter.tistory.com/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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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하드

디스크를  폐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하드디스크를 작은 크기로 분쇄하거나, 용광로 등을 통해 소

각하는, 즉 물리적인 파괴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

기할 수도 있다. 

안전한 삭제 도구의 한계

데이터 안전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

더라도, 이는 단지 당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디스크의 파일을 삭제

할 뿐이다. 또 다른 하드디스크나 USB 드라이브에 옮겨둔 백업이

나 이메일 서버 혹은 클라우드의 “타임머신”(백업)을 삭제하는 것

은 아니다. 안전하게 파일을 삭제하려면, 그 파일의 모든 복제본

을,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 삭제해야만 한다. 또한, (드롭박

스나 또 다른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파일이 한번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그것이 완전히 삭제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안전한 삭제 도구의 또 다른 한계가 있다. 모든 파

일의 복제본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 컴

퓨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파일 자체가 제대로 지워

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운영체제 혹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

의 일정 부분이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윈도

나 맥 OS에서, MS 오피스는 “최근 문서(Recent Documents)”에 

최근에 작업한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파일을 삭제하

더라도 지워지지 않는다. (때로 오피스는 심지어 파일의 내용을 포

함한 임시 파일을 가지고 있다.) 리눅스나 다른 유닉스 기반 시스

템에서 사용하는 오픈 오피스는 MS 오피스와 같은 정도의 기록들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쉘 기록 파일은, 어떤 파일이 안전

하게 삭제되어도, 그 파일의 이름을 포함한 명령어를 보관하고 있

다. 실제로 수많은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작동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다. 파일이 안전

하게 삭제되어도, 그 파일의 이름은 일정 기간 동안 컴퓨터에 계

속 남아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체 디스크를 덮어 쓰

는 것이 이름까지 삭제하는 100% 확실한 방법이다. “어떤 데이

터의 복제본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디스크를 검색할 수 있을

까?”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

니기도 하다. 그 데이터가 평문으로 되어 있다면 디스크 검색(예

컨데, 리눅스에서는 grep -ab /dev/ 와 같은 명령으로 수행)으

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을 압축하거나 혹

은 암호화했다면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검색 자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 파일의 내용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체 디스크를 덮어 쓰

고, 새로운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파일 기록을 완전히 삭제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

원의 노트북에서 TXT 파일이 발견된 것과 같이, 파일 자체를 

완전하게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체제나 연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파일의 제목과 같은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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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하드웨어를 버릴 때 안전하게 삭제하기

하드웨어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누군가 기존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소유자들이 이

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가득 찬 하

드 드라이브가 종종 팔리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바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그 수명이 다해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을 한쪽 구

석에 넣어두기 전에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 Darik’s 

Boot and Nuke는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이며, 그 사용법은 인터

넷에 많이 있다. <Darik’s Boot and Nuke 사용법>1) 참고.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하는 일부 소프트웨어는 마스터 키를 삭제하

여,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화된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키는 매우 작은 데이터이고 거의 순식간에 삭제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Darik's Boot and Nuke 같은 소프트웨어로 덮어 쓰는 것보다 빠

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하드 드라이브가 항상 암호

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전에 전체 디스크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버리기 전에 전체 드라이브를 덮어 써야만 한다. 

CD-ROMS 의 폐기

CD-ROM은 종이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CD-ROM을 

폐기하는 싼 파쇄기가 있다. 민감한 데이터가 있다면 CD-ROM

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 

SSD, USB 플래시 드라이브 , SD 카드 정보 안전하게 삭제하기 

SSD 드라이브, USB 플래시 드라이브, 그리고 SD 카드에서 데이

터를 안전하게 삭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주의하라! 왜냐

하면, 이러한 형태의 드라이브들은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이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안전한 삭제

에 문제가 되는지는 <ars technica’의 기사>2)를 참고하라). 

SSD(Solid State Disks), USB 플래시 드라이브, SD 카드가 작

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 안의 개별 파일이나 빈 공간을 안전하게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하

여, 그 안에 파일이 있더라도 누군가 그것을 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SSD의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왜 그러한지는 아래와 같다. 

SSD와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이

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웨어 레벨링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모

든 디스크의 공간은 책의 페이지와 같은 블록 단위로 나눠진다. 

파일이 디스크에 쓰여질 때, 특정한 블록이나 블록 묶음에 할당

된다. 파일을 덮어 쓰고 싶을 때 해야 할 일은 디스크가 이 블록

들을 덮어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SSD나 USB 드라이브에서, 

같은 블록을 지우거나 다시 쓰는 것은 그것을 마모시키게 된다. 

각 블록은 제한된 수만큼만 지워지거나 덮어 쓰여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여, SSD나 

USB 드라이브는 각 블록이 지워지거나 덮어 쓰는 횟수가 같게 

<Darik’s Boot and Nuke 사용법>1)

http://www.ucd.ie/itservices/itsupport/itsecurity/securitytools/howtousedbantorem
ovethecontentsfromaharddisk/

<ars technica의 기사>2)

http://arstechnica.com/security/2011/03/ask-ars-how-can-i-safely-erase-the-data-from-my-ssd-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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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가능한 오래동안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wear leveling 이라는 용어가 이에 유래한다.) 그 부작용의 

하나로, 파일이 원래 저장되어 있던 블록을 지우거나 다시 쓰는 

대신, 드라이브는 그 블록을 ‘인식불가능’으로 표시하여 놔두고, 

다른 블록에 수정된 파일을 쓰게 된다. 말하자면, 책의 어떤 페

이지를 그냥 놔두고 다른 페이지에 수정된 파일을 쓰는 것과 같

다. 그리고 책의 목차를 새로운 페이지를 가리키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디스크 전자기학의 매우 하위 계층에서 일

어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그것이 발생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즉, 파일을 덮어 쓰려고 해도, 실제로 덮어 썼는지 보장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SSD에서 안전한 삭제가 훨씬 어

려운 이유이다. 

휴대전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휴대전화의 저장 매체는 SSD를 주로 사용한다. 앞서 얘기했듯

이,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보다 안전한 삭제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4.1휴대전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를 참

고하라. 

이 글은 EFF의 ‘How to: Delete Your Data Securely on Windows’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

문은https://ssd.eff.org/en/module/how-delete-your-data-securely-window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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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보안

3.1 종단간 암호화와 안전한 통신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 노동당 부

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압수수색되었다. 이는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

조차 몇 개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진우씨 본인이 발

신한 내용만 압수된 것이 아니다. 단지 반일치 압수수색만으로 

무려 2,368명의 대화 내용이 함께 압수된 것이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많

은 사람들이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

비스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감청에는 협력하지 않

을 것이며(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기존에는 감청 영장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모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조해온 것이다), 기존에 평균 3~7일 서버

에 저장하던 것을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버에 암호키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 단

말기에만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프라이버

시 모드를 도입하였다. 이는 1:1 비밀대화 기능에 먼저 적용되었

고, 이후 그룹 채팅방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물론 여전히 카카오

톡 서버가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외국의 메신저 서비스에 비

해 한국 정부의 위협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안을 강화한 메신저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수사기

관은 이러한 암호화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

다. 기사1)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2015년 2월, ‘메신저 저장 방

식 분석 및 암호화 데이터 획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소트프웨어 

개발에 착수했는데, 개인과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메신저 앱 

4개의 데이터 암호화를 깨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한편, 기존의 통신사 외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감청이 힘들어

지자,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감청 설

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

이다(2015년 현재). 사실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법안은 예전 국

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번번이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물

론 이러한 감청 설비가 구축된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한 통신에 

이미지 출처 : 다음카카오 블로그http://blog.daumkakao.co.kr/252

<기사_‘카카오톡 보안 뚫겠다’ 2015년 6월 22일 한겨레신문>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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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과 인터넷은 이전보다 쉽게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감시 역시 만연하게 되었다.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모든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인터넷 전화(VoIP), 화

상 채팅, 소셜 미디어 등은 감시에 취약할 수 있다. 

종종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컴퓨터나 전화

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동안, 종단간

(end-to-end)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단간 암호화는 어떻게 작동하나 ? 

두 사람(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이 안전하게 통신하고 싶다

면, 그들은 각각 암호키를 생성해야 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메시

지를 보내기 전에, 그는 영희의 키로 암호화하여 오직 영희만 그

것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미 암호화된 메시

지를 인터넷으로 발송한다. 누군가 그들을 도청한다 해도 - 그들

은 철수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이

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 그들은 단지 암호화된 데이터만

을 볼 수 있을 뿐이며, 메시지를 읽을 수는 없다. 영희가 그것을 

받으면, 그녀는 자신의 키로 암호를 풀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종단간 암호화는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통신하는 쌍방이 

함께 이용하는 플랫폼을 믿지 않더라도 통신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어떤 서비스들

은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

지는 않다. 종단간 암호화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자신

들이 암호화에 이용하는 암호키가 자신이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

방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암호화라도, 예를 들어 정부

가 요구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가로채일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시지 및 이메일 보호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이용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언론자유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의 백서 <암호화는 효과적이다(Encription 

Works)>2)를 읽어보라. 

음성 전화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당신의 통화는 종단간 암

호화가 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단말기와 기지국 사

이에서 (약하게) 암호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 전화 

네트워크를 타고 흐를 때, 통신사에 의한 도청에 노출될 수 있고, 

나아가 정부나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감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음

성 대화의 종단간 암호화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전화

(VoIP)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된다면, 감청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활동가들은 적절한 통신 보안 조

치를 통해, 안전한 통신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는 효과적이다(Encription Works)>2)

https://freedom.press/encryption-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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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오스텔(Ostel)

* 레드폰(RedPhone)

* 사일런트폰(Silent Phone)

* 시그널(Signal)

* 짓시(Jitsi)

종단간 암호화된 인터넷 전화 대화를 위해서는, 통신하는 쌍방

이 같거나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문자 메시지 

표준 문자 메시지(SMS)는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휴

대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문자 메시지 대신 암

호화된 인스턴트 메시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종단간 암호화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중 어떤 것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서 텍스트시큐어(TextSecure)나 시그널(Signal) 이용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다. 챗

시큐어(ChatSecure)는 XMPP를 사용하는 어떠한 네트워크 상에

서도 OTR로 대화를 암호화하는 모바일앱이다. 즉, 많은 독립적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스턴트 메시지

오프더레코드(OTR)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문

자 대화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인스턴트 메시지

에 OTR을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도구는 다음과 같다.  

* 피진(Pidgin) (윈도 혹은 리눅스용)

* 아디움(Adium) (맥 OS X용) 

* 챗시큐어(ChatSecure) 

텔레그램(Telegram)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 논란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텔레

그램으로 ‘망명’하였다. 보안 채팅(secret chats) 기능을 

사용하면, 서버 운영자도 메시지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스마트폰 앱과 PC 프로그램, 그리고 웹으로 동

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역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

입하기는 했으나, 역시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우

려가 존재한다. 물론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서버 운영자

도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사람들이 프라이

버시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아마도 통상적인 이용), 

정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주의하라! 스카이프(Skype)나 구글 행아웃(Hangout)

과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 제공자는 도청

자가 엿들을 수 없는 전송 암호화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자신들은 엿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

다. 당신의 위협 모델에 따라,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https://ostel.co/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otr-pidgin/

https://ssd.eff.org/en/module/how-use-otr-mac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smartphone-security/how-to-use-chatsecure/

https://ssd.eff.org/en/module/how-use-redphone-android

https://silentcircle.com/services#mobile

https://ssd.eff.org/en/module/how-use-signal-–-private-messenger

https://jitsi.org/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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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 웹브라

우저로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들 중 대다

수는 HTTPS 혹은 전송 레이어 암호화를 제공한다. 만일 웹 메

일에 로그인했을 때 URL이 HTTP 대신 HTTPS(예를 들어, 

https://mail.google.com)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HTTPS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메일 제공자가 HTTPS 를 지원하지만, 기본설정이 아닐 경우, 

URL 주소의 HTTP를HTTPS로 바꾸고 페이지를 다시 읽어들여야 

한다. 당신이 사이트에서항상 HTTPS를 사용하고 싶다면, 파이어

폭스나 크롬 확장 프로그램(add-on)인 HTTPS Everywhere 브라

우저(https://www.eff.org/https-everywhere)를 다운로드 하라. 

SSL 혹은 HTTPS 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전송되

는 데이터를 암화화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HTTP를 통한 연결보다 기밀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인증, 신용카드 등 주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웹사이트

에서 SSL이 이용된다. 

특정한 웹사이트가 SSL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https:// 로 시작하는 웹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

보면 된다. SSL로 연결이 되면, 웹주소 옆에 자물쇠 표시

가 보인다.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EFF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들의 보안성

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즉, 전송 중에 암호화되는지, 서버 운

영자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메신저 프

로그램을 평가한 것이다. (아직 카카오톡은 평가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EFF가 평가한 결과는 ‘SECURE MESSAGING 

SCORECARD’ 홈페이지(https://www.eff.org/secure-

messaging-scorecard)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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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정으로 HTTPS를 이용하는 웹메일 제공자는 다음과 같다. 

*  지메일(Gmail)

*  라이즈업(Riseup)

*  야후(Yahoo)

* 진보넷 웹메일

어떤 웹메일 제공자는 설정(setting)화면에서 선택을 해주어야, 

기본으로 HTTPS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는 핫메일(Hotmail)이다. 

전송 레이어 암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그것이 필요할까? 

SSL 혹은 TLS라 불리는 HTTPS는 당신의 통신을 암호화해서 다

른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란, 공항이나 카페

에서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같

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관리자, 악의적인 해커, 정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포함한다. 

HTTPS가 아니라 HTTP를 이용하여, 당신이 방문한 웹 페이지

나 이메일, 블로그 글, 게시물 등 웹 브라우저에서 보내진 통신 

내용을 공격자가 가로채서 읽는 것은 간단하다. 

HTTPS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추천하는 웹 브라우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 수준이다. 그것은 안전 벨트를 매는 것처

럼 기본적이다. 

그러나 HTTPS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HTTPS를 이용하

는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 정부나 법 집행기관이 영장을 갖

고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다수 이메일 서비

스 제공자는 당신의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 정부의 요청을 받았

을 때 당신에게 고지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책

들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며, 많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용자 데이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지 못

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된다. 

구글, 야후, MS와 같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은 투명성 보고

서를 발간하여,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받

은 요청 건수, 그러한 요청을 어떠한 국가에서 했는지, 얼마나 자

주 이용자 데이터 제공을 목록화하는지 등을 공개한다. 

당신의 위협 모델이 정부나 법 집행기관을 포함한다면 , 

혹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의 이메일 내용을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받기를 원하는 다른 이

유가 있다면 , 이메일에 종단간 암호화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우, 로그 기록과 같은 통신 기록(법적으로는 ‘통

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한다), 감청, 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에게 사후에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수사 기관들은 관련 조항을 악용하여, 당

사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름, 연

락처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은 영장 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왔으며, 당사

자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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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 (혹은 Pretty Good Privacy)는 이메일 종단간 암호화의 표준

이다. 제대로 사용된다면, 당신의 통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

한다. 이메일에 PGP 암호화를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  맥 OS X용 PGP 사용법 

*  윈도용 PGP 사용법

*  리눅스용 PGP 사용법

종단간 암호화가 할 수 없는 것

종단간 암호화는 단지 당신의 통신 내용만을 보호할 수 있으며, 

통신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보호할 수 없다. 즉, 이메일 제목, 당

신이 누구와 언제 통신했는지 등 통신 기록은 보호하지 못한다. 

전화 통화에 대한 통신기록은 어떤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

를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 

► 그들은 당신이 새벽 두 시에 폰섹스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18분 동안 

얘기했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에 대해 얘기했는지는 모른다. 

► 그들은 당신이 골든 게이트 다리에서 자살 방지 핫라인에 전화했다는 

것은 알지만, 통화 주제는 비밀로 남는다. 

► 그들은 당신이 HIV 테스트 서비스와 얘기하고, 그 다음 의사와, 그리

고 건강보험 회사와 같은 시간대에 전화했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는 모른다. 

► 그들은 당신이 총기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지역 전미

총기협회의 전화를 받고, 그 후 즉시 국회 의원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알지만, 통화 내용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하다. 

► 그들은 당신이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30분과 얘기한 후, 같은 날에 지역 

가족계획협회의 번호로 전화했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에 대해 얘기했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당신의 위치정보가 통신기록이 된

다. 2009년, 독일 녹색당 정치인 말테 스피츠는 독일 통신사를 

고소하여 자신의 6개월 치 통화기록을 넘겨받아 독일 신문에 공

개하였다. 이를 시각화하면 스피츠가 이동한 상세한 경로를 보

여준다. 

https://ssd.eff.org/en/module/how-use-pgp-linux

https://ssd.eff.org/en/module/how-use-pgp-windows-pc

https://ssd.eff.org/en/module/how-use-pgp-mac-os-x

통신 내용이 비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통신 기록은 

당신에 대한 극히 내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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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신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단간 암호화와 동시

에, 토르(Tor)와 같은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윈도에서 토르

(Tor) 사용하기>3) 참고)

다양한 잠재적 공격자로부터 당신의 통신 내용과 통신 기록을 보

호하기 위해 토르(Tor)와 HTTPS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https://www.eff.org/pages/

tor-and-https

이 글은 EFF의 ‘Communicating with Others’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org/

en/module/communicating-other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신 보안

 암호화는 코드, 암호, 비밀 메시지의 수리 과학이다. 역사를 통

해, 사람들은 상대방 외에 누구도 읽을 수 없도록 서로 메시지

를 주고받기 위해 암호를 이용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고 있다. 디

지털 암호화 기술은 단순 비밀 메시지를 넘어 확대되었다. 오늘

날 암호화는 메시지의 발신자를 확인하거나, 토르(Tor)를 이용

해 익명으로 웹을 검색하는 것과 같이 더 정교한 목적을 위해 사

용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암호화는 상당히 자동적이고 간단하다. 그러

나 암호화가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록,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암호화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개의 개념

개인키(Private Key)와 공개키(Public Key)

암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키’이다. 일반

적인 형태의 암호화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컴

퓨터에 비밀리에 저장되고, 당신에게만 보내진 메시지를 읽는데 

사용된다. 또한, 개인키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에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키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공개하여 사람들이 당신과 비밀리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신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다. 개인키

와 공개키는 쌍으로 만들어지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3.2 암호화란 무엇인가?

<윈도에서 토르(Tor) 사용하기>3)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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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개념은 보안 인증서이다. 웹 브라우저는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와 암호화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

렇게 할 때, 웹 브라우저는 (www.jinbo.net 과 같은) 도메인 

네임의 공개키를 체크하기 위해 인증서를 검토한다. 인증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웹사이트의 올바른 공개키를 알고 있는

지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그들과 안전하게 통신하도

록 한다. 

때때로 당신은 웹에서 인증서와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것은 호텔이나 카페의 네트워

크가 웹사이트와 당신의 비밀 통신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

생한다. 또한, 인증 시스템 내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

다. 그러나 가끔 해커, 도둑, 경찰, 정보기관이 암호화된 연결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우들의 차이를 알기는 극히 힘들다. 따라

서, 만일 당신이 계정을 갖고 있는 사이트에 관련되었거나, 어떤 

민감한 정보를 읽고 있을 때에는 인증서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키 지문 

“지문”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보안 영역에서 서로 다른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가 “키 지문”인데, 이는 “342e 2309 bd20 

0912 ff10 6c63 2192 1928”와 같은 일련의 문자열이다. 이는 

인터넷의 어떤 사람이 올바른 개인키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유하

고 안전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키 

지문이 올바르다는 것을 체크한다면, 이는 그것이 진짜로 그들

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키가 복제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

른 누군가가 같은 지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EFF의 ‘What Is Encryption?’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org/en/

module/what-encryption (2014년 11월 3일 마지막 업데이트)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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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는 Pretty Good Privacy (매우 좋은 프라이버시)를 의미

한다. 실제로 프라이버시에 매우 좋다. 제대로 이용하면, 심지

어 자원이 많은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으로부터도 메시지, 텍스

트, 파일 등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암

호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얘기한 것은 PGP와 관

련 소프트웨어이다. 정부가 특정인의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압

수해서, 혹은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멀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혹은 피싱 공격을 통해) 개인 키를 훔쳐간 전례가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보호를 무력화시키고 과거의 

메일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당신은 문에 절

대 열 수 없는 자물쇠를 채워놨지만, 누군가 거리에서 당신의 

열쇠를 소매치기해서 그것을 복사한 후 다시 당신의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자물쇠를 굳이 깨지 않더라도 집에 들어갈 수 있

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PGP는 이해하거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PGP가 사

용하는 강력한 암호화(공개키 암호화)는  기발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PGP 소프트웨어 자체는 1991년부터 있어왔으나, 그 외

양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좋은 소식은 PGP의 예전 디자인을 감추고 다소 사용하기 쉽게 

한,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PGP의 주 

용도인 이메일의 암호화와 인증과 관련된 프로그램 말이다. 우

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가이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PGP와 그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루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공개키 암호화를 이해해 보자. 그것이 무엇

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당신이 언제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두 개의 키 이야기 

감시와 싸우기 위에 우리가 암호화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이 하

려고 한다. 

우리는 “안녕 엄마”와 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로 암호화한

다. (예컨데, “OhsieW5ge+osh1aehah6,”) 암호화된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보낸다.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 누

구도 이해할 수는 없기를 바란다. 목적지, 즉 원하는 수신자에게 

도착했을 때, 단지 그 원하는 수신자만 그것을 원문으로 복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데,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복호화하는 방법을 어

떻게 알까? 이를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추

가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암호 내의 메시지를 풀 수 있

기 때문에, ‘복화화 키’라고 부르자. 

어떻게 수신자는 그 키를 알까? 대부분, 발신자가 이전에 수신자

에게 키를 얘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메시지를 거울에 비

춰봐”라거나 “각 글자를 알파벳의 다음 글자로 바꿔봐”와 같이. 그

런데 이러한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당신이 암호화된 메시지가 감

시당할 것을 우려한다면, 그 키는 수신자에게 감시당하지 않고 어

3. 통신 보안

3.3 공개키 암호화와 PGP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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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만일 공격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정교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은 의미가 없다. 만일 당신이 해독할 수 있는 키를 전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비밀 메시지 자체를 보내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공개키 암호 방식은 이를 위한 근사한 해법이다. 대화의 양 당사

자는 두 개의 키를 생성한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며 결코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야 하는 개인키이다. 다른 하나는 공개키

인데, 이는 당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라도 전달할 수 있

다. 누군가 공개키를 보는 것은 상관없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

록 온라인에 올려놓을 수 있다. 

“키” 그 자체는 사실, 어떤 수학적 속성을 가진, 매우 큰 숫자이다. 

공개키와 개인키는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공개키로 어떤 것을 암

호화하면, 누군가 그것과 부합하는 개인키로 복호화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당신이 철수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철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며, 여느 공개키 암호화 이용자와 같

이, 그는 자신의 개인키와 연결되는 공개

키를 그의 웹페이지에 올려놓는다. 당신은 

철수의 공개키를 다운로드하여, 그것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한 후, 그에게 보낸다. 그

는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는데, 왜

냐하면 그것과 매칭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

게 할 수 없다. 

전자 서명

공개키 암호 방식은 복호화 키를 수신자에게 몰래 전달해야 하

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수신자가 (스파이를 포함하

여) 모두에게 전달하는, 수신자의 개인키와 매칭되는 공개키, 즉 

암호화 키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메시지를 암호

화하는 데에만 유용할 뿐, 누구도 그 메시지를 복호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메시지를 어떤 공개키

로 암호화한다면, 그것은 매칭되는 개인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당신이 어떤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면, 그것은 매칭되는 공개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유용할까? 첫 눈에 보기에는, 전 세계 누구나 (최소한 

당신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풀 수 있도록 당신의 개인

키로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 보인

다. 그러나 내가 “난 철수에게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해”라

는 메시지를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개인키로 비밀 메

시지로 만들어보자. 누구나 그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지만, 단

지 한 사람만이 그것을 쓸 수 있다. 즉,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다. 내가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은 오로지 나일 것이다. 즉, 그 메시지를 내 개인키로 암호

화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내가 썼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실세계에서 메시지에 서명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메시지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이다. 

서명은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도록 한다. 누군가 “난 철수에게 100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어 https://en.wikipedia.org/wiki/

Public-key_cryp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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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해”라는 메시지를 “난 영희에게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해”로 바꾸려 해도, 내 개인키로 그것을 다시 서명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명된 메시지는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그리

고 중간에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 방식은 당신이 공개키를 아는 누군가에게 메

시지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공개키를 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오로지 당신만 복호

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공개키를 안다면, 당신은 메시지에 서명해서 사람들이 그 메시

지를 당신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이 누군가의 

공개키를 안다면, 그들이 서명한 메시지를 복호화 해 봄으로써 

진짜 그들이 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공개키를 알수록, 공개키 암호 방식이 

더 유용해진다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다. 당신의 개인키를 안전

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누군가 당신의 개인키 복

제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고, 마

치 당신이 쓴 것처럼 메시지에 서명할 수 있다. PGP는 당신이 개

인키를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의 개인

키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것이다. 

PGP 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PGP는 대부분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세부 사항

들에 관계된다. 당신이 공개키/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개인키를 

비밀번호로 보호하고, 개인키와 공개키를 텍스트에 서명하고 암

호화하는데 이용한다. 또한 “공개키 서버”에서 다른 사람의 공개

키를 다운로드하고 당신의 공개키를 업로드하는데, 공개키 서버

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공개키를 찾을 수 있는 저장소이다. 이

메일 소프트웨어에서 PGP 호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는

지는 <윈도용 PGP 사용법>1)을 참고하라.

PGP 고급 : 신뢰의 망

공개키 암호 방식에는 잠재적인 허점이 존재한다. 내가 버락 오바

마의 공개키를 배포한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면, 

그들은 오바마에게 이 키로 암호화하여 비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

할 것이다. 혹은 사람들은 그 키로 서명된 것을 진짜 오바마가 쓴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 문서의 

저자 중의 누군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 속았다! (이 경우 가짜 키를 만든 사람이 실제로 전

송 중의 메시지를 가로채 읽을 수 있었는지, 혹은 사람들이 안전한 

대화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려는 장난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개요에서 당신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 그것

은 당신의 개인키를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 긴 비

밀번호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당신의 공개키는 당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정말 당신이 썼는지 

알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 

<윈도용 PGP 사용법>1)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p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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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묘한 공격은 공격자가 서로 대화 중인 두 사람 사이에

서, 그들의 전체 대화를 감청하면서 때때로 대화 사이에 공격자

의 오도된 메시지를 끼워 넣는 것이다. 서로 다른 많은 컴퓨터와 

사적인 설비들을 거쳐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인터넷이 설계되

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man-

in-the-middle attack”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전 합의 없는 키 교환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여기 내 키가 있

어"라고 오바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공개키를 보낸

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서 자신의 키를 대신 끼워 넣는

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키가 진짜로 그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

을까? 한 가지 방법은 공개키 소유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방법은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고 비밀키를 주고받는 애초

의 방식보다 나을 게 없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적으로 만날 때, 그

리고 공개 암호 행사에서 공개키를 주고받는다. 

PGP는 “신뢰의 망”이라는 조금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신

뢰의 망에서, 내가 어떤 키가 특정인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키에 서명하여 그 키(와 서명)를 공개키 서버에 올려놓는다. 

이 키 서버는 키를 요청한 누군가에게 서명된 키를 전달한다. 

대략 얘기하자면, 내가 신뢰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키에 서명했

을수록, 그 키가 실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진다. PGP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키에 서명하도록 

하고, 당신이 다른 서명자를 믿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키

에 서명하면 당신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그 키가 유효하다

고 믿는다. 

신뢰의 망 역시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EFF와 같은 단체

는 현재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

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서 키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

니라면, 신뢰의 망과 공개키 서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이다. 

메타 데이터(통신 기록) : PGP가 할 수 없는 것

PGP는 메시지의 콘텐츠를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원본이며, 누

군가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당신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

했듯이, 당신의 메시지에 대한 정보 역시 콘텐츠를 드러낼 수 있

다. 당신이 반체제 인사와 PGP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그 메시

지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단지 그들과 소통했다는 것만

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암호화된 메

시지의 복호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한다. 

당신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PGP 공개키를 조용히 

간직할 수 있고,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키 서버에 업로드하지 말라고 

PGP 는 당신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 혹은 당신이 

PGP 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출 수는 없다 . 

당신이 공개키를 키 서버에 업로드하고 , 다른 사람의 

키에 서명한다면 , 당신은 어떤 키가 당신 것이고 , 당신

이 누구를 아는지 드러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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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할 수 있다. 당신은 키에 당신의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다. 

당신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속이는 것은 더 어렵다. 이를 위

한 한 가지 방법은 소통하는 쌍방이 모두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토르(Tor)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고 해도, PGP는 여전히 유용하다. 이메일 메시지를 다른 사람으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서로 그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

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EFF의 ‘An   Introduction to Public Key Cryptography and PGP’을 기초로 한 것입니

다. 원문은   https://ssd.eff.org/en/module/introduction-public-key-cryptography-and-

pgp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신 보안

소셜 네트워크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웹

사이트이자 도구들이다.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트위터는 각각 

수억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통상 글, 사진, 개인 정보의 공유라는 아디이어

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발

언하는 포럼이기도 한데, 조직화와 발언은 많은 경우 프라이버

시와 익명성(pseudonymity)에 의존한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

크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내 자신

을 보호하면서 이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는? 나의 정체성은? 내 연락처와 관계

는? 나는 어떤 정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그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당신은 소셜 미디어 자체로부터, 다른 이용

자로부터, 혹은 둘 모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당신의 계정을 설정할 때 유념해야할 몇 가지 팁이 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등록하기 

◈  당신은 실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페이스북과 같은 일부 

소셜 미디어는 소위 “실명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당신이 실명을 사용하고 싶지 않

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3.4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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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할 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당신의 신원을 

감추고 싶다면,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라. 등록시 IP 주소가 남

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2단계 인증을 사용해

야 한다. 

◈  패스워드 찾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신의 소셜 미디어 내용으

로부터 추측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당신

이 허구의 답변을 사용하고 싶다면, 패스워드 찾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선택한 답변을 비밀

번호 금고에 기록하는 것이다. (<KeePassX 사용법>1) 참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체크하라

제3자에 의해 보관되어 있는 정보는 그들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

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회사와, 예를 들어 마케팅 

업체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정책

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지만, 당신의 데이터가 어

떻게 이용되는지, 언제 그것이 다른 곳과 공유가 되는지, 법 집

행기관(수사기관)의 요청에 그 서비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영리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은 종종 당신이 분명하게 입

력한 것 이상의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관심사나 광고에 반응하는지, 당신이 어떤 사이트에 방

문했는지(“좋아요(Like)” 버튼을 통해) 등을 수집한다. 관련없는 

정보들이 제3자에게 수동적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3자 쿠키를 막고 추적기-차단(tracker-blocking)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일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은 타

겟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커들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 EFF는 이와 같은 추적 전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설정 바꾸기 

특히, 기본 설정값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글이 일

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원하는가, 혹은 특정한 그룹에게만 공

개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당신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당신을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공

유되기를 바라는가? 

프라이버시 설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때때

로 프라이버시 설정은 강력하고 더 세부적으로 될 수 있고, 때로

는 그렇지 않다. 한때는 사적이었던 정보가 공유될 것인지, 혹은 
<KeePassX 사용법>1)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keepassx/

『페이스북의 데이터 브로커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https://www.eff.org/deeplinks/2013/02/howto-opt-out-databrokers-showing-

your-targeted-advertisements-facebook

『트위터의 데이터 브로커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https://www.eff.org/deeplinks/2013/07/how-opt-out-twitters-tailored-

advertisements-and-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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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보안

3.5 온라인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

한국의 온라인 검열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인터넷 실명제. 글을 쓰기 전에 신원 확인을 통해 위

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거시기 

실명제나 게임 실명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자발적인 본인 확인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 쇼핑 사이트 등 많은 사이트들이 여전히 불필요한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이다. 

법원 판결도 없이, 자신들이 '불법' 혹은 ‘유해’'하다고 판

단한 콘텐츠에 대해 삭제 권고를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삭제 명령을 내린다. 

해외에 콘텐츠가 있으면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의 

정부 기관이 해외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강제할 권한은 없

지만, 최소한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는 있다. 한국의 이용자들은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네트

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밖에 없으므로, 차단 목록을 만들어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단하게 된다. 

음란물 뿐만이 아니라, 북한 관련 사이트, 혹은 저작권 침

해 사이트 등도 차단된다. 물론 차단되는 사이트들이 정말 

추가적인 설정이 당신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변화를 유심히 봐야만 한다. 자세한 내

용은 페이스북 보안 설정을 참고하라. 

소셜 그래프 

당신이 자신에 대한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친구들이 사진에 

당신을 태그하거나, 위치를 공개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

과 자신들의 관계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게시물에서 당신

이 태그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

버시는 소급해서 작동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

은지 얘기해야 한다. 

이 글은 EFF의   ‘Protecting Yourself on Social Networks’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org/en/module/protecting-yourself-social-network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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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온라인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이

다. 더 깊이 있는 가이드를 원한다면, 자유·오픈소스 매뉴얼 가이

드 <검열 우회하기>1)를 참조하라. 

많은 정부, 기업, 학교 등은 이용자가 특정한 웹사이트나 서비스

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이를 인터

넷 필터링 혹은 차단이라 부르며, 일종의 검열이다. 콘텐츠 필터

링은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 때로는 전체 웹사이트가 차단되

고, 때로는 개별 웹페이지가, 때로는 어떤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기반해서 차단된다. 어떤 나라는 페이스북 전체를 차

단할 수 있고, 혹은 단지 특정한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만 차단할 

수도 있다. 특정 단어, 예를 들어 “파룬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나 검색을 차단할 수도 있다. 

콘텐츠가 어떻게 차단되는 지를 떠나서, 당신은 ‘우회 도구'를 이

용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우회 도구는 보

통 당신의 웹 트래픽 등을 다른 컴퓨터를 통해 전송되도록 함으

로써, 검열을 수행하는 장치를 우회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통

신을 유통하는 중간매개 서비스를 ‘프록시’라고 한다. 

불법적인지는 알 수 없다. 차단 목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

므로, 어떠한 사이트들이 차단되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차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와 같은 검열을 피해서 차단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

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자. 

이미지 출처 : How to Bypass Internet Censorship - http://flossmanuals.net/bypassing-censorship
자유·오픈소스 매뉴얼 가이드 <검열 우회하기>1)

http://flossmanuals.net/bypassing-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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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도구가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약속하거나, 혹은 이름에 “익

명서비스(anonymizer)”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추가적인 

보안이나 익명성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은 추가

적인 보안을 제공한다. 당신에게 적합한 도구는 당신의 위협 모델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기본적인 기법 

HTTPS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HTTP 프로토콜의 안전 

버전이다. 때때로 검열은 안전하지 않은 버전의 사이트만 차단하며, 

주소창에 도메인을 칠 때 HTTPS로 시작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다. 필터링이 키워드에 기반하고 있거나 개별 웹페이지만을 차단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HTTPS는 검열관이 당신의 웹 트래픽

을 읽지 못하도록 하며,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가 보내졌는지, 혹은 

당신이 어떤 개별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검열관

은 당신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여전히 볼 수 있다) 

당신이 이런 종류의 단순한 차단을 의심하고 있다면, 도메인 네

임 앞에 http:// 대신 https:// 를 넣어보라. 

당신의 위협 모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1.1위협 모델링>을 

참고하라.

HTTPS를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HTTPS를 켤 수 

있는 EFF의 HTTPS Everywhere 플러그인을 사용해보라. 

기본적인 검열 기법을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체할 수 있

는 도메인 네임이나 URL로 접속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http://

twitter.com 대신, 모바일 버전인 http://m.twitter.com으로 접속

할 수 있다. 웹사이트나 웹 페이지를 차단하는 검열은 보통 금지되는 

웹사이트들의 차단 목록을 통해서 이다. 따라서 차단 목록에 없는 것

들은 차단되지 않는다. 검열자가 특정한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의 모

든 변종을 다 알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그 사이트들이 차단된다는 것

을 알고 하나 이상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경우에는 말이다.

웹 기반 프록시 

(http://proxy.org/ 와 같은) 웹 기반 프록시는 검열을 우회하

는 좋은 방법이다. 웹 기반 프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신은 접

근하고자 하는 차단된 주소를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럼, 프록시가 

요청한 콘텐츠를 보여줄 것이다. 

웹 기반 프록시는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빠른 방법이지만, 

종종 어떠한 보안도 제공하지 않으며, 당신의 위협 모델이 누군가 

당신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할 때에는 좋지 않은 선

택일 수 있다. 또한,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그램과 같이 웹페이지가 

아닌 서비스가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

로, 위협 모델에 따라, 웹 기반 프록시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프라이

버시 침해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프록시는 당신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된 프록시 

많은 프록시 도구들이 차단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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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한다. 연결은 암호화되

지만, 프록시 도구는 당신의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도구가 익명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웹 기반 프

록시보다는 더 안전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암호화된 웹 프록시는 “https”로 시작한다. 

즉, 안전한 웹사이트에서 통상 이용하는 암호화를 이용한다. 아이

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프록시 운영자는 다른 안전한 웹사이트

와 당신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s)

가상 사설 네트워크는 당신의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사이의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낸다. 이 컴퓨터는 상업적 VPN 

서비스에 속할 수도 있고, 비영리 VPN 서비스일 수도, 혹은 당신

의 회사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일 수도 있다. VPN 서비스가 제대로 

설정된다면, 웹페이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인터넷전화

(VoIP) 그리고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VPN은 당신의 트래픽이 중간에 가로채이지 않도록 보호하

지만, VPN 제공자는 당신 트래픽의 로그들(당신이 접속한 웹사

이트, 언제 접속했는지 등)을 보관한다. 혹은 당신의 웹 이용을 제

3자가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당신의 위협 모델에 따

라, 정부가 당신의 VPN 연결을 엿보거나, 로그 기록을 취득할 가

능성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이용자들에게는 VPN

을 이용하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위협이 클 수 있다.  

특정 VPN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토런트 프릭의 기사2)를 참고하라. 

(법적 책임 부인 : 모범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갖고 있는 일부 

VPN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당신이 신

뢰하지 못하는 VPN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토르 (Tor)

토르는 당신에게 익명성을 제공해주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

웨어이다. 그것은 또한 검열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토르를 

이용할 때, 당신이 보내는 정보는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당신

의 트래픽이 양파 라우터(onion routers)라고 불리는,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를 돌고 돌아서 전송되기 때문이다. 토르는 익명

성을 제공하는데,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컴퓨터가 당신의 IP 주

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컴퓨터는 당신의 트래픽이 경유한 

맨 마지막 토르 라우터의 IP 주소를 볼 수 있을 뿐이다. 

(bridges 와 obfsproxy 등) 몇 개의 선택적인 기능들과 함께 사

용하면, 토르는 정부의 검열을 안전하게 우회하는 최고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정부의 검열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설정된다면, 당신 국가의 네트워

크에서 엿보고 있는 공격자로부터 당신의 신원을 보호해주기 때

문이다. 그러나, 토르는 느릴 수 있다. 

토르 사용법은 윈도에서 토르(Tor) 사용법3)을 참고하라. 

토런트 프릭의 기사2) 

https://torrentfreak.com/which-vpn-services-take-your-anonymity-seriously-2014-edition-140315/

<윈도에서 토르(Tor) 사용법>3)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tor/

이 글은 EFF의 ‘How   to: Circumvent Online Censorship’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

ssd.eff.org/en/module/how-circumvent-online-censorship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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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기본적인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 전화 통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하고, 문

자 메시지를 보내고, 세계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휴대전화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되

지 않았다. 통신을 보호하는데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로운 감시 위협에 노출시킨다. 특히, 위치 추적이 그렇다. 대부

분의 휴대전화는 PC나 노트북에 비해 이용자가 통제하기 훨씬 

힘들다. 운영체제를 바꾸기도 힘들고,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

을 탐지하기도 힘들다. 원하지 않는 번들 소프트웨어를 제거하

거나 교체하기도 힘들고, 이동통신사 등이 당신이 기기를 어떻

게 이용하는지 감시하는 것을 막기도 힘들다. 더 나아가, 휴대전

화 제조업체가 당신의 기기는 오래되었고 보안 결함 수정을 포

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

4. 휴대전화 보안

4.1 휴대전화와 관련된 보안 이슈

2015년 4월,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100명 중 42명의 휴

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또한, 2014년 6월에는 4·16연대의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하

였다. 휴대전화에는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용, 통화 

내역, 사진, 검색 기록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설사 

휴대 전화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집행하면 지워진 

내용을 복구할 수도 있다. 

휴대 전화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기사1)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압수한 휴대전화를 지방경찰청에 

보내 포렌식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스마

트폰 증거 추출’ 프로그램 입찰을 진행하고 이를 2015년 가을부터 전

국 경찰서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아이폰의 경우 데이터가 암

호화되어 저장되고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렌식

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2)했다고 한다. 

휴대 전화와 관련한 또 다른 위협은 수사기관에 의한 위치 추적이다. 

실시간으로 수사 대상의 위치를 추적하기도 하고, 과거의 위치 정보를 

확보해 시위 참가자를 식별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중 경찰이 조합원 및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

다. 2008년에도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

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3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

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휴대전화는 활동을 위한 필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인권 활동가를 위협

하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과 단체의 보안을 위

해 휴대전화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사1)_경찰, 스마트폰 증거추출 SW 도입 추진(2015년 5월 25일자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664.html

기사2)_‘카카오톡 보안 뚫겠다’… ‘열쇠’만드는 수사기관(2015년 6월 22일자 한겨레신문)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munication-security/how-to-us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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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할까.

이러한 문제들 중 어떤 것은 제3의 업체가 만든 프라이버시 소프

트웨어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휴대 전화가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 프라

이버시를 침해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위치 추적 

휴대전화의 가장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협은 휴대전화가 발송하

는 신호를 통해 하루 종일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기 때

문에 발생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추적당할 수 

있는 최소한 네 가지 방법이 있다. 

1. 모바일 신호 추적 - 기지국 

현대의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휴대전화 업체는 전화기가 켜

져 있고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으면, 특정한 가입자의 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는 보통 ‘삼각측량’이라고 부

르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방식으로부터 나온다. 

운영자가 이를 수행하는 한 방법은 특정한 가입자의 휴대전화에

서 나오는 신호의 세기를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감지하여, 이렇

게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휴대전화의 위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운영자가 가입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확도는 운영자가 이용

하는 기술,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지국이 있는지 등 여러 요

소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도시의 블럭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시스템은 더 정밀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어서 운영자의 네트워크에 신호를 전송하

는 한, 이러한 종류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보

통 모바일 운영자(즉, 이동통신사)만 이러한 추적을 실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통신사에게 (실시간이든 과거의 기록이든) 이

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2010년에 독

일 프라이버시 옹호자인 말테 스피츠는 프라이버시법을 통해 통

신사로부터 자신의 통신 기록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교육 자료

로 공개하여 이동 통신사가 이용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

zeit.de/digital/datenschutz/2011-03/data-protection-

malte-spitz 참조) 이런 데이터에 정부가 접근할 가능성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한국 등 이미 많은 법 

집행기관에 의해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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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또 다른 형태에는 ‘기지국 수

사’(tower dump)가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동 통신사에게 특

정 시각에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의 목록

을 요청한다. 이는 범죄 수사에 사용될 수도 있고, 특정한 항의 

집회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

나 정부는 2014년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 기지국 수사를 이용했다.

또한 통신사들은 현재 기기가 어디에서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이 데이터는 다수의 기지국 측정값을 

모은 추적 데이터보다 덜 정확하지만, 개인기기를 추적하는 서비

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어느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하는지 알

아내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문의하고, 그 결과값을 정부 혹은 개

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리 서비스의 기반으로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추적 정보가 얼마나 접근 가능한

지 보도한 바 있다) 기존의 추적 방법과 달리, 이러한 방식의 추적

은 통신사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이 

기술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2. 모바일 신호 추적 - IMSI 탐지기

정부 혹은 다른 기술에 능숙한 조직은 IMSI 탐지기 같은 것을 사

앞서 언급했듯이, 실시간 위치추적은 한국의 수사기관들

도 종종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되

어 있다. 

위치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가 언제 누구와 어디서 몇 

번이나 통화를 했는지와 같은 통신내역을 의미한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는 ‘과거의 통신내

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허가서 발부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통신내역’까지 확장해서 실시간 위

치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 제

한 없이 당사자도 모르는 채 장기간 위치추적 감시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보도자료

(2014.5.13)를 참고하라. 

http://act.jinbo.net/drupal/node/7998

한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소위 ‘기지국 수사’ 방법이 종종 

활용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1년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은 ‘기지국 수사’를 활용하여 659명의 통화기록 

및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조회한 바 있다. 기지국 수사에 대

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보네트

워크센터의 보도자료(2012.6.14)를 참고하라. 

http://act.jinbo.net/drupal/node/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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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위치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도 있다. IMSI 탐지기는 이동

식 가짜 기지국인데, 특정 이용자의 휴대 전화를 추적하고, 물리

적인 위치를 탐지하며, 그들의 통신을 엿듣기 위해 진짜 기지국

인 것처럼 위장한다. IMSI는 특정한 가입자의 SIM 카드를 식별

하는 ‘국제 이동통신 가입자 신원 번호’를 의미한다. IMSI 탐지

기는 기기의 다른 특성들 또한 이용하여 그 기기를 목표로 할 수 

있다. 

IMSI 탐지기가 특정 지역에서 

기기를 찾거나 감시하기 위해

서는 해당 지역으로 그것을 가

져와야 한다. 현재로써는 

IMSI 탐지기로부터 벗어날 신

뢰할만한 보호 수단이 없다. (

어떤 앱은 이 탐지기의 존재를 

찾아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

은 불완전하다.) 이 탐지기가 

이용될 수 있는 기기에서는, 

2G 지원을 꺼놓는 것(그래서 3G나 4G 네트워크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통신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여행할 일이 없을 때에는 로밍을 꺼놓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한 종류의 IMSI 탐지기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다. 

3.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추적 

현대의 스마트폰은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 뿐만 아니라, 다른 무선 

발신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신호는 모바일 신호보다 적은 전력으로 전송되

며, 통상 같은 방이나 같은 빌딩과 같이 작은 범위 내에서 수신 된

다. 때로는 정교한 안테나를 사용하여 이 신호가 예상외로 먼 거

리에서 탐지될 수도 있다. 2007년 실험에서, 베네주엘라의 한 전

문가는 무선 잡음이 거의 없는 교외의 환경에서, 382km 거리에

서 와이파이 신호를 수신한 적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무선 신호

들은 MAC 주소라고 불리는, 기기의 고유한 일련 번호를 포함하

는데, 이 신호를 수신하는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기 제조

업체는 그 기기를 만들 때 이 주소를 부여하는데, 현재의 스마트

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로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기기가 특정한 무선 네트워크에 활성화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상

태에서도 무선 신호에서 MAC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특정한 스

마트폰에서 와이파이가 켜질 때마다, 스마트폰은 MAC 주소를 

포함한 신호를 가끔 전송하여 주변의 다른 것들에게 그 기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상업적인 추적 애플리케이션에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상점 주인이 특정한 고객이 얼

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상점에 머무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현재, 스마트폰 제

조업체들은 이러한 종류의 추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동안 모든 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GSM 감시와 비교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추적이 정부의 감시에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거리에서 가

장 잘 작동하며, 특정한 사람의 기기에 심어진 MAC 주소가 무

엇인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의 추적은 어떤 사람이 언제 건물을 들어가거나 나갔는지 상당

이미지 출처 : HACKING LAB, https://www.hacking-lab.

com/cases/4052-imsi-catch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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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꺼 놓는 것이 좋다. 물

론 이 기술을 자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또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신의 네트워크에 접속한 모든 

기기의 MAC 주소를 알 수 있다. 즉, 시간 별로 특정한 기기들을 식

별할 수 있고, 당신이 과거에 네트워크에 접속한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어딘가에 입력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일부 기기들에서는, MAC 주소를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

능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와이파이 기기를 쉽게 식

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기기에서는 올바른 소프트웨

어와 설정을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MAC 주소를 선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는 MAC 주소변경 앱과 같은 특별

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4. 앱 및 웹 브라우저에서의 위치정보 유출 

현대의 스마트폰은 폰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다. 통상 GPS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위치정보 업체에서 제공받는 

다른 서비스(보통 업체에 문의하여 폰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폰

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목

록을 기반으로 한다)를 이용한다. 앱은 이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

으로부터 얻어서, 당신의 위치를 지도위에 표시하는 지도 서비스

와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에 제공한다. 

이러한 앱들 중 일부는 당신의 위치를 네트

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추적할 수 있다.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 추적을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정부나 해

커에게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일부 스마트

폰은 앱이 당신의 위치를 찾도록 할 것인지 

당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앱들이 위치 정보를 보는 

것을 제한하고, 최소한 당신이 신뢰하고 당

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앱들에게만 당신의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치 추적은 마치 기관 요원이 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의 현

재 위치를 찾는 것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

의 활동 기록, 그들의 신념, 어떤 행사에의 참가 여부,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치 추적은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지, 누가 특정한 회의 혹은 특정

한 항의 집회에 참석했는지, 저널리스트의 비밀 정보원은 누구

인지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01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위치추

적 도구에 대해 보도했다. 그 도구는 “전 세계 휴대전화가 어디

에 있는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로 특정한 휴대

전화가 언제, 어떠한 기지국에 접속하는지 기록하는 통신업체의 

인프라를 도청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CO-TRAVELE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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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 사이의 관계

들을 파악하기 위해 (즉, 어떤 사람들의 기기가 같이 이동하는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이용한다. 

휴대 전화 끄기 

휴대전화가 통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을 감시하

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있다. 그 결과 민감한 대

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끄거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아예 분리하라는 얘기를 듣는다. 

배터리를 휴대전화에서 분리하라는 권고는, 전화가 꺼져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빈 화면만이 보이는 상태), 실제로는 전원이 들어

와 있고 대화를 감시하거나 몰래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존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꺼져있지 않은데, 마치 휴대전화를 잘 꺼 놓았다고 생각

하도록 이용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최소한 일부 기기에서 그러한 

악성 소프트웨어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잘 작동하는

지, 얼마나 널리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전화를 꺼놓는 것도 약점이 있다. 한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를 끌 필요가 있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바일 업체에 알려주

는 일이 된다(그 무언가는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감한 

회의나 대화가 될 수도 있다). 대안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의 휴

대전화를 대화를 엿들을 수 없는 다른 방에 두는 것이다. 

임시폰 (Burner Phones)

잠시 동안만 사용하고 처분하는 폰을 통상 임시폰(영어로는 

burner phones 혹은 burners)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대

포폰’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린다)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신을 알아채기 힘들게 하기 위해, 때

로 전화기(와 전화 번호)를 자주 바꾸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 신용카드 혹은 은행 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선불폰을 사

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화기나 SIM 카드가 자신의 신원과 함께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간단하지만, 익명의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

으로, 혹은 실제로 어려운 나라들도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선불제든 후불제든 휴대전화 서비스

를 신청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 당시에 신원 자체를 속이지 않는다면, 익명으로 휴대전

화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의 임시

폰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할 수밖

에 없으며, 이 때문에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포폰’이 신원 도용의 문제를 야기하자, 오히

려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 명의로 부모님이

나 자식들의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주는 것과 같이, 휴대전

화 사용자와 서비스 신청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범죄 목적의 

이용인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후불제의 경우에는 요금 

회수를 목적으로 개인 신원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선불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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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기법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우선, SIM 카드를 교체하거나,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바일 

네트워크는 SIM 카드와 기기를 함께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네

트워크 운영자는 어떤 SIM 카드가 어떤 기기에서 사용되었는지

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으며, 각각을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추적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여러 개의 기기들이 실제로 같은 사람

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추측하는데 

위치 추적을 이용하는 ‘무선 위치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분석가는 두 개의 기기

가 함께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혹은 그것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이용되더라도, 그것들이 같은 물리적인 위

치에 있는 경향이 있는지 체크한다. 

전화 서비스의 익명 사용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사람들의 통화 패턴이 뚜렷이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습관적으로 가족들과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들 각각이 광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도, 당신은 그들 모두에게 같은 번호로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는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신이 갑자

기 번호를 바꾸더라도, 같은 패턴으로 당신이 전화를 걸거나 받

는다면, 어떤 새로운 번호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

렵지 않다. 이러한 추정은 당신이 하나의 특정한 번호로 전화한

다는 사실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화하는 모든 번호

의 조합의 독특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

로 인터셉트(Intercept)라는 저널은 “PROTON”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비밀정부시스템이 정확히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

도했는데, 그 시스템은 통화 기록을 이용해서 “특정한 목표물에

게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식

별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Hemisphere의 정보공개 문서에서 

발견된다. 이 문서는 Hemisphere 데이터베이스(과거의 통신 

기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통화 패턴의 유사성을 찾아내 어떻게 임시폰과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문서는 임시폰을 “중단된 

폰(dropped phones)”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하나의 폰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폰 이용을 시작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분석 알고리즘은 두 개의 폰이 유사한 

전화 번호들과의 통화에 이용되는 한, 두 개의 폰 사이의 연관성

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임시

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즉, SIM 카드 혹은 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다른 기기를 함께 들고 다니지 않으며, 서로 다른 기기

가 이용되는 장소 사이의 물리적 연관을 생성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다른 기기를 사용할 때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걸거나 받

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

비스는 신원 확인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치 가게에서 상품을 살 때 신원 확인을 하지 않는 것처럼, 휴

대전화 서비스 역시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굳이 신원 확

인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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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가 판매되는 장소, 혹은 그것이 이용되는 

장소에서의 물리적인 감시, 혹은 특정한 전화기를 통해 말하는 사

람이 누구인지 판별하는 자동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사람의 음성

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의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GPS 에 대한 메모

GPS는 기기가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GPS는 미국 정부가 모두를 위한 공공 서

비스로 운영하는 위성 신호를 분석하여 작동한다. 이 위성이 

GPS 이용자를 감시하거나, GPS 이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흔히 오해하고 있다. 사실은 GPS 위성은 단지 신호

를 발신하기만 한다. 위성은 전화기로부터 어떠한 신호도 수신

하거나 관측하지 않는다. 위성과 GPS 운영자는 특정한 이용자

나 기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것과 같은) 개별 GPS 수신기는 서로 다른 위

성이 보내는 무선 신호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관측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한다. 

이미지 출처 : wikipedia - GPS, https://en.wikipedia.org/wiki/GPS_(satellite)

그럼, 왜 우리는 “GPS 추적”을 얘기하는가? 통상, GPS 추적은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앱에 의해 수행된다. 이 앱들은 (GPS로 

파악된) 스마트폰의 위치를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묻는다. 그리

고 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누

군가의 소유물에 몰래 숨겨져있거나, 차량에 부착된 작은 GPS 

수신기도 존재한다. 이러한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네트워크(통상 무선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재전송한다. 

모바일 통신의 감청

무선 전화 네트워크는 애초에 감청으로부터 가입자의 통화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즉, 

적합한 무선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통화를 엿들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조금 나아졌지만, 단지 약간만 나아졌을 뿐

이다.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무선 통신 표준에 적

용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기술은 허술하게 설계되었

다. (너무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압력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불균등하게 적용되어, 한 업체에는 

적용되고 다른 업체는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는 식이다. 때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들에서는 통신사들이 암호와를 전혀 하지 않

거나 혹은 오래된 기술표준을 사용한다. 즉, 제대로 된 무선 수신

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공중을 통해 전송되는 통화나 문자 메

시지를 가로챌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나 통신사에서 그렇듯, 가장 좋은 산업 표준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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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때조차, 여전히 엿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최소

한, 이동 통신사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에 대해 통화하거

나 문자를 보내는 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기록에 남길 

능력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를 통해 자

국 정부나 해외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 정

부 역시 이용자 데이터에 몰래 접근하기 위해 이동 통신사의 시

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IMSI 탐지기가 물

리적으로 당신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는 이동통신사의 합법적인 설비 대신 가짜 “기지국”을 이용하도

록 당신의 전화기를 속일 수 있는데, 이 경우 IMSI 탐지기를 운

영하는 사람은 당신의 통신을 가로챌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통적인 통화나 SMS 문자 메시지는 감청

이나 기록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장소마다, 

시스템마다 기술적인 상세 내용은 매우 다르지만, 기술적인 방

어는 종종 약하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회할 수 있다. 더 안전

하게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하는 방법은 <3.1 종단간 암호화와 

안전한 통신>을 참조하라. 

음성이든 문자든, 통신하기 위해 안전한 통신 앱을 사용하고 있

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앱들은 통신을 보

호하기 위해 암호화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호화는 더 

강력할 수 있으며, 더 의미있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한 

통신 앱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보호의 수준은 어떠한 앱을 당

신이 사용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매우 달

라진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통신 앱이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

하는지 여부, 그리고 앱 개발자가 암호화를 해제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악성 소프트웨어로 인한 전화기의 감염

전화기는 바이러스와 다른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속아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혹은 누군

가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기기를 해킹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컴퓨터 기기와 마찬가지로, 악성 

소프트웨어는 기기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저장된 문자 메시지

나 사진과 같이) 기기 내의 사적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거나, 주변 환경을 감시하기 위

해, (마이크, 카메라, GPS와 같은) 기기의 센서를 작동시킬 수 있

으며, 전화기를 도청 장치로 만들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을 그들의 전화기로 감시하기 위하여 일부 정

부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때 방에서 

민감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

람들은 민감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다른 방으로 휴대 전화를 옮

기거나, 혹은 그것을 끄는 방식으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해왔

다. (정부 스스로도 종종 사람들, 심지어 정부 공무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어떤 민감한 시설에 갖고 가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는 그 전화기가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이론적으로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화기를 마치 

꺼진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켜져 있음에도 말

이다. (그리고 검은 화면을 보여주어, 이용자가 전화기가 꺼져있는 

것으로 믿게 만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민감

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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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화를 끄는 방법은 무선 통신사에 의해 

눈치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빌딩에 들어간 열 명이 모두 

자신의 전화기를 동시에 끈다면, 무선 통신사 혹은 그 기록을 보

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회의를 하거나 참석자들이 그

것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그 대신 참석

자들이 자신의 전화기를 집이나 사무실에 놔두고 온다면 더 탐

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압수된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 

모바일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아주 잘 발전된 전문 영역이

다. 전문 분석가는 압수된 기기를 특별한 기계에 연결하는데, 그 

기계는 기존 활동기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기기 내에 저

장된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포렌식 분석은 삭제된 문자 메시지

와 같이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보거나 접근할 수 없는 기록들

을 복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포렌식 기술은 단순한 스크린 잠

금은 우회할 수 있다. 

어떤 데이터나 기록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방지하거나 읽을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소프트웨어 기능

들이 많이 있다. 또한, 기기 소유자나 그가 지정한 누군가가 특

정한 데이터를 요청에 의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삭제 소

프트웨어도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전화기를 범죄자 혹은 수사기관에

게 빼앗겼을 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유용하다. 그러나, 의

도적인 증거 인멸 혹은 조사의 방해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

며, 종종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애초에 조사하고 있는 범죄

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 이용 패턴의 컴퓨터 분석 

또한 정부는 많은 이용자의 전화기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

석하여 자동적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

한 패턴은 정부 분석가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와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기를 이용하는 

경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서로 아는지에 대한 자동적인 파악, 어떤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를 사용할 때, 혹은 전화를 바꿀 때의 탐지, 일정 그룹

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거나 서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때의 

탐지, 일정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화를 통상적이지 않거

나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할 때의 탐지, 언론인의 비밀 정보

원에 대한 식별 등. 

이 글은 EFF의 ‘The Problem with Mobile Phones’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

eff.org/en/module/problem-mobile-phon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은 

<4.4 휴대전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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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의 보안 관련 설정 

휴대전화 접근 통제

* USIM 카드 잠금 설정 : SIM(USIM) 카드 잠금 설정을 활성화하

라. 설정(Settings) →개인설정(Persona) →보안(Security) →

카드 잠금 설정(Set up SIM card lock)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당신의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SIM 카드 잠금 해제를 위해 PIN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IN 없이는 통화를 할 

수 없다. 

* 화면 잠금 설정 : 설정(Settings) →개인설정(Personal) →보안

(Security) →화면 잠금(Screen Lock) 에 있는 화면 잠금

(Screen Lock)을 설정하라. 이를 설정하면, 휴대폰이 잠긴 후 

스크린을 해제하기 위해서 코드, 패턴 혹은 비밀번호 입력이 필

요하다. PIN 이나 비밀번호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이는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보안 잠김 타이머 설정 : 보안 잠김 

타이어(security lock timer)를 설

정하라. 특정 시간 이후에 당신의 휴

대폰을 자동적으로 잠기도록 한다. 

얼마나 정기적으로 당신이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하느냐에 따라, 당신에

게 맞는 값으로 설정하면 된다. 

기기 암호화 

당신의 기기가 안드로이드 4.0 이상을 사용한다면, 기기 암호화

를 켤 수 있다. 이는 설정(Setting) →개인설정(Personal) →보안

(Security) →암호화(Encryption)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 

암호화를 이용하기 전에 화면 잠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네트워크 설정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끈다. ‘무선 및 네트워크 설

정’ 아래에 있는 ‘테더링 및 휴대용 핫스팟’은 사용하지 않을 때

에는 꺼져 있어야 한다. 설정(Settings) →무선 및 네트워크

(Wireless & Networks) →더보기(More) →테더링 및 휴대용 

핫스팟(Tethering & Mobile hotspot).

위치 설정

‘무선 및 GPS 위치’(‘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s)’ 아래) 와 

모바일 데이터(‘설정(Settings) →개인설정(Persnonal) →위치

(Location)) 를 끈다. 

4. 휴대전화 보안

4.2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보안 설정

주의 : 암호화를 시작하기 전에 , 전화기가 완전히 충전

되었는지 , 그리고 전원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 

주의 : 필요할 때에만 위치 설정을 켜야 한다. 이 서비스

가 백그라운드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은 중요하다. 그래야 위치 추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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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신원 

당신의 전화번호(발신자-ID)가 수신자 휴대전화에 표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화 다이얼(Phone Dialler) →설정(Settings)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발신자 ID (Caller ID) →

번호 숨기기(hide number)를 선택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당신의 휴대전화가 계속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체크해야 할 두 가지 형

태의 업데이트가 있다. 

1. 휴대전화 운영체제 : 설정(Settings) → 기기(About phone) 

→ 업데이트(updates) → 업데이트 체크 

2. 설치한 앱 : 플레이 스토어 앱을 열고, 측면 메뉴에서 내 앱(My 

Apps) 선택 

안드로이드 앱 : 추천하는 안드로이드 앱 

우리가 설치를 추천하는 안드로이드 앱 가이드가 많이 있다. 이 

가이드는 해당 앱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설치, 설정,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APG : 공개키 암호 방식 혹은 비밀 문장을 이용하여, 사적 

이용 혹은 타인과 공유할 목적으로, 하나의 파일 혹은 이메

일을 암호화, 복호화 해준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1.5 이상

ChatSecure :  서로 다른 인스턴트 메시지 계정을 하나의 인

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스턴트 메시지 앱이

다. OTR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앱을 이용하는 사람

과 채팅할 때, OTR을 이용하여 대화를 암호화한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1.5 이상

K-9 Mail and APG : K-9 Mail은 APG와 결합한 메일 앱으

로 GnuPG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쉽게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라이선스 : FOSS (아파치 2.0)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1.5 이상

KeePassDroid : 당신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내의 암호화

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용이 쉬운 

비밀번호 관리 도구이다. 라이선스 : FOSS (GPL v2) / 요구사양 : 안

드로이드 1.5 이상

Obscuracam : 안드로이드용 무료 카메라 앱으로서 얼굴을 인식

하고 가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을 보호

하기 위하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지울 수 있도록 해준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기기마다 다름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앱에 의한 혹은 당신의 이동통신사가 원격으로 작동시키

는, 원하지 않는 데이터 이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인터넷 카

페나 커피숍 대신이 집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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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ot : 토르(Tor)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 활동의 

익명성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앱이다. 라이선스 : FOSS (BSD)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2.3 이상

Orweb : Orbot과 연결되어 이용되는 웹브라우저. 토르 네

트워크를 통해 모든 웹 브라우징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라이선스 : FOSS (GPL v2)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1.6 이상

RedPhone  :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효한 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2.3 이상

TextSecure : 통신사를 통해 암호화된 단문 메시지(SMS)를,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앱. 모든 SMS와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2.3 이상

루팅되지 않은 기기를 위한 추가적인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도구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앱을 제안한다. 

Applock : 휴대전화의 앱을 비밀번호로 보호한다. 올바른 

비밀문장을 넣지 않으면 앱을 실행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비밀 번호로 메일 앱을 보호한다. 라이선스 : 상용 / 요

구사양 : 기기에 따라 다름

<Non-Rooted>

Avira : 휴대전화를 스캔하여 악성 앱과 파일을 찾아내는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

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라이선스 : 상용 / 요구사양 : 안드로

이드 2.2 이상

Cerberus  :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았을 때 휴대전화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도난 방지 솔루션이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컨텐츠를 지울 수 있다. 라이선스 : 독점 / 요

구사양 : 안드로이드 4.0.3 이상

Firefox : 모바일 용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라이선스 : FOSS / 요

구사양 : 기기에 따라 다름

Notecipher :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암호화된 저장소에 모

든 메모를 저장하는 메모 앱. 라이선스 : FOSS (아파치 v2) / 요구

사양 : 안드로이드 3.0 이상

OpenVPN for Android : 인터넷에 연결되는 앱 트래픽이 

VPNs 기반인 OpenVPN을 통하도록 해서 감시로부터 당

신을 보호하는 앱. 라이선스 : FOSS (GPL v2) / 요구사양 : 안드로이

드 4.0 이상

Panic Button : 당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연락처로 SMS 메시지를 몰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앱. 라이

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2.3.3 이상

Psiphon3 : VPNs이나 프록시와 같이 서로 다른 암호화된 

경로들을 통해 인터넷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검열

과 감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앱.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기기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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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oak : 인터넷 상의 제3자 매개자 서버를 통해 당신의 

컴퓨터와 안드로이드 기기 사이에 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동기화 도구.  라이선스 : 독점 / 요구사양 : 기기

에 따라 다름

Surespot  : 모든 메시지와 파일을 종단간 암호화하여 보내

는 안전한 메시지 앱. 등록에 어떠한 개인정보(전화, 이메

일)도 요구되지 않는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2.3.3 이상

루팅된 기기를 위한 추가적인 안드로이드 앱

다음은 고급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가 루팅되어 있어야 

한다. 

AFwall+ : 어떤 앱이 인터넷에 접근하는지 통제할 수 있도

록 하는 안드로이드용 방화벽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

사양 : 안드로이드 2.2 이상

CryptFS : 안드로이드 디스크 암호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휴대전화를 켰을 때 그것을 복호화하기 

위한 비밀번호와 일상적인 이용 중에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

하기 위한 다른 비밀번호를 갖게 된다. 라이선스 : FOSS (아파치 

v2)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3.0 이상

Cryptonite : 민감한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기 

안에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라이선스 : FOSS (GPL v2)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2.2 이상

SnoopSnitch : 당신의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을 인식하기 

위해 모바일 라디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짜 기

지국(IMSI 탐지기), 이용자 추적, 무선 업데이트와 같은 위

협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앱이다. 라이선스 : FOSS (GPL v3) / 요

구사양 : 안드로이드 4.1-4.4 그리고 특별한 핸드셋

X-Privacy  : 당신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전화 번호, 연락처, 

위치 등) 민감한 정보를 휴대전화의 다른 앱에 유출하지 않

도록 보호하는 앱. X-Privacy는 무료이지만, Pro 버전은 

구매해야 한다. Pro 버전은 ‘제한 규칙’을 당신 스스로 설정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

이선스 : FOSS (GPL v3) / 요구사양 : 안드로이드 4.0.3 이상

이 글은 Tactical Tech Collective의Security-in-a-box ‘BASIC ANDROID SECURITY SETUP 

GUIDE’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ecurityinabox.org/en/guide/basic-setup/

android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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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3GS 이상, 아이팟 터치 3세대 이상, 혹은 아이패드를 갖

고 있다면, 암호화로 기기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다. 즉, 누군

가 당신의 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연락처, 인스턴트 메

시지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과 이메일 등 저장된 내용을 보려

면 암호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대부분의 최근 애플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다양

한 보호 수준으로 암호화한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의 기기를 물

리적으로 훔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암호화를 당신만이 아

는 비밀번호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iOS4에서 iOS7을 쓰는 기기에서는, 이를 

일반 설정(General setting)에서 “암호”(

혹은 “Touch ID와 암호(Touch ID & 

passcode)”)를 선택함으로써 할 수 있다. 

iOS8의 경우 설정 앱에 암호 섹션이 있다. 

비밀번호(iOS에서는 “암호”라는 용어를 

쓴다)를 생성하기 위해 안내를 따라가면 

된다. “암호 요구(Require passcode)” 옵

션을 “즉시(Immediately)”로 설정해야,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을 때 기기가 잠

겨있게 된다. ‘간단한 암호’를 꺼야 4자리 

숫자보다 긴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암호를 설정한 후, 암호 설정 페이지의 아래로 스크롤을 내린다. 

“데이터 보호가 활성화되었습니다.(Data Protection enabled)”

라는 메시지가 보일 것이다. 이는 기기의 암호화가 비밀번호와 이

제 연계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는 당신이 비밀 데이터를 다룰 때 생각해야 할 iOS의 몇 가

지 기능에 대한 것이다. 

* 아이튠스(iTunes)는 기기를 컴퓨터로 백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이튠스에서 기기의 요약(Summary) 탭의 “백업 암호

화”를 선택하면, 아이튠스는 더 기밀인 정보(예를 들어, 와이파

이 비밀번호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백업할 것이다. 비밀번호를 

여기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백업을 복원하는 것은 흔한 일

은 아니지만, 긴급 상황에서 백업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기억

하지 못한다면 매우 괴로울 것이다. 

* 만일 애플의 iCloud에 백업한다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4. 휴대전화 보안

4.3 아이폰을 암호화하는 방법
비밀번호를 모두 숫자로 하면, 휴대전화를 열 때 숫

자 키패드가 나온다. 이는 작은 가상 키보드에서 문

자나 기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 애플의 

하드웨어는 비밀번호를 깨는 도구의 성능을 지연시

키도록 설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비밀번호를 

길게 하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를 6자리 이상이 되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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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그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해

야 한다. 애플은 대부분의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지만, 회사가 

법 집행의 목적으로 그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쓰는 시점에서 암호화되어 저장되지 않은 이메일이나 메모)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보호’를 활성화시키면, 기기

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빨리 삭제할 수 있다. 암호 설정에서, 비

밀번호 입력 시도가 10번 실패하면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애플의 예전 법 집행 가이드1)에 따르면, “애플은 암호로 잠겨

진 iOS 기기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활성화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의 자체 앱에 보관되고 암호로 암호화되지 않은, 

iOS기기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파일은 추출되어 외부 미디어로 

법 집행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애플은 iOS4 혹은 더 최신 iOS

로 동작하는 iOS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유효한 수색 영장에 따라, 이용자 생성 파일 중 법 집행기관에 제

공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단지 SMS, 사진, 비디오, 연락처, 오디

오 기록, 통화 기록이다. 애플은 이메일, 캘린더, 그리고 제3자 

앱(애플 자체 앱이 아닌 앱)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다.”

위의 정보는 8.0 이전의 iOS 버전을 사용하는 기기에만 적용된다. 

* 현재, 애플은 “iOS 8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사진, (첨부파일을 포

함한) 메시지, 이메일, 연락처, 통화 기록, iTunes 콘텐츠, 메모, 미

리알림(reminders)와 같은 개인 데이터는 당신의 암호의 보호하

에 있다. 애플은 당신의 암호를 우회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데이터

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iOS 8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이 

데이터를 추출해달라는 정부의 영장에 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당신이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것을 우려한다면, 원격으

로 기기의 데이터를 지울 수 있도록 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 “나의 

아이폰 찾기(Find My iPhone)” 기능을 이용한다. 이는 언제든 애

플이 당신의 기기 위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유념하라. 

당신이 기기를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이득과 

당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휴대전화

는 이 정보를 당연히 통신사에 전송한다. 아이패드나 아이팟과 같

은 와이파이 기기는 그렇지 않다) 

이 글은 EFF의 ‘How to: Encrypt Your iPhone’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s://ssd.eff.

org/en/module/how-encrypt-your-iphon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 : 애플은 휴대전화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지만, 기기가 iCloud와 동기화되었거나 컴퓨터에 

백업되었을 때, 같은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법 집행기관

이 접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iOS 암호화는 기

기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혹은 잠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부팅 되었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 어떤 공격

자들은 기기가 켜져있을 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를 유념해, 가능하면 기기를 압수당하거나 도

난당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전원을 확실히 끄거나 잠

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부팅하도록 해야 한다.

애플의 예전 법집행 가이드1)

https://web.archive.org/web/20140902203916/http://www.apple.com/legal/
more-resources/law-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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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혹은 인권 활동가나 노동조합 활동

가는 종종 정부의 탄압에 노출되는데, 사무실이나 집에 대한 압

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압수

된 휴대전화는 포렌식 장비를 통해 저장된 내용이 분석된다. 휴

대전화에는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용, 통화 내

역, 사진, 검색 기록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정보·수사 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사생활이나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수

사 기관은 해당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들은 수색 후 삭제한다고 

하겠지만, 정보·수사 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당장의 재판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향후 활동가들을 사찰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 암호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

터의 보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암

4. 휴대전화 보안

4.4 휴대전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휴대 전화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며, 휴대 전

화 내용에 대한 수색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

다. 법적인 측면에서 휴대 전화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보인권가이드Ⅰ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참고하라.

http://guide.jinbo.net/faq

호화하여,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거나, 혹은 휴대전

화를 잃어버리더라도 자신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화면잠금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기기 암호화를 해야 (2015년 7월 현재까지는) 포렌식

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에

는 기본적으로 기기 암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 설정만 해

주면 된다. 안드로이드폰의 암호화는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보안 

설정, 아이폰의 암호화는 <4.3 아이폰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참

고하라. 간단한 암호는 포렌식 기술에 의해 쉽게 깰 수 있다. 암

호(비밀번호)는 어려운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휴대전화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자신이 삭제한 휴대전화의 데이터도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복원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라면, 복원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및 삭제는 <2.4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

제>를 참고하라) 휴대전화 정보의 안전한 삭제는 사용하던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필요하다.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

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기를 양도하거나 버릴 경우, 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더라도, 휴대전화

를 암호화했을 경우 수사 기관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암호화된 휴대전화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책임일 뿐이다. 수사 기관은 특정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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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삭제해 줄 필

요가 있다. 

안드로이드폰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 복원 프로그램

을 통해 데이터가 복원될 수 있다고 한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

색을 해보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주는 앱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시큐어불도저(Secure Bulldozer), 에스브러시(S-Brush), 

컴플릿와이프(Complete Wipe)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앱들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는 없다.또한 기기에 따라 작동이 되

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앱들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메뉴의 이름은 운영

체제 버전이나 제조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1단계 :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연락처, 

앱, 앱 내의 데이터 등)를 백업해 놓아야 한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구글 계정으로 자동 백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PC에 연결

하여 백업을 받을 수도 있다. 

2단계 : 안드로이드폰 내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당신의 기기가 

안드로이드 4.0 이상을 사용한다면, 기기 암호화를 켤 수 있다. 

이는 설정 →개인설정 →보안 →암호화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 암호화를 이용하기 전에 화면 잠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

다.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이후 삭제할 데이터가 혹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있어

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3단계 : 공장 초기화를 실행한다. 이는 설정 →개인설정 →백업 

및 초기화 →초기화에 있다. 

통상적인 경우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더 완벽한 보안

을 원한다면, 다음 단계를 실행하라. 

4단계 : 공장 초기화의 휴대전화의 빈 공간을 필요 없는 파

일로 가득 채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민감하지 않고, 용량이 큰 

동영상 등으로 채우면 된다. 

5단계 : 다시 공장 초기화를 실행한다. 그래도 불안하면, 이 과정

을 몇 번 반복하면 된다. 

안드로이드폰에 외장 SD 카드가 있을 수 있다. 외장 SD 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의 : 암호화를 시작하기 전에, 전화기가 완전히 충전되

었는지, 그리고 전원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141부록 : 디지털 보안과 관련한 참고자료 _ 140 _정보인권 가이드북

1단계 : 외장 SD 카드의 데이터를 백업한다. 

2단계 : 외장 SD 카드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설

정 →저장소 →카드 →SD 카드 삭제)

3단계 : 필요 없는 파일로 외장 SD 카드의 빈 공

간을 채운다. 

4단계 : 다시 외장 SD 카드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주면 된다. 

아이폰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 3GS 이후의 모든 아이폰은 하드웨어 암

호화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폰 내의 데이터를 안전

하게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

이폰의 ‘삭제’ 기능을 이용

해도 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아이폰에 암호 설

정을 해두어야 한다. 이에 대

해서는 <4.3 아이폰을 암호

화하는 방법>을 참고하라. 

아이폰 삭제 기능은 ‘설정→ 암

호 → 데이터지우기’에 있다. 

부록 : 디지털 보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EFF, surveillance self-defence> 
https://ssd.eff.org/

<Tactical Technology Collective, Security-in-a-box>
https://securityinabox.org/

<Frontline Defenders, Digital Security and Privacy for Human Rights 

Defenders>
http://frontlinedefenders.org/digital-security

<EFF, secure messaging scoreboard> 
https://www.eff.org/secure-messaging-scorecard

<FLOSS manuals, HOW TO BYPASS INTERNET CENSORSHIP>
http://en.flossmanuals.net/bypassing-censorship/

 

<EFF, HPPTs everywhere> 
https://www.eff.org/https-everywhere

<APC, Digital Security First-Aid Kit for Human Rights Defenders>
http://www.apc.org/en/irhr/digital-security-first-aid-kit

<Freedom of Press Foundation, Encryption Works: How to Protect Your 

Privacy in the Age of NSA Surveillance>
http://freedom.press/encryption-works

<ACCESS, Encrypt All The Things>
https://encryptallthethings.ne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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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Encrypt> 

https://letsencrypt.org/

<Reset The Net, Privacy Pack>
https://pack.resetthenet.org/

<슬로우뉴스 &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른 인터넷이 가능하다 시리즈> 
http://slownews.kr/1314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http://www.boh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