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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대상 월간 정보보호 인식제고 뉴스레터

해킹당한 후 대응지침
개요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킹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극단적으로 컴퓨터 해킹여부를 빨리 인지할수록,
더 빨리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킹단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감염되었다는 경고합니다. 이 경우 경고하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백신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팝업 경고하는 경우, 전화를 걸도록 하거나 다른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공격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의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컴퓨터가 암호화되었다는 팝업 창이 뜨고, 파일을 되찾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야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원하지 않는 이상한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컴퓨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충돌합니다. 알 수 없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상한 창이 표시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맞는데도 패스워드가 맞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데 친구가 이메일 스팸을 보내는 이유를 묻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신용 카드에는 요금이 결제되었거나,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대응방법
해킹되었다고 인지하면 빨리 대응할수록 좋습니다. 사용하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회사 소유 또는 업무용이라면 직접
수리하지 마시고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컴퓨터 또는 개인의 계정이 해킹되었다면,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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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변경: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의 패스워드도 변경해야 한다. 해킹된
컴퓨터에서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안됩니다. 대신 안전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합니다. 계정이 많은 경우 먼저 가장 중요한 계정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없다면 패스워드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금융: 신용 카드 또는 금융 계좌 관련 문제는 즉시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은행 카드 뒷면, 재무 재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화하십시오. 또한 신용
카드 정지 또는 계좌 정지 등을 고려하십시오.
안티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감염된 파일을 알려주면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는 감염되었을 때 감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설치: 감염된 시스템을 수리하지 못하거나, 완전한 복구를 원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백업파일에서 운영체제를 재 설치하면 안됩니다. 백업은 데이터를 복구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재설치 과정을 잘
모르겠으면 전문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오래된 경우,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재설치하거나 새로운
것을 구매하였으면, 항상 최신의 업데이트상태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핵심 단계는 정기적인 백업으로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솔루션이 파일을 매일 또는
시간별로 자동 백업합니다. 어떤 솔루션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든 관계없이 해당 파일을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백업을 자주 복구하는 것이 해킹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찰 신고: 위협을 느낀다면, 지역 경찰서로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분 이 도용되었다면, http://
cyberbureau.police.go.kr/ 를 방문하십시오.

한글판
본 문서는 한국의 ITL(http://www.itlkorea.kr)에서 번역하였습니다. ITL 은 미국 SANS 연구소의 한국 파트너로서 IT 거버넌스
및 IT 보안 분야의 최신의 지식과, 양질의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itl@itlkorea.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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