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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인터넷 침해사고 민원접수 • 처리
현황 및 분석

3월 개인정보 침해 민원접수
현황 및 분석

인터넷침해사고 주요 지표 현황

3월 침해사고 동향 주요 보안공지

- 웜·바이러스 피해신고는 지난 2월에 비해 47.9% 증가했다.

   ●   특정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잔(ONLINEGAMEHACK)으로 인

해 피해신고가 2월대비 증가(77건 ⇒ 301건).

- 해킹신고 처리는 지난 2월 대비 10.3% 감소했다.

   ●    스팸릴레이, 피싱경유지, 홈페이지변조는 각각 11.2%, 6.0%, 53.0% 감소했으

며, 단순침입시도, 기타해킹은 각각 21.1%, 4.0% 증가.

3월 해킹신고 유형별 처리 현황

MS Jet 데이터베이스 엔진 신규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주의(3월 25일)

 ●  보안패치가 발표되지 않은 신규 취약점(MS Jet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출현해 악의적으로 작성된 MS Word 파일을 열람할 경우, 이용자 PC

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참조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technet/security/advisory/950627.mspx 등

 ● 예방 및 대책 :  출처가 불분명한 MS Word 파일 열람주의, MS 보안패

치 발표 시 반드시 적용

[MS 보안업데이트]2008년 3월 MS 월간 보안업데이트 권고(3월 12일)

 ●    [MS08-014] MS Excel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코드실행 문제

 ●  [MS08-015] MS Outlook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코드실행 문제

 ●  [MS08-016] MS Office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코드실행 문제

 ●  [MS08-017] Office Web Components 취약점으로 원격코드실행 문제

 ● 참조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8-014.

mspx 등

 ● 예방 및 대책 : 최신 MS 보안업데이트 적용

※  보안공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홈

페이지 보안공지사항 (http://www.krcert.or.kr → 보안정보 → 보안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개인 정보침해 민원접수 현황

3월 개인정보 침해 민원접수 유형별 분포 3월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 동향분석

-  2008년 3월 피해구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2,936건으로 

지난 2월에 비해 약 67%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민원 세부유형을 지난 2월과 비교해 볼 때,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 건이 13%, 회원탈퇴절차 부적합 건이 38%,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건도 8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  특히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은 신문 등 주요 언론매체에서 

주기적인 피해사례 보도 및 대처방안을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약 131% 급증했다.

-  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존과는 달리 이름, 주소 등 개인정

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편물 반송 등 주요 기관의 실제 업

무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허위로 자녀를 납치했다

는 협박전화를 통해 송금을 강요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치

밀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이용자들

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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