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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인정보 침해 민원접수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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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바이러스신고접수해킹신고처리

● 웜·바이러스 피해신고는 지난 6월에 비해 12.6% 증가

● 해킹신고 처리는 6월 대비 25.2% 감소

  ●  스팸릴레이, 피싱경유지, 홈페이지 변조는 각각 19.2%, 42.0%, 71.0% 감소

했으며, 단순침입시도, 기타해킹은 각각 9.3%, 11.0% 증가

주요 보안공지

단위 : 건`

●  DNS 캐시 포이즈닝 다중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7월 10일)

  ●  DNS 캐시 포이즈닝이 가능한 취약점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

  ●  예방 및 대책 : 각 벤더사의 DN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등 수행

● [MS 보안 업데이트] 2008년 7월 MS 월간 보안 업데이트 권고

  (7월 9일)
  ● [MS08-037] DNS 스푸핑(Spoofing) 가능 취약점

  ● [MS08-038] Windows Explorer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코드 실행 문제 등

  ● 예방 및 대책 : 최신 MS 보안 업데이트 적용

●  ARP Spoofing 관련 대규모 악성코드 은닉 사고 급증에 따른 피해 
주의(7월 4일)

  ●  서브 네트워크 내에 위조된 ARP Reply 패킷 전송을 통해 통신 데이터의 

유출·변조 및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등의 피해 가능

  ● 예방 및 대책 : 최신 MS 보안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실천수칙 준수 철저

피싱 경유지 6.7%

단순 침입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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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킹
21.3%

홈페이지 변조
9.4%

스팸릴레이 
40.8%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2%

회원탈퇴조치 부적합 등 2%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23%

개인정보 불법수집 3%

개인정보 불법이용 및 제공 3%

기타 67%

보안공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

센터 홈페이지 보안공지사항(http://www.krcert.or.kr/  보안정보 

 보안공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침해사고 동향

인터넷침해사고 주요 지표 현황

7월 해킹신고 유형별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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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월별 개인정보 침해 민원접수 현황

●  2008년 7월 피해구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3,942건으로 

지난 6월에 비해 약 13%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민원세부유형을 지난 6월과 비교해 볼 때 기술적·관리적 조

치 미비 건은 56%, 개인정보 불법이용 건은 14% 증가한 반

면,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 건이 15%, 개인정보 불

법수집 건이 23% 감소했다.

●  소폭이지만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이 7월 들어 지난 6월 대비 증가률이 48%에 달

할 정도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

흥원은 피해방지를 위해 라디오 인터뷰, 상반기 민원동향

분석 보도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련 민원 및 

피해감소를 기대해 본다.

7월 개인정보 피해규제 및 상담 동향분석

7월 개인정보 침해 민원접수 유형별 분포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미고지
●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취급직원에 의한 침해

● 개인정보 위탁사실 미고지
● 영업 양도 양수사실 미통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 미파기
● 부모 동의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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