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자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예방과 감사 대책

주현주

수석 컨설턴트

파수닷컴



§ 개인정보 DB 유출

§ 개인정보 파일 유출

§ 개인정보 출력물 유출

I. 개인정보 유출 방법



개인정보 DB 유출

• DB계정 유출로 무단 쿼리/접근

• DB쿼리를 통한 개인 정보 무단 조회

• DB 서버 접근으로 DB 데이터 유출

• DB 백업 테이프 유출

• 개인정보는 대부분 DB로 관리

• DB를 관리하는 DBA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보유

• DBA가 DB 무단 접근 또는 DB 유출

시도 시 대량의 고객 정보 유출

DBA

DB

고객관리시스템

제3자

DB파일 유출



개인정보 파일 유출

DBA

DB

제3자

고객관리시스템

외주업체

파일 유출

임직원
• 개인정보 조회 화면 캡쳐

• 개인정보 파일 저장 매체 저장(USB, 

외장하드, DVD 등)

• 개인정보 파일 전송(웹, 메일, P2P, 

메신저 등)

• 대부분 기업이 DB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 임직원은 고객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문서 파일로 저장하고 유통

• 개인정보 파일 외주업체(DM 등)에 제공

• 문서 파일 유출 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출력물 유출

프린터

DBA

DB

제3자

고객관리시스템

외주업체

출력물 유출

임직원

• 개인정보 출력물 유출

• 스팸광고 업체, TM 업체 등에서 악용

• 임직원 또는 외주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를 프린터로 출력

• 출력물을 통한 업무 수행 (행사, 홍보, 
고객지원 등)

• 출력물 방치 또는 원형상태 폐기 시
개인정보 다량 유출 위험



§ DB 보안

§ 개인정보 전송 감시/차단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II. 개인정보 보호 대책



DB 보안

개인정보 DATABASE

암호화

감사/로그

접근제어

무단 유출 차단

감사/모니터링

권한 관리

•개인정보 DB 암호화

•무단 유출 차단

•무단 조회 차단

•개인정보 쿼리 로그/감사

•개인정보 DB 사용 이력 관리

•개인정보

•개인정보 접근 사용자 제어

•개인정보 접근 어플리케이션 제어

•개인정보 접근 명령 제어



개인정보 전송 감시/차단

PC

인터넷

•개인정보 저장매체 저장 차단

•개인정보 업로드/전송 차단

•개인정보 저장/전송 로그

•개인정보 파일/메일 검색

•개인정보 사용 통계

•개인정보 사용 모니터링

•개인정보 파일 격리

Agent 방식

Sensor 방식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etc.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H 텔레콤 600만 가입자 정보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

G 정유사 1100만 고객정보 파일 저장 DVD 유출

L 통신사 가입자 정보 제휴업체 무단 제공

개인정보 파일 유출 사고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암호화 파일 외부 제공 (전자

메일, USB,  외장하드 등)

•파일 열람 시 사용자 인증

•개인정보 열람 권한 제어

•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

•파일 생성 시 암호화

•파일 열람 시 사용자 인증

•개인정보 열람 권한 제어

•개인정보 DB/파일 관리

•요청 시 개인정보 제공
고객관리시스템

사내 임직원

외주업체



§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조

§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보안 적용 사례

§ 외주 DM 업체 보안 적용 사례

III. DRM 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조

개인 보 DB

Web Application C/S Application OA Application Printer

인쇄 차단

소스 보 차단

화면 캡쳐 방지

화면 캡쳐 차단

파일 암호화

열람 어

편집 어

출 어

사용자 보 출

작권 보 출

경고 구 출
Copy & Paste 차단

화면 보안 보안 출 보안

Features

Application

DRM Type

DB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보안 적용 사례

시스템 구성

• 고객정보시스템의 고객정보 조회 화면 캡처/복사/저장 차단

• 고객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는 문서 자동 암호화

• 서비스 PC에서 저장하는 고객정보 자동 암호화

사업 명 N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기간 2007.8 ~ 2007.12

사업 목표 고객정보시스템 및 전자 파일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 방지

적용 제품 FSD/FSN/FSW (서버 DRM/PC DRM/웹컨텐츠 DRM)

사업 개요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보안 적용 사례

고객정보시스템

ACL 정책고객정보 문서

DRM 서버

관리자

사용자

권한 설정

DRM 라이센스 서버

권한 연동

암호화

권한 제어

PC DRM 정책
정책 설정

고객정보 문서

권한 적용

문서 생성

사용자

문서 사용 권한 적용

시스템 구조



외주 DM 업체 보안 적용 사례

협업시스템

업무용 PC

외부망

DRM 버
(Standby)

DRM 버

DRM 버
(Active)

외장 스토리지

협력업체

DRM 
Packager

DRM Client

DRM Client

Internet

편집 프로그램

출 프로그램

Spool Data

출

암호화

암호화

암호화

암호화

출 시 출 내에
자동 복호화 후 출

암호화

책 송

로그 집

본사 외부 협력업체

DMZ

내부망

책 송

로그 집

DM 보안 모델



외주 DM 업체 보안 적용 사례

시스템 구성

• CRM 담당자가 고객정보시스템에서 고객정보 파일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 암호화

• CRM 담당자가 암호화된 고객정보 파일을 외주 업체용 보안문서로 변환

• 변환된 고객정보 파일을 외주 DM 업체에 제공

• 외주 DM 업체에서 고객정보 파일 편집

• 편집이 완료된 고객정보를 GMC 프린팅시스템에서 출력

• 고속출력기로 DM 출력

사업 명 S사 DM 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기간 2008.12 ~ 2009.01

사업 목표 외주 DM 업체로 발송되는 고객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적용 제품 FSE (Fasoo Secure Exchange) / 외부전달DRM 제품

사업 개요



외주 DM 업체 보안 적용 사례

DM 고객정보 유통 Process 

CSV, Excel 

고객정보시스템에서 고객정보 파일 PC 다운로드

CRM 담당자CRM 담당자

DM 업체 초고속 프린터

암호화 문서 유통

무단 유출 시
문서 사용 제한

- 문서 사용 기간, 횟수

- 열람,인쇄,편집, 화면캡쳐 제한

- DM업체 고객정보 사용 현황

로그 기록

License Manager

문서 열람
사용자 인증

라이센스 발급

DRM Client

Application

DRM Client

Application

사내 사용자 A

외부 사용자 B

FSE Off-Line License Server

FSE 보안 문서 전달

FSE 보안 문서 생성

22

44

55

33

11

시스템 구조



§ 적용 대상의 확대

§ 기술적 보호 조치의 강화

V.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개인정보처리 주요 의무 사항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적용 시기 2009년 7월 1일

신규 업종

14개 업종 추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결혼중개업/의료기관/직업소개소/정유사/

체육시설업/비디오대여점/서점/영화관

관리 의무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법 제27조~제28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 (과태료: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 (과태료:3천만원 이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파기(법 제29조)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과

태료:3천만원 이하)



기술적 보호 조치의 강화

시행령 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불법 접근의 차단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

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

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안전한 저장/전송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