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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정보의 폐기

중요정보가 포함 된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심각한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분쇄기로 재단 후
폐기하십시오.

PC · 기록 매체를 폐기 할 경우는 삭제 작업을 해도 복원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분 할 때는 완전 삭제 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전문 업체에 삭제를 의뢰하여, 정보를 복원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공 한 후 폐기하십시오.

7．정보 관리

책상위에 있는 정보는 도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보관 장소를 정하여 보관하십시오. 또한

사무실의 문단속를 확실히 실시해 주십시오.

노트북이나 태블릿, USB 메모리 등은 편리한 반면, 도난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기기는 학외에

반출하지 마십시오.

６．백업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PC 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암호화 해 버려,

해독의 대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바이러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백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５．파일 교환

Winny 나 Share 등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업무에 불필요한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４．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자신의 이름이나 생일 날등을 사용하지 말고, 영어·숫자·기호를 섞어, 다른 사람이 추측 할 수 없는 견뢰한

것를 사용하십시오. 같은 비밀번호을 돌려 쓰지 마십시오.

라우터 나 복합기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로 관리자 암호를 초기 상태로 사용하면 부정 액세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 한 후 이용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에게 알려주지 말고 관리하십시오.

３．이메일

전자 메일을 보낼 때는 송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어쩔 수없이 중요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낼 경우 메일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비밀번호 보호 등)첨부하십시오. 또한 암호는 같은 메일에 기재하지 않고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해주세요.

전자 메일을 통한 표적 형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내용에 상관없이 올바른 전자 메일로 위장한 공격이

아닌지 의심하십시오. 수상할 경우 첨부 파일이나 메일 본문의 링크 URL 을 열지 않고 메일 본문을 삭제하십시오..

본인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리는 것은 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메일 보낼 때는 Bcc 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２． 바이러스 대책 

수상한 Web 사이트 나 메일을 통한 바이러스로 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 대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바이러스 대책 소프트의 바이러스 정의 파일이 오래된 상태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신 바이러스 정의 파일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１．최신 상태

PC, 스마트 디바이스등 소프트웨어는 항상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상태의 기기는 취약성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의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2바이러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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