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휴대폰 해킹과

오픈백신

국민백신 프로젝트



Hacking Team

●2015.7.6 Hacking Team 400G 내부 자료 유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

●30여 개 국가, 70여 개 이상 기관 : 수단, 이디오피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한국 등

●인터넷의 적 (국경없는기자회)



RCS

●target의 컴퓨터 감염
→ 에이전트 설치 → 
자료유출

–문서파일, 파워포
인트 등으로 위장
한 악성코드

–일반 웹사이트로
보이는 변조된 설
치 링크

●기능 : 일정, 통화, 
채팅, 메모리, 이메일, 
위치, 마이크/카메라, 



국정원과 RCS

●국군 5163부대

●동시 감시대상 최대 20개

●해킹을 위한 감염 파일 해킹팀에 요청

–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320여개 (by 뉴스타
파)

●약 10개월간(2012.5.31-2013.3.27) 수집한
데이터 크기는 39.24 GB, 증거의 크기는 3.64GB



국내 민간인 감시 정황

●카카오톡 감시 기능
요구

●갤럭시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 기능 요구

●네이버
떡볶이/벚꽃축제 블로그, 
메르스 FAQ 등 피싱
URL 요구

●안랩 모바일 백신 회피
요구

●서울대 공대 동청회



진실 규명 방안

●국정원의 자료 공개 및 국회 정보위를 통한 검증

●→ 국정원, 자료 미제출

●사찰 증거 수집

–Hacking Team 유출 자료 분석

–오픈 백신?



의혹이 아닌 사실(Fact)들

●해킹 프로그램 RCS는 인권 침해 위험이 크다.

●국정원은 해킹팀으로부터 RCS를 구입해서
사용했다.

●국정원의 RCS 이용에 대한 감독 체제가 없다.

●국정원은 최근까지 시민 감시, 국내 정치 개입, 
증거 조작을 해왔다.

최근까지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구입하여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적으로 감독할 체제가 없다.

국정원 개혁 및 감독 체제 마련 필요



RCS 탐지 프로그램

●윈도 PC용 : DETEKT

–Amnesty International, Digi
tale Gesellschaft, Electroni
c Frontier Foundation and 
Privacy International 공동
배포

– 2014.11 출시, 2015.7 2.0 발
표

●안드로이드용 : 오픈백신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
2P재단 코리아 준비위원회의
‘국민백신 프로젝트’로 개발.



오픈 백신

●목표 : RCS 감염 여부 탐지

–이용자의 피해 복구

–국정원 민간 사찰 여부 확인

–범용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님.

●지원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배포 : 플레이 스토어로 제한

●개발 방식 : 소스 공개, 오픈 소스 개발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개발 후원 : ‘소셜펀치’를 통한 소셜펀딩

– http://socialfunch.org/openvaccine2015



오픈 백신 이용 현황

●현재 버전 : 1.3 (2015.8.18 마지막 업데이트)

●2069명 평가 및 리뷰 참여

●9.5 현재 총 62,828명 설치

●안드로이드 버젼별



감사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antirop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