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안내서·해설서 해당 명 발간년월 상 수

인터넷
진흥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 리 ‘09년 IT시스템 리자

인터넷주소분쟁해결 안내서 도메인 매년발간
offline 일반

모바일 RFID코드  OID기반 RFID코드 용 안내서 무선인터넷 '09.8 IT기업개발자

13.56MHz 역의 OID 용을 한 미들웨어 개발 안내서 무선인터넷 ‘09.12 IT기업개발자

공공기  IPv6 용 안내서 IP ‘08.12 IT시스템 리자

인터넷
이용

활성화

본인확인제 안내서 인터넷윤리 ‘09.2 일반․업무 계자

본인확인제 만화 안내서 인터넷윤리 ‘09. 일반

BcN 정보보호 안내서 인터넷서비스
보호

‘07./
’10.1 IT시스템 리자

정보보호
시스템 

리

침해사고 분석 차 안내서 해킹 응 ‘10.1 IT시스템 리자 고

웹서버구축 보안 검 안내서

웹보안지원 ‘10.1 IT시스템 리자 고웹어 리 이션 보안 안내서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

무선랜 보안 안내서 해킹 응 ‘08.10/
’10.1 일반

침해사고 응 (CERT) 구축/운  안내서 상황 제 ‘07.9 업무 계자

WebKnight를활용한 IIS 웹서버 보안 강화 안내서

웹보안지원 ‘09.6 IT시스템 리자WebKnight 로그 분석 안내서

ModSecurity를 활용한 아 치 웹서버 보안 강화 안내서 

보안서버구축 안내서 개인정보보호 ‘08.7 IT시스템 리자

정보보호
인증 IT보안성 평가․인증 안내서 공공서비스보호 ‘09.12 일반․업무 계자

기업
정보보호

정보보호 안 진단 해설서 기업보안 리 '08.4/
'10.1 업무 계자

정보보호 안 진단 업무 안내서 기업보안 리 '10.1 업무 계자

정보보호 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 리 ‘09.12 일반

신규
서비스

정보보호

패스워드 선택  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 '10.1 일반

암호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 '07.12/
'10.1 일반

IPv6운 보안 안내서 융합보호R&D ‘06.12 IT시스템 리자

IPv6보안기술 안내서 융합보호R&D ‘05. 일반

와이 로 보안기술 안내서 융합보호R&D '06.8 IT시스템 리자

암호 알고리즘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 ‘07 IT시스템 리자

(기업  기 의 IT 정보자산 보호를 한) 암호정책

수립 기  안내서
융합보호R&D ‘07 IT기업개발자

(정보의 안 한 장과 리를 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 ‘09 일반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  안내서 융합보호R&D ‘06 IT시스템 리자

개인정보의 기술 ․ 리  보호조치 기  해설서 개인정보보호
기획 ‘09.9 업무 계자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

기획 ‘08.12 업무 계자

치정보보호를 한 리 ·기술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
기획

‘08.11/
‘10.1 업무 계자

개인정보 웹사이트 개발․운 을 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

기술 ‘09.11
IT기업 

개발자․ 리자

I-PIN 2.0 도입 안내서 개인정보보호
기술 ‘09.7 업무 계자

김 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 ‘09.8 업무 계자

기업의 개인정보 향평가 수행을 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 ‘09.1 업무 계자

스팸 사업자를 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스팸 응 ‘08.9 일반․업무 계자

인력
양성

지식정보보안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세부시행 안내서 KISA아카데미 ‘09. 업무 계자

총40종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해설서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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