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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청보안 監理의 필요성 및 반드시 검증 받아야 하는 이유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도청 기술의 세대교체로 인하여 최소한 5년 전, 사실상 모든 도청이 디지털化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날로그 감시장비로는 인터넷에서 2-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초보적인 몰래카메라 

및 도청기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도청관제 장비를 통해 음성을 듣고 몰래카메라 화면을 

보는 것은 100% 아날로그 방식이며, 통신비밀보호법 16조(벌칙)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마도 이 공문을 읽으신 후 “뭐-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도청감시? 그리고, 내가 듣고 보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하며 깜짝 놀라실, 화를 내실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도청세계의 실상을 알게 되셨으니, 만일 귀 기관(사)의 

보안장비가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교체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도청 보안장비가 아날로그, 디지털 도청 공격에 

실제로 대응을 잘하는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받고 사용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하였더라도 감리를 받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

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도청기는 모두 무늬만 디지털이 아닌 첨단 기술을 채용한 디지털 방식이

기 때문입니다. 

3. 저희 (주)더스텔스랩에서는 “붙임” 카탈로그와 같이 도청보안 감리를 제안합니다.

  세상이 디지털化 된 지는 정말로 오래 되었습니다. 당장 Wi-Fi,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도청 및 

FHSS 등 전문가 그룹이 사용하는 도청기들이 있습니다.

  귀사, 귀 기관에서 디지털 도청이 이루어진다면? 설마가 “보안 담당자” 잡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임 1. 도청감리평가표 “예시” 1부.

     2. 카탈로그 1부.  끝.



 

1. 도청기술 진화로 현재 운용중인 보안장비의 신뢰성 검증 필요성  

2. 현, 운용중인 장비 실제 검증과 테스트로 투명해진 성능 확보 

- 디지털 도청감시 비교 장비 투입 (The Stealth TEAM) 

- 구형, 최신형 도청 장비와 동일 스펙의 각종 디지털 측정장비 활용 

 

 평가항목 점수 평가점수(측정거리1/2/3m)  

1 아날로그 도청기 5 0, 3, 4, 5 

2 아날로그 카메라 4 0, 2, 3, 4 

3 디지털 도청기   

3.1 이동통신 대역 7 0, 5, 6, 7 

3.2 카카오 음성 7 0, 5, 6, 7 

3.3 스파이 앱(SPY App: Audio/Video) 15 0, 5, 10, 15 

3.4 Wi-Fi SSID 선별감지 7 0, 5, 6, 7 

3.5 FHSS/휴대폰 주파수에 은닉 송출 15 0, 5, 10, 15 

3.6 DSSS/ 5900MHz 대역 테스트 8 0, 4, 6, 8 

3.7 FSK 테스트 8 0, 4, 6, 8 

4 디지털 카메라   

4.1 카카오 비디오 통화 7 0, 5, 6, 7 

4.2 Wi-Fi 카메라 7 0, 5, 6, 7 

    

 합계(90점 만점) 90  

 

추가작업 
-최근 도청기술, 감시기술 등 실무적 강의 실시 

-도청의혹 주파수 발생시 위치추적 제거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서 
-Test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표 

-문제점 유무 파악 및 대응방안 분석표 제출 

감리비용 기본평가비용: 00만원,  시험  대상  장비  추가  1대당  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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