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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MS 인증이란?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은 기관이 수립하고 구축한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조직의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이버침해 위협으로부터

조직이 유기적으로 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의미합니다.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G-ISMS)는 정부 행정기관 등의 조직 및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

하게 수립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 G-ISMS :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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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행정안전부)

G-ISMS 인증 제도의 수립,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 G-ISMS 인증위원회

구성 및 관리, G-ISMS 인증심사원 임명, 인증관련 예산의 확보 및 출연,

그 밖의 인증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

인증위원회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인증심사결과보고서의 심의∙승인, 인증기관 자격 심의∙

인정, 인증심사원자격심의∙인정, 기타행정안전부장관이위임한업무를수행

인증기관

(KISA)

G-ISMS 인증심사, G-ISMS 인증서 발급 및 관리, G-ISMS 인증심사원

교육, G-ISMS 인증상담 및 기술자문, 그 밖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 ※ 인증심사팀은 인증기관이 구성하여 운

신청기관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을 신청한 기관

※ G-ISMS 인증은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관이 자유롭게 신청

G-ISMS 인증 체계

G-ISMS 인증체계는역할과책임에따라정책기관,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신청기관으로구분합니다.

정책기관과인증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인증기관은 KISA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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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및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일반적으로 인증범위를 조직 전체로 선정하여 G-ISMS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인증 범위를 조직의 일부 또는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서 인증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인증범위를확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게되면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1회 중간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 및 기관 통∙폐합 등의 환경변화 또는 인증받은 G-ISMS의 인증

범위 변경 등 G-ISMS와 관련된 중 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은 재심사 후 3년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심사 신청을 하여야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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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MS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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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이 인증을 신청하기까지의 과정

� 준 비 단 계

● G-ISMS 구축 및 운

- 신청기관은 컨설팅 또는 자체구축을 통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G-ISMS를

구축 및 운

● G-ISMS 인증상담및 사전점검일정 논의

- G-ISMS 가 적절하게 운 되고 있다면 신청기관은 인증기관에 인증상담을

요청하고 사전점검 일정을 논의

● 사전점검

-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준비사항, 문서상태 등에 한 사전점검을

수행

● 인증심사신청

- 사전점검 결과 심사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면 신청기관은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공문 발송

※ G-ISMS 인증상담 및 신청문의 gisms@kisa.or.kr

● 인증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인증기관이 인증심의를 의뢰하면 행정안전부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심사결과를 심의

● 인증서 교부

-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서의 발급이 결정되면, 인증기관은 신청

기관에 인증서를 교부

● 신청기관은 12개월에 한번씩 중간심사를 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

● 신청기관은 유효기간(3년) 만료 시 갱신심사를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

● 신청기관은 인증범위 내에서 중 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받음으로써

인증을유지

※ 갱신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는 최초심사와 동일

� 심 사 단 계

� 인 증 단 계

� 유지∙관리단계

인증기관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의 과정

인증위원회가인증심사결과를심의하고인증기관이인증서교부하기까지의과정

신청기관이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 인증심사팀 구성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수행 할 심사팀을 구성

● 인증심사및 보완조치 요청

- 인증심사팀은 신청기관이 운 하는 체계가 G-ISMS의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를

심사하며 시작회의, 서면∙기술심사, 종료회의 순으로 진행

- 인증심사팀은 종료회의 시 신청기관에게 부적합 보완사항에 하여 조치 요청

● 보완조치결과확인

- 신청기관은 보완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관은 보완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심의의결안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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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축 및 운 이점

●침해사고에 한 능동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에 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관리/기술/물리) 정보보호 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국가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종 정보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하여 체계적으로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보안위협에 하여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비용효과적인 정보보호 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응 및 타율적인 정보보호점검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유도합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G-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

니다.(한시적)

�G-ISMS 인증을 받은 서비스는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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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에 따른 혜택

●정부 발간 소식지∙간행물∙홍보자료등을 통해 G-ISMS 취득기관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G-ISMS 취득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포상을 할 계획이며, G-ISMS 취득기관의 외인지도

제고 및 민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우수기관 선정, 우수직원 선정

- 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수상

- 해외 우수사례 견학

●정부업무평가시 G-ISMS 인증서가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인력 충원 시 정보보호 담당자를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 ISO/IEC 27001 동시 취득 : G-ISMS 신청기관은 ISO/IEC 27001인증이 필요할 경우 ISO/IEC

27001 인증을 함께 신청하여 G-ISMS 인증과 ISO/IEC 270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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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ISMS 인증기준은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행정안전부 훈령 제178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G-ISMS의 인증기준은 필수사항인 수립 및 관리과정, 문서화 요구사항과 선택

사항인 12개 분야의 정보보호 책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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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관리과정

●G-ISMS 구현 절차는 G-ISMS 수립(Plan), G-ISMS 구현 및 운 (Do), G-ISMS 모니터링 및

검토(Check), G-ISMS 유지 및 개선(Act)의 4단계 관리 과정으로 운 됩니다.

●조직의 정보보호 환경과 그 위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리과정은 일회적인 단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순환 주기의 형태를 가집니다.

문서화 요구사항

●G-ISMS 수립 및 운 의 근거를 위해 문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확인하기 쉽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문서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화 요구사항

G-ISMS 수립 및 관리에 한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문서의 내용은

실제 업무를 반 하여 업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ISMS 정책, 책임자의

결정, 위험관리 결과 등에 따라 ISMS 활동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문서의 통제
문서의 승인, 검토, 개정 상태의 식별, 관련자 배포, 폐기 및 폐기 문서의 표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문서 및 문서목록을 관리하여야 함

기록의 통제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폐기에 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하며기록은읽기쉽고식별가능하며관련활동을추적할수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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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책 통제사항

●정보보호 책은 12개의 통제분야, 156개의 통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제분야 통제사항

1. 정보보호 정책 1.1 정보보호 정책

2. 정보보호 조직 2.1 정보보호 조직

3. 자산관리 3.1 자산에 한 책임 3.2 정보자산 분류

5. 물리적 보안 5.1 보호구역 5.2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9. 보안사고관리 9.1 보안사고 및 취약점 보고 9.2 보안사고 응 및 사후 관리

10. 업무연속성 관리 10.1 업무연속성 관리

6. 통신 및 운 관리 6.1 운 절차 및 책임 6.2 위탁서비스 관리

6.3 정보시스템 도입 6.4 유해 소프트웨어통제

6.5 백업 6.6 네트워크보안

6.7 매체관리 6.8 정보의 교환

6.9 전자상거래서비스 6.10 모니터링

7. 접근통제 7.1 접근통제에 한 업무 요구사항 7.2 사용자 접근 관리

7.3 사용자 책임 7.4 네트워크 접근통제

7.5 운 시스템 접근통제 7.6 정보 접근제어

7.7 이동 컴퓨팅 및 원격지 근무

8.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8.1 정보시스템의 보안요구사항 8.2 응용프로그램의 정확한 처리

개발 및 유지보수 8.3 암호화 통제 8.4 시스템파일의 보안

8.5 개발 및 지원과정에서의 보안 8.6 기술적 취약성 관리

12. 개인정보보호 12.1 개인정보 관리 12.2 CCTV 설치 및 관리

12.3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12.4 개인정보 처리의 열람 및 정정

12.5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11. 준거성 11.1 법적 요구사항 준수 11.2 정보보호정책 준수

11.3 정보시스템 감사 고려사항

4. 인적보안 4.1 채용시 인적보안 4.2 재직시 인적보안

4.3 퇴직 및 직무변경 4.4 외부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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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및 해외사례

■ 국제표준 현황

● ISO/IEC 27001 국제표준

- 1998년 국에서 수립된 BS7799-2(정보보호관리 규격)를 기초로 하여, ISO(국제표준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를통해ISO/IEC 27001로2005년10월15일국제표준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는 ISO/IEC 27001 규격을 인증심사 기준으로 사용하여 ISO 인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G-ISMS 인증심사 기준은 ISO/IEC 27001 규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현황

-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83개국이 6887개의 ISO/IEC 27001기반 ISMS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Ⅳ

국가명 발급현황

1 Japan 3657

2 India 509

3 China 495

4 UK 454

5 Taiwan 376

6 Germany 144

7 Korea 106

8 USA 96

9 Czech Republic 95

10 Hungary 71

11 Italy 60

12 Poland 56

13 Spain 55

14 Malaysia 47

15 Ireland 37

16 Thailand 36

17 Austria 35

18 Hong Kong 33

ISO/IEC 27001기반 ISMS 인증서 발급현황

2010.10 기준, 83개국에서 6887개의 인증서 발급(출처 : http://www.iso27001certific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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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27000 Family

ISMS 수립 및 인증에 관한 원칙과 용어를 규정하는 표준
ISO/IEC 27000

(Overview & Vocabulary)

ISO/IEC 27001

(ISMS requirements standard)

ISO/IEC 27002

(code of practice for ISM)

ISO/IEC 27003

(ISMS Implementation Guide)

ISO/IEC 27004

(ISM Measurement)

ISO/IEC 27005

(ISM Risk Management)

ISO/IEC 27006

(certification or registration process)

ISO/IEC 27011

(ISM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s)

ISMS를 수립, 구현, 운 , 모니터링, 검토,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

ISM을 수립, 구현 및 유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침

및 일반적인 원칙

보안범위 및 자산 정의, 정책 시행, 모니터링과 검토, 지속적인 개선 등 ISMS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시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구현 권고 사항을 규정한

규격으로, 문서구조를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맞춰 작성

ISMS에 구현된 정보보안통제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규정한 규격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측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정보보안의

수준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문서

ISO/IEC 27033

(IT network security)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관리와 운 에 한 실무 지침으로 ISO/IEC 27002의

네트워크보안통제를 구현 관점에서 기술한 문서

위험관리 과정을 환경설정, 위험평가, 위험처리, 위험수용, 위험소통, 위험 모니

터링 및 검토 등 6개의 프로세스로 구분하고, 각 프로세스 별 활동을 input,

action, implementation guidance, output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문서

ISMS 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표준으로서 인증기관 및

심사인의 자격요건 등을 기술

통신분야에 특화된 ISM 적용 실무 지침으로서 ISO/IEC 27002와 함께 적용

(ITU X.1051로 알려짐)

ISO 27799

(Health Organizations)
의료정보분야에 특화된 ISM 적용 실무 지침으로서 ISO/IEC 27002와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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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일본의 ISMS 인증제도 및 현황

- 경제산업성(METI) 산하의 JIPDEC가 ISMS 인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초기 독자 기준에서 BS7799의 국제 표준화에 따라 ISO27001로 전환하 습니다.

● 만의 ISMS 인증제도 및 현황

- 총리실 산하의 NICST(국가정보통신안전회의, 2001년 1월)에서 국가주요기반시설에 해

ISMS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여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학술연구기관, 통신∙전력∙수도∙금융∙병원 등 산업분야로 구분하고 각 기관을

A(중요핵심), B(핵심), C(중요), D(일반)로 구분하여 보안 강도에 따라 4, 3, 2, 1 등급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 만의 등급별 ISMS 인증 범위 및 세부내용 ]

구분 보안 보호범위 ISMS 인증 일정 점검방식 최소교육시간/년
강도 (책임자, 관리자, 기술, 일반)

A급 4 NSOC 직접방어/SOC, IDS, 방화벽 ‘08년도까지 인증 취득 최소 2회/년 이상 점검 (4,6,18,4시간)

B급 3 SOC(옵션), IDS, 방화벽 ‘08년도까지 인증 취득 최소 1회/년 이상 점검` (4,6,16,4시간)

C급 2 IDS, 방화벽 권고 자체 점검 (2,6,12,4시간)

D급 1 방화벽 권고 자체 점검 (1,4,8,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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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정부의 정보보호 구현 및 평가 프로세스 ]

●미국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평가과정

- 미국은 정부기관은 정보보호 관리를 위하여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을 제정하여 정부기관

으로 하여금 정보와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사적으로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개발, 문서화,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FISMA는 연방정부기관의 CIO와 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매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OMB)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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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G-ISMS 일반

1. ‘G-ISMS’와‘민간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G-ISMS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178호「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전자정부법 제 24조 및 56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2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0조 등이 있습니다. G-ISMS는 ISO/IEC

27001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12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G-ISMS 정책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G-ISMS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증

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며 인증위원회를 운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SA는 인증

기관으로서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민간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K-ISMS)는 민간기업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기관이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 적용 상, 인증기준 등이 상이합니다. K-ISMS의 정책기관은 방송

통신위원회이며 KISA가 인증기관입니다. 법적으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인센티브제도로 권고사항이며 민간기업 등을 상으로

2002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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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MS 신청 및 진행

1.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기관은 인증신청 전에 G-ISMS에 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운

과정을 거쳐야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G-ISMS 인증 신청 후 G-ISMS 인증서를 취득하는데 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기관의 운 상태 및 준비상태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상담 → 사전점검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결과심의(인증위원회) → 인증서교부]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인증상담 및 사전점검 일정을 논의 합니다.

KISA(인증기관)는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심사 준비상태를 사전점검합니다. 사전점검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KISA는 인증수수료, 인증 일정 및 기간 등을 신청기관과 협의하고

신청기관은 공식적인 공문으로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KISA는 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합니다. 신청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을 30일의 보완조치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KISA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심의를 의뢰합니다.인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인증이 결정되면, KISA는 신청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3.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받는 역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관이 설정한 인증범위를 상으로 수립∙운 중인 G-ISMS에 한 적절성 및

체계성에 하여 G-ISMS 인증심사를 하게 됩니다.

관리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조직 구성,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보호 책 계획 수립 및 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 관리과정을 통해 여러 정보보호 책

들이유기적으로통합되어구현∙운 되고있는지, 지속적인사후관리및개선활동이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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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취득을 위해 담당자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나요?

G-ISMS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G-ISMS 담당자는 보안관리자, 정보화담당자 및 책임자

등이 담당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인증심사 기간 중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청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를 위한 공간 및 비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빔프로젝터, 프린터, 전화기, 네트워크회선, 화이트보드 등

● 인증심사 관련 자료 및 이행증적자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위정책서, 직무기술서, ISMS 범위정의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보호 책 명세서,

각종 지침/절차/매뉴얼 등

● 심사 지원을 위한 담당자 지정(조직도 및 연락처 등), 관련문서 열람 및 관계자 면담 등

에 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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