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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DDoS 침해사고 발생01
2009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DDoS(분산서비스거부,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 국내 22개 사이트와 미국 14개 사이트에

걸쳐 감행되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계획된 시각에 지정된 사이트를

공격하 을 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확인조차 어렵도록 한

지능적인 공격으로 방어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을 상으로 한 공격으로 사이버상의 문제가 국가적

위험 수위까지 근접하게 되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용자 PC에 한 철저한 보안관리와 ISP의 예방 활동이 강조되었고

DDoS 방어 장비 구축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DDoS 방어를 위해서는 기술, 인력 그리고 조직이 삼위일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상시의 응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안전문가의 지적이 앞으로 남은 과제로

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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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메시징 인프라 기반의 피싱 기승

국내 유명 인스턴트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메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유추해 접속한 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회공학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노출

되었다. 기존의 보이스 피싱은 경찰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금융권의 노력으로 범죄

성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메시징 인프라 기반의

피싱이 빈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피싱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 상 방 인증제 및

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비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 다.

한편, 사용자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출,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 단일 패스워드의

사용 등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메시징 인프라를 통해 금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전화를 통해 상 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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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안제품 등장

허위 보안제품은 전문 보안업체가 아닌 곳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허위 진단 내용을 보여 주거나

과장된 위협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을 현혹하고 소액 결제를 유도 하거나

사용자 몰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제품명과 작동 형태가

지능화되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디펜더’, ‘프로텍터’, ‘안티바이러스’등의

기존 백신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백신 이름을

도용하고 있어 사용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의보안경각심이저하되거나악성코드에 한민감도가감소하는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한 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에 응하기 위해 백신 평가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뢰성 있는 백신을 알려주기 위해 실태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2010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03



2009년 정보보호 10 이슈xviii

온라인 게임 해킹 급증

온라인게임에서거래되고있는아이템은오프라인에서현금으로거래가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불법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거래 액수가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탈취하고자 하는 해킹도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몇몇 사용자에 국한된 문제 지만 게이머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사회적인 문제로 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온라인

게임 해킹에 가담하는 보안 전문가도 등장하면서 우수 보안 인력의 유출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게임업체에게는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게임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동시 접속자가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명실상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게임 해킹 응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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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을 위한 학 전산망 해킹

서울 소재 유명 사립 학교에서 학생들이 네트워크 패킷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학교전산시스템을해킹하는사건이발생하 다. 관리자의계정정보를알아낸뒤

시스템에 접속 후, 성적을 마음 로 조작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적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립 학 특성상 보안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사립 학의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국에 300여 곳이 넘는 학이 있지만 관계기관의 보안지침에 충실히 따르는

학은 국립 학을 비롯해 몇몇 사립 에 불과해 이에 한 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05



2009년 정보보호 10 이슈xx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판결

2008년 2월 4일 인터넷 경매사이트 회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가 외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이번 사고는 내부 직원

또는 회사 차원의 고의적인 유출이 아닌 해킹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기업이 사고 인지 직후 해킹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공개 수사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약 14만 6천명이 기업을 상 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사상 초유의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해 많은 관심의 상이 되었다.

2010년 1월 개인정보유출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당시 관련법을

위반하지않은점을고려할때배상책임을인정할수없다며기업의손을들어주었다.

이는 평상시 정보보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게 해킹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인정해주는사례로각기업의보안담당자에게시사하는바가큰사건이었다.

기업 입장에서 해킹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보보호관련 법 준수,

정보보호에 한 지속적인 투자, 적극적인 해킹 방어 활동 그리고 해킹 발생시

자발적인 신고와 더불어 신속한 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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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법 제∙개정 활발

2009년은 국내∙외적으로 정보보호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한 한해 다.

미국의 경우「데이터침해통지법」이나「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법」등의 개인

정보보호 관련법안과「사이버안보법」등의 정보보안 관련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어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 다. 유럽은 EU 「통신법(Telecom Reform Package)」

개정안을 필두로 프랑스, 국, 독일 등에서 불법 다운로더에 한 인터넷 차단

등과 같은 저작권 보호조치,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인가된 망접근에 한 인터넷

감시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반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내에서는 7∙7 DDoS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이 활발

하 다. 악성코드 전파의 숙주로 악용되는 좀비PC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좀비PC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또한 사이버공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 응을 위해‘국가 사이버위기

종합 책’을 수립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11월 발의된

전부개정안 외에 신규 서비스등에 한 사전 정보보호 심사제도의 도입,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급화, 각 사업자별 자체 침해사고 응센

터의 구축, 정보보호책임자제도의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2009년 제정될 것으로 보 던「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차원의 공청회와

법안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많은 제정노력이 계속되었으나 해를 넘겨 2010년에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밖에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에 따른 무선 인터넷의 정보보호, 스마트그리드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이슈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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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T 기술과 정보보호 :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3D HDTV, 무선 충전 기술 및 스마트그리드 등의

새로운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스마트그리드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한 활발한 토론 및 이슈가 존재하 다.

스마트그리드는 차세 전력망 시스템으로, 기존의 전력 생산, 운반, 소비의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전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그린 IT의

핵심 분야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스마트그리드 보안에 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보보호의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하 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로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사용자에게는

접근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어 차세 컴퓨팅 기술로 두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함에 따른 정보유출, DDoS 공격에 의한 가용성

저해 등의 보안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한 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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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장으로 스마트폰 보안 관심 증가

2009년 국내 IT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아이폰의 국내 출시 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무선랜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아이폰의 등장은

기존 핸드폰에 익숙하 던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고

스마트폰시 가본격적으로열리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애플리케이션을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를 통해

악성코드에 쉽게 감염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보안에 한 관심도

뜨거웠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는 SMS, 전화번호목록, 통화기록, 사진

및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목록의 상에게

SMS을 강제 발송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뱅킹 및 각종 지불시스템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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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제로데이(Zero-day) 공격 증가

제로데이 공격은 취약점이 발견되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공식 패치가

제공되기 전에 공격하는 것으로 방어책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른 위협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 과거에는 Active X와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MS 오피스 제품군과 PDF 및 플래쉬 플레이어

등 중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한 공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널리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마저 해커들의 공격 상이 됨에 따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이에 한 비책으로 항상 응용 프로그램에 한 최신 업데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만 수행해야 한다. 또한 최신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제로

데이 공격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신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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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정보보호백서의 주요내용

제2장 정보보호 개요

제3장 정보보호 담당기관

제4장 사이버 침해사고 동향

본 편의 제1장에서는 동 백서의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9년

국가정보보호백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 다. 이어서 제2장

에서는 정보보호에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화 환경과

역기능 및 정보보호 전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을 소개하 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2009년 한해 동안의 사이버 침해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가정보보호의 방향 설정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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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정보보호백서의 주요 내용2

국가정보보호백서의주요내용제1장

제1절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의구성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는 총 4개의 독립된 편과 특집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정보보호 10 이슈를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정보보호 10 이슈>에서는 2009년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된 정보보호 관련 기사들을 토 로 산∙학∙연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1편 총론>에서는 정보화 환경과 역기능 및 향후 전망, 정보보호 담당기관, 사이버 침해

사고 동향을 다루고 있다. 정보보호 담당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기관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동향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과

지자체의 사이버침해 응능력강화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제2편 정보보호 활동>에서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국민생활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협력활동을

다루고 있다.

전자정부 정보보호 활동에서는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 및 개선, 전자인증

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활동에서는 관련 추진체계와 함께 전자적

제어시스템 위협 및 피해 사례,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활동 현황을 소개하 다. 개인정보보호

활동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개인정보 침해 현황, 개인정보보호 응 방향에 해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보호에서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소개하고 있다. 국민생활 정보보호 활동에서는 홍보 및 인식제고, 국민 정보

보호 교육, 불법 스팸메일 방지, 불건전 정보 유통 응에 관하여 기술하 다. 정보보호 협력

활동에서는 주요 협력단체와 학회활동을 소개하 다.

<제3편 정보보호 기반조성>에서는 정보보호 법∙제도,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정보보호 산업 ,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현황을 다루고 있다. 정보보호 법∙제도 분야에서는 발전과정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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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개정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분야에서는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 및 기타 인력양성 현황을 다루고 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분석한다. 정보보호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및 관련 제품 수출입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현황에서는 기술개발 전략 및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제4편 통계로 보는 정보보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관련 통계치들을 국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기술하고 있다.

<특집>에서는 국외 정보보호 주요정책 동향, 7∙7 DDoS 침해사고,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스마트폰 보안을 다루고 있다.

<부록>에서는 정보보호 인증 및 검증필 제품 목록, 2009년 주요 정보보호 행사, 국내 정보

보호 관련 업체 현황, 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활동 현황을 수록하 다.

제2절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의주요특징

정보보호 10 이슈는 언론보도 및 각종 참고자료를 토 로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의 정보보호 주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활동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여 독자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 고,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현황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정보보호 기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 다.

정보보호 설문조사는 새롭게 개선된 설문을 조사에 활용하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독자들에게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특집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건인 7∙7 DDoS 침해사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발전하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보호 관련 사안을 자세히

소개하여 정보보호 동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제1절 정보화환경과역기능

우리나라는 국외에서 발표되는 지수들을 보더라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2009년 발표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UN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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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1>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통신지수 순위

[작성기관]

지수명
목적/성격 지수특징

우리나라 순위(조사 상국가수) 최근

발표일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TU]

정보통신

발전지수1)

국가별 정보화

수준 측정

- 2006년부터 2년여간 관련 전문가들과

ITU 전체 회원국 간의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단일 지수

- ICT의 접근성, 이용, 활용 능력을 평가

하는 총 11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

- 디지털기회지수(DOI)와정보통신기회지수

(ICT-OI)로 나눈 종래의 지표를 체

하여 2009년 최초 발표

- - -
1

(40)

1

(180)

1

(181)
-

2

(154)

2009년

3월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국가별 개인,

기업, 정부의

IT의 환경,

준비도, 활용도

측정

- 평가는 ① 시장여견, 규제 등 IT를 위한

제반 환경(Environment), ② IT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Readiness), ③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Usage)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 ICT 관련 통계자료(정량자료)와 설문조사

결과(정성자료)로 평가

20

(75)

14

(82)

20

(102)

24

(104)

14

(115)

19

(122)

9

(127)

11

(134)

2009년

3월

[EIU]

e-비즈니스

준비도

e-비즈니스

환경 측정

- 접속기술 인프라, 기업 환경, 소비자와

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 법적 환경,

사회 문화 환경, 정부 정책과 비전 등

6개 역으로 구성

21

(60)

16

(60)

14

(64)

18

(65)

18

(68)

16

(69)

15

(70)

19

(70)

2009년

6월

[IMD]

국가경쟁력

지수

(기술인프라

부문)

국가경쟁력 중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 측정

- 스위스 국제경 개발원(IMD)에서 평가

- 경제운 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

효율, 발전인프라구축 등의 4 분야

20개 부문 평가

- IT는 발전인프라 중 기술인프라 부문에

포함

17

(49)

27

(59)

8

(60)

2

(60)

6

(61)

6

(55)

14

(55)

14

(57)

2009년

5월

※ 표기된 순위는 발표연도 기준임

[출처 : http://old.nia.or.kr/open_content/01_open/open02_stats/stats01_01.js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 IT 경쟁력지수 현황 및 시사점, 2009년 12월]

1) 2005년~2007년 ITU 정보통신발전지수 순위는 디지털기회지수에 한 순위임



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정보통신 발전지수 2위를 차지하 고,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 11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정보통신지수에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인터넷 이용자가 3,658만 명(인터넷

이용률 77.2%)에 이르고 있다. 10 ~30 국민 중 9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

(3~9세)와 40 의 인터넷 이용률도 80% 에 달한다.

2009년 4/4분기 기준으로 인터넷뱅킹 등록자 수는 5,921만명으로 1년 사이에 12.6% 증가

하 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 자금이체 및 출서비스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2,800만 건으로

2008년에 비해 24.8% 증가하 다. 휴 전화와 PDA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일평균 172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62.3% 증가하여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비

11.4%의 비율을 보 다. 입∙출금 거래를 기준으로 2008년 82.7% 던 비 면 거래의 비중은

2009년 86.3%로 증가하 으며, 비 면 거래 가운데 인터넷뱅킹이 37.4%, CD/ATM이

36.7%, 텔레뱅킹이 12.2%의 비중을 차지하여 인터넷 뱅킹의 비중이 CD/ATM의 비중을 최초로

능가하 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화사회 선진화에 따라 정보화사회의 역기능도 점차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악성 댓 , 스팸메일,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인 목적을 상으로 하는 피싱(Phishing)이나

파밍(Pharming)에 따른 개인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건전 정보유통, 개인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면서 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피싱의

경우 기존의 보이스피싱 신 소셜 메시징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수법이 증가하 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클릭을 유도하고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에 관한 내용으로 위장한 경우가 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에 한 경각심이 점차 증가하여 큰 사회문제로 두 되고 있었던

상황을 이용한 경우이다. 그리고 정보보호에 한 관심 증가를 역이용한 허위 정보보호 제품의

증가는 부당한 사용료 결제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유발하 고, 이는 사용자들의 보안 경각심

저하와 악성코드에 한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향을 야기하 다.

네트워크의 확 보급에 따른 정보교환 및 공유로 인하여 정보에 한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주요 기 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차세 전투기 사업의 일부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5



자료에 한 해킹 사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 작전계획 관련 자료에 한 해킹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국내의 발전된 인프라가 해외 해커의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를 위한 중간 경유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외에 거주하는 사이버범죄자에 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에 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킹 등의 공격행위는 국민생활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심리전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주요기반시설이 점차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통제됨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위협이 주요기반시설의 위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결국 이는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표적인 예로서 2007년의

에스토니아, 2008년의 그루지야의 인터넷 기반시설에 한 사이버공격 등을 들 수 있으며,

2009년의 7∙7 DDoS 침해사고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제2절 정보보호향후전망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해주는 원동력이자 현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경제 활동에서의 인터넷 활용도는 더욱 높아져 항공∙철도∙전력∙가스∙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이 기본 인프라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디에서나 정보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폰등의새로운IT 기술의발전은이러한변화를실현시키는기반이된다.

이렇게정보화가진전되는반면이에 한역기능또한다양해져지능화된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 사기 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사기기법이

매년 새롭게 두되고 있고, 해킹기술로 인하여 개인과 기업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해킹기술은 개인과 기업에 한 사이버공격 시도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를

상으로 하는 공격 형태로 진행되어 그 피해 및 파급효과도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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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보안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예를들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서 제기되는 것이 표적인 경우이다. 스마트폰용 악성코드가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한 처라는 새로운 과제의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가 비 정보 수집 등의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의 환경변화 정보통신 윤리관의 결여, 전자

금융∙전자상거래의 이용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범행 기회,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부 유출,

범죄에 한 명확한 처벌 규정 미비와 맞물려 정보화의 역기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정보보호에 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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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행정기관

1. 방송통신위원회

가.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방송통신 선진 한국의

새 길을 열어가기 위해 2008년 출범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용자는 서비스의 혜택과 편의를 누리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역기능과 사이버위협이 나타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로벌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응하여 전 국민이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분야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7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책을 수립하고 침해사고 응, 개인정보 보호, 유해정보 응, 정보보호 기반

조성 등의 4 분야별 책 50개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Green IT, 디지털 컨버전스 등 급변하는 IT 환경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정책 방향 정립에 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

자문기구인‘정보보호정책포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

통신위원회는 2009년 기존 포럼을 확 ∙개편한 민관협의체인‘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를

구성 및 운 하 다.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예방과 응 강화를 위해서 국내 인터넷 이상징후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초동 응, 온라인 배포 프로그램(Active X) 취약점 위협 예방 조치,

허위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악성 봇 감염률 감소를 위한 피해 예방 활동,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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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상 안전진단 시행 등을 수행하 다.

그리고 안전진단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은

업체의 안전진단 면제기간 확 , 정보보호심사원 제도 도입,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세사업자의 공동수검을 통한 할인혜택 등 안전진단제도 상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규 서비스에 한 보안 강화를 위해 VoIP(인터넷전화), IPTV, 무선 랜 등 신규 서비스에

한 보안 가이드라인 및 침해 응 기술을 개발하고, VoIP 보안통신, 세션 제어 기술의 산업체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유도를 추진하 다.

한편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웹 취약점 점검서비스, 공개 웹 방화벽 기술지원, PC

원격점검 서비스 등을 시행하 으며, 중∙소규모 IT 서비스 기업의 보안수준 강화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위험관리, 보호 책 수립 등 기술지원을 추진하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포털 등의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 으며, 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로 규제 상을 확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 다. 또한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등 후속 책을 추진하 다. 한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기술적 응 강화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포털, 이동통신사,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량 보유 사업자 및 유출사고 발생 사업자 등을 상으로 15건의 현장

점검을 수행하 다. 특히, 2010년 1월 18일 인터넷 관련 모든 민원을 통합 상담∙접수받는

‘e콜센터 ☎118’을 개소하 다. 이는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에 해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 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확 개편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및 P2P 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유해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P2P 사업자 등의 자체 유해신고센터 운 , 음란물

차단 시스템 도입 등 불법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 다. 그 밖에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정보보호인식을 제고하고자 정보보호 홍보 사 임명, 정보보호 음악 및 상

제작, 어린이용 정보보호 만화 발간, 장애인 및 어르신 등 소외계층의 PC 안전성을 점검해주는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 정보보호 공모전, 해킹방어 회등을 활동을 추진하 다.

법률적으로는 2009년 7월 7일 DDoS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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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악성코드 전파의 숙주로 악용되는 좀비PC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좀비PC법의 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나. 인터넷침해 응센터

인터넷침해 응센터는 국내 인터넷망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취약점, 웜∙바이러스 등

보안위협 및 인터넷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 한 후 분석∙경보발령을 통하여 인터넷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 백신업체, 보안관제업체 등과 상시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공동 응을 통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

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인터넷침해 응센터는 민간 부문의

인터넷 침해사고에 응하고, 보안업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하며,

국제적 침해사고 응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내에 설치되었다.

인터넷침해 응센터는 침해사고에 따른 조기 응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 하여

KT,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 및 관제업체의 네트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365일 24시간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DDoS, 홈페이지 변조사고 등 주요

해킹사고의 사고접수∙처리 및 주요 해킹 사고, 웜∙바이러스 감염 등에 한 국민 상담과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가 은닉되어 유포되는 홈페이지를 사전에 탐지하여

해당기관 및 업체에게 실시간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초동 응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신규 출현 취약점과 웜∙바이러스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 가능성, 향력 등의 위험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여, 심각성 수준에

따른 민간분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상 징후 상시모니터링 및 응을 통한 선제적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KrCERT(www.krcert.or.kr) 홈페이지에 최신 보안동향 및 침해사고 통계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수립 지원 및 국민 보안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침해사고 응팀협의회(APCERT) 및 인터넷침해사고 응 국제

기구(FIRST) 등의 국제기구 참가를 통해 국제 정보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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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가. 개요

행정안전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화사회 발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위협과 침해에 한 선제적 예방 및 응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역할과 공공∙민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 및 체계 정비, 관리 및 기술적 보호 강화, 교육 확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다각적인 책을

수립 추진한다.

그 동안 전자정부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 로 종합적인 보안수준 향상 책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발보안 가이드’등을 개발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진단’결과 개선할 부분에 해 기술지원을 하 으며, ‘공무원 PC의

바이러스 퇴치’등의 정보보호에도 노력한다.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책 수립 지원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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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1] 인터넷침해 응센터 종합상황실 모니터링 화면



국가 사이버침해 응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전산센터와 지역정보개발원 및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 응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이버공격에 공동 응하고 있으며, 지난 7∙7 DDoS

침해사고 이후 DDoS 공격에 취약한 132개 국가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해 DDoS 응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그 결과 1,461개 행정서비스 중 94.5%가 DDoS 응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정보보호와 인증체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서비스별로 산재된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체계의 통합 및 표준화, 정부∙민간 서비스 연계∙통합 등 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에 걸맞는 인증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문서의 생산∙유통∙배포 등 전 단계의 진본성

확보를 위해‘전자문서 진본성 검증체계’를 구축, 확산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환경 개선 및‘기기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유비쿼터스 사회 진전에 따른 IT 기기

간의 충돌방지 및 인터넷전화 등의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모든 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 원칙을 제시한「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08년 11월 28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까지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정유회사, 결혼중개업체, 부동산중개소 등 14개 업종, 22만 개 업체에

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따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 다. 또한 행정기관의 정보이용자에 한 본인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이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기술적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각적인

책을 추진 중이다. 소관기관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 해킹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 다. 또한, 소관기관을 상으로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주된 유출

경로가 되는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번호 노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 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체수단인 공공 i-PIN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사업자를 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 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정보보호 담당관 상의 정보보호 교육,

공공기관별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상 워크숍 개최, 각종 정보보호 교육 동 상 배포,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민간 사업자 상의 집합교육, 개인정보보호 실천결의 회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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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 중이며,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를 두어 개인정보 침해 시 민사상 합의를 유도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나. 지자체의체계적사이버침해 응능력강화

1) 추진배경

행정안전부는 2005년 9월 전자정부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사이버위협에 비

하 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이버위협에 한 관제시스템이 전무한 상태 다. 2006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전자정부 침해사고 응협의회 구성 및 운 을 위해 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보안관제센터와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 으며, 2007년 7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정부 보안규정이

강화되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상호∙

연동∙운 중에 있다.

2) 추진실적 및 계획

행정안전부는 2008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사이버침해 정보연동 규격을 마련하고 침해

사고 응시스템을 개발하여 16개 시도별 구축한 보안관제센터 연동을 완료하 다.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정부통합센터까지 확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위협상황 응이 가능하도록

하 다.

2009년에 보안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각종 민원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에 한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 중이며,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민

홈페이지에 한 취약점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개선하고 있다.

범정부 DDoS 응체계 구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응시스템을 구축하고, ‘DDoS 응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단계적 응절차 점검을 완료하 다.

이에 따라 7∙7 DDoS 침해사고와 같은 유사시를 비한 DDoS 응 상시 모의훈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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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고 정보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모의해킹 등 적극적 방어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안관제센터 운 능력 극 화를 위해 사이버침해 응

담당자에게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민간 기업 등과 실시간 공조로 사이버 침해사고 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다. 정부통합전산센터

1) 일반 현황

정부통합전산센터(NCIA, National Computing Information Agency)는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 을 위하여 2005년 11월 출범하 으며 국세, 외교, 공안, 경찰 등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및 주민등록, 조달, 관세 등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중앙 행정

기관의 40여 개 정보시스템을 통합운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입∙사법부,

교육기관 등 9,600여개 국가기관의 주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응하고 있다.

2) 사이버침해 응

가) 7∙7 DDoS 침해사고로부터 정부업무서비스 안정적 보호

2009년 7월 7일 18:00부터 3차례에 걸쳐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DDoS 공격을 받아

정부, 금융기관 및 민간 업체 등 주요 국가∙민간 기관 홈페이지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 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주기관 및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관 4개 웹사이트도 DDoS 공격을 받았으나,

조기 정상화하 다. 공격발생 시 센터는‘DDoS 응 종합상황실’을 긴급 구성하여 침해사고

응팀(NCIA-CERT)을 소집,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 응 활동을 강화하고 센터의

정보보호체계인‘7방어 3분석2)’을 전면 가동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량 유해 트래픽을 분석

및 차단하 다. 그리고 공격유형 분석 및 센터 정보보호체계의 특성을 고려한‘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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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응 실무 가이드’를 적용하여 DDoS 공격 유형에 최적화된 단계별 세부 응조치

방안을 적용하 다. 특히, 센터에서 운 중인 전자민원(G4C) 및 외교부 홈페이지는 공격초기

신속한 응 조치로 조기 정상화하 다.

나) 실시간 사이버위협 관제 및 분석∙ 응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자체 제작한 침해 응분석체계를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수행되는

사이버위협 관제로 외부의 침해를 차단∙ 응하고 있다. 작년 한해 정부의 통신망을 통과하는

약 13억 통의 이메일(E-mail) 중 스팸메일 11억 통을 차단하 다. 또한, 사이버위협 트래픽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킹방법에 한 탐지규칙과 차단규칙을 자체적으로

생성(총 110건)하여 공격 즉시 차단하고 있다.

다) 사이버 위협요소 발견 및 제거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취약점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부처별 방문을 통해 현장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각 기관에서 별도 요청 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침해시도로부터 웹서버의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개최하여 사이버공격 응기술을 활용,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이버

침해 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규모 DDoS 등 주요 사이버침해에 비 하 으며 또한, 보안

취약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약점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

3) 행정기관 보안관리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

정보자원 통합에 따른 사이버침해 증가에 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정보보호 관리

항목(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등 18개 분야, 205개 항목)을 도출하고, 내부 점검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여 자체 보안활동을 강화하 다.

또한, 범 국가적 해킹시도에 즉각 응하도록 정보보호시스템 및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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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침해 응 종합비상 응계획’을 마련하 다. 그리고 7∙7 DDoS 침해사고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정보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DDoS 응 실무 가이드’를 작성하여

배포하 으며, ‘7방어 3분석’보호체계를 전면 가동하여 안정적인 정부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 다.

또한, 용역업체 등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사업 준비∙계약∙수행∙

종료 단계별 보안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안위규자 및 해당업체에 한 내부정보

유출방지체계도개선하 다.

나) 보안인프라 보강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의 로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방 한 양의 방화벽 로그 장기

보관체계를 마련하여 장애 또는 보안사고 발생에 비한 사후 분석 기능을 강화하 으며,

정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보안에 취약한 VPN 망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고객기관 인터넷망의

VPN 통합 기반을 조성하 다.

또한, 고객기관 정보시스템의 중요 정보에 한 접근권한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해 DB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구축∙운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저성능∙노후 장비 등 정보보호 시스템의 교체를 추진하여 통합센터 보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7방어 3분석’정보보호체계를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보안활동 강화

보안장비에 한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객기관의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 다.

정보시스템 운 에 한 신뢰도 제고 등 보안강화, 국가정보자원과 서비스에 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7∙7 DDoS 침해사고 란 발생 시 통합센터의 위기 응 노하우를 고객기관 보안 실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보호 교육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DB보안

교육 및 정보보호 세미나 등을 통해 고객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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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경제부

가. 개요

지식경제부는「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식정보보안산업3)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정보보안산업은 그동안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왔으나, 9∙11 테러 이후 물리

보안 및 융합보안 분야가 신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서는

차량, 국방, 의료, 건설, U-물류, 항만시스템 등에 한 보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세계정보보안시장의 흐름 및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의 정보보호 산업을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 다. 또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을‘Risk-free

Ubiquitous 사회 기반’및‘신시장 창출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지식정보보안산업

진흥 종합계획(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수립하고, 시장규모를 2013년까지

18조 규모로 확 ∙발전시키기위해 노력 중이다.

‘세계 3 지식정보보안산업 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 추진전략( 로벌

기술역량 확보, 시장∙인력 수요 확 , 수출 경쟁력 제고)을 수립하고 세부 중점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먼저, 로벌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열악한

국내 중소 지식정보보안 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원천 기술 개발 및 보안기술의 상용화 지원 등 국가보안용 기술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에 한 공격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해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사이버 범죄, 정보유출 등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 수집∙검색∙

분석을 위한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인식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산업활성화에 기여

하 다.

또한, 열악한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상으로 취약점 분석 등의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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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 인증, 인식, 검사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는 다시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보안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으로 세분화된다.



정보보안 컨설팅 및 제품에 한 시장 수요의 확 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 다.

더불어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에 처하기 위하여, ‘지식정보

보안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지원하고‘KISA 아카데미’의 현장인력 전문화교육을 통하여

2013년까지 2천명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지닌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 레퍼런스(referance) 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정보

보안제품의 품질 시험∙인증 체계 및 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한 국내 보안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나.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

지식경제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에너지∙산업∙무역 등 지식

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 해킹, 바이러스 등 외부의 전자적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여 2008년 8월부터 운

하고 있다.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는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공격 사전

탐지 및 초동 응을 수행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로 피해확산 방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 기관들의 보안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

하고 정보보안 종합 책을 제시하여 침해사고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KISIS)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KISIS,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Industry

Support Center)는 상 적으로 세한 국내 중∙소∙벤처 지식정보보안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시험기기를 구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시설을 구축

운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테스트랩 등 5개 외에 물리∙융합보안에 한 테스트랩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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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이 확 되고 있는 분산형서비스거부공격(DDoS)에 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베드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라.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orea National Biometrics Test Center)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는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등 국산 바이오인식 제품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검증하는 시험서비스와 정부(공공)기관 시범사업의 기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적합한 바이오인식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바이오인식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 중에 있으며, ABC(Asia Biometrics Consortium) 사무국 운 을 통해 바이오인식 분야

국제 표준화 및 시험 기술 등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마. KISA 아카데미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의 고급인력에 한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

진흥원 내에‘KISA 아카데미(구,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산업현장의 고급기술

수요를 반 한 실습 위주의 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식정보보안기업의 우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정보보안 핵심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디지털 포렌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턴트, RFID/USN보안, 바이오 인식 등

4개 과정을 운 하 으며, 2010년에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침해사고 및 DDoS 응

실무’등 전문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보안, 홈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운 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석사 인력양성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기업과 학이 교과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운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 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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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기관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 통신망에

한 사이버침해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의 개발∙지원을 목적으로「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에 설립된 정보보호 전문연구기관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공공 분야의 사이버안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암호기술 연구, 해킹 응기술 개발, 정보보안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지원활동 등을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국가 보안기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한 국내 정보보호 및 암호학의 연구기반 강화와 국가 통신 및 전산 정보보호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매년‘정보보호와 암호에 관한 학술 회(WISC, Workshop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graphy)’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행정부처 및 산하 기관, 전문

연구기관, 기간통신사업자, 학계 등의 국내 정보보호 업무 관계자와 학술 교류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정보보호기술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 등을 관련 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는 2009년 7월 23일

기존의 인터넷 분야의 3개 표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Korea IT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통합하여

출범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거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회 환경조성,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 방송통신 국제위상 제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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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존 3개 기관에서 중복되는 경 지원기능 등을 폭 통합하고, 정보

보호, 인터넷진흥, 국제협력 업무의 책임경 강화를 위해 본부장제를 도입하 다. 7∙7 DDoS

침해사고 공격을 계기로 인터넷침해 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침해 응센터를 본부장급으로

확 ∙개편하고관련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통합으로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해킹 응,

전자서명, 정보시스템평가,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유해정보 응,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인터넷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며, 통합 후 기능 간 시너지효과 등을 극 화하여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내의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지식정보보안연구부는 1999년 기존의 부호기술연구부와 민간부문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연구부로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가 설립된 이래,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등에 이전하여 관련 산업계를 선도 하고 있는

ETRI 내 유일한 정보보호 연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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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2010년 03월]

[그림 1-3-2-1]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직도



지식정보보안연구부에서는 세계 IT 보안 트렌드가‘통신상의 정보보호 경쟁’에서‘생활 속의

지식정보보안 경쟁’으로 변화되고 확 되는 추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3 지식정보보안 역에

한 연구개발을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보보안으로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정보보안을 통한 클린 인터넷경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킹∙침입탐지, 포렌식,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 유해정보 차단, 정보 유출 방지, 디지털 ID

관리 및 전자ID지갑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둘째, 물리보안으로서 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 과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물리보안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감시, 알람∙

모니터링, 무인전자경비∙출입통제, 바이오인식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셋째, 융합보안으로서 정보보안 또는 물리보안이 비 IT 기술 또는 전통 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안전성이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금융

보안, 운송보안(자동차∙항공 등), 조선∙의료∙건설보안, 방범보안 로봇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특히, 지식정보보안연구부는 자체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ETRI 내 기술교류 및 협력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4. 금융보안연구원(FSA)

금융보안연구원(FSA, Financial Security Agency)은 2005년 5월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정보

통신부, (구)산업자원부, (구)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가 경제정책조정 회의에 공동으로

보고한‘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 책’에 따라 금융부문의 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0월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보안연구원은 전자금융 신규 보안 취약점 및 위협에 한 상시적인

분석∙ 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협력체계 하에 금융기관의 안전성 점검 및 책방안

수립, 급속히 발전하는 금융 IT 환경에 적용되는 보안제품에 한 적합성 테스트 업무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기존의 이용자PC 보안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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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외에도 DDoS 공격 응 지원서비스,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점검서비스,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VAN사업자) 안전성 점검 지원 등의 다양한 보안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금융거래의안전성을 한층 강화하 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연구원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복투자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일회용 비 번호(OTP, One Time Password) 통합인증

센터를 구축(2007년 6월)하여 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약 370만 개의

OTP단말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OTP통합인증센터는 하루 평균 17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금융보안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범국민 금융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범금융권 고객

정보보호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전자금융 이용자 가이드’를 알기 쉽게 플래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 으며, 금융정보보호아카데미 등을 통해 꾸준히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보안연구원은

매년마다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정보보호 우수논문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금융정보보호확산 및 금융정보보호수준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5. 금융결제원(금융부문 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결제원 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02년 10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융부문 정보 공유∙분석센터이다.

2009년 12월 현재 19개 금융회사(17개 국내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신협중앙회)에 해

실시간 통합보안관제,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협정보 등 정보보호 정보공유,

정보보호 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금융ISAC은 금융회사에 한 실시간 통합보안관제를 통해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시도 및 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을 365일 24시간 탐지∙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응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한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각종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신속히 응조치를 수행하고 위협정보에 따라 예∙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침해사고에 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7 DDoS 침해사고 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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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관제를 통해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응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 다.

또한 인터넷뱅킹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잠재적인 보안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긴급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지원하고 있다.

정보공유 서비스는 최신 보안위협 정보, 정보보호 동향 및 각 금융회사에 한 위협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보안위협 요인을 사전에 인지∙조치함으로써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정보보호 관련 정보교류를 위하여

매년마다 기술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금융회사 IT 실무담당자 및

임직원을 상으로 정보보호 출장교육과 집합교육(실습교육 포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인정보보호, DDoS 공격 응실무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수요에 맞춰 확 해 나갈

예정이다.

6. 코스콤 (증권부문 정보공유∙분석센터)

코스콤 증권ISAC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에 의거 2002년

10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축∙운 되고있는 정보보호 전문조직이다.

증권 관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침해 위협에 한 종합적인 정보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2009년 12월 현재 국내증권사와 유관기관, 공공기관 등 20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안정보를수집∙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코스콤 증권ISAC의 취약점 분석∙평가활동은 개인정보 향평가,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소스코드 분석, 무선랜 모의해킹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딩 시스템∙

웹트레이딩 시스템 취약점 분석, 보안 책 수립 등 증권사 환경에 맞는 전사적인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증권사 및 증권유관기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상이 확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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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증권사와 선물사의 매매체결구간(IT-HUB)과 일부 증권사 및 증권유관기관의

인터넷 구간 보안관제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총괄적인 응을 담당한다.

증권사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해 해외보안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기술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증권사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돕고 있다.

한편, 2009년 2월에는 증권ISAC 홈페이지(www.fsisac.co.kr)를 새롭게 개편하여 회원사의

활성화된 참여와 정보 교류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 다.

최근에는 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공유

하고 있으며, 7∙7 DDoS 침해사고 이후에는 증권분야의 DDoS 공동보안관제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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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09년사이버침해위협동향

지난 2008년의 최 이슈가 개인정보의 량유출이라면 2009년은 7∙7 DDoS 침해사고로

뽑는데 주저하는 이는 거의 없으리라 본다. 이 외에 응용프로그램 취약점을 노리는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의 지속 위협,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악성코드의 지속적 위협, 사회적인

이슈∙이벤트를 이용한 악성코드의 유포, 분석지연을 위한 고도의 분석방해 기술의 접목,

악성코드 량생산을 위한 자동화된 도구의 이용 등이 2009년도의 주요 사이버침해 위협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1. 응용프로그램 취약점을 노리는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의 지속적 위협

2009년도에도 취약한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은닉이 전파경로의 주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그 자체로서 악성행위를 수행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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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1] 홈페이지 은닉 사고처리건수 추이

사이버침해사고동향제4장



생성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 다. 이제 홈페이지 해킹은 악성코드 삽입,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주요 정보, 개인정보 탈취 등을 위한 경유지 형태로 정착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악성코드가

로컬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Flash, PDF 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교류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이

급증하면서 해커들의 관점이 취약점에 한 보안이 강화된 운 체제를 이용하기 보다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보유하고있는 소프트웨어에 한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악성코드의 지속적 위협

기업을 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DDoS 공격 협박을 시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2009년에도 다수 발생하 다. 이는 주로 고가의

DDoS 방어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을 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의 특정 형태의

사이트에 한 공격에서 탈피하여 여행사, 호스팅 업체 등 일반 사업체를 상으로 공격범위가

확 되고 있다. 이러한 DDoS 공격에는 넷봇(NetBot)을 이용 하여 제작된 악성코드들이 많이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운용 중인 게임 프리서버를 중심으로 보복성 공격이나 프리서버의

마스터로부터 아이템 유포를 요구하는 등의 DDoS 공격을 수행해 주는 전문 카페들이

활성화되어있어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을 유발시킨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다.

특히, 7∙7 DDoS 침해사고는 평소의 공격 상과는 다르게 주요 정부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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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2]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 유형



DDoS 공격이 기존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단순공격에서 사회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격으로

변모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3. 사회적인 이슈∙이벤트를 악용한 악성코드의 유포

2009년에는 마이클 잭슨 사망, 오바마 美 통령 당선, 前 통령들의 연이은 서거 등 국내∙

외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는 악성코드 및 스팸 제작자들에게

더 없는 기회로 악용되어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일련의 이벤트 등과 함께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사회공학적인 기법)시키기 위한 소재로 많이 악용되었다.

더불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형 웹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전파, 그리고 피싱사이트 및 합법적인 기관을 가장한 접속 유도 등의 방법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분석지연을 위한 고도의 분석방해 기술의 접목

7∙7 DDoS 침해사고를 유발한 악성코드는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명령제어서버(C&C, Command and Control) 접속 후 명령을 전달받는 유형에

비해 응 및 조치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특정 시간에 정해진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시한폭탄

(Time-Bomb) 형태의 악성코드에서 적당한 공격 시점을 알아낸 후 응 하는 일련의 과정은

분석시간 지연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악성코드는 여러 가지 악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도구 우회, 가상머신 탐지, 압축(Packing) 적용 등을 통하여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5. 악성코드 량생산을 위한 자동화된 도구의 이용

최근 인터넷으로부터 악성코드 생산 시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이를

재배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2009년 11월 아이폰 악성코드가 한 달 사이에 3종이

발생한 것도 최초 아이폰 악성코드의 소스가 공개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1편

총

론

제4장 사이버 침해사고 동향28



인터넷 전화 감청 바이러스(Skype Trojan)도 공개된 적이 있어 향후 인터넷상의 무수한 악성

코드 정보를 활용한 변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2008년 넷봇 (NetBot)을 이용

하여 DDoS 에이전트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의 상업적 판매에 이어 2009년에도

‘풍운’이라는 DDoS 공격도구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DDoS 공격에 악용되었다. 위 두 가지

도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기존의

악성코드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악성코드의 량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변종 악성코드의 출현 주기가 짧아져 이에 한

응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사이버침해사고발생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민간부문 침해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웜∙바이러스 신고건수는 총 10,395건으로 2008년(8,469건)에 비하여 22.7% 증가 하 으며,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는 총 21,230건으로 2008년(15,940건)에 비하여 33.2% 증가하 다.

1. 웜∙바이러스 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웜∙바이러스 신고건수는 10,395건(월 평균 866건)으로 2008년(월 평균

706건) 비 22.7% 증가하 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특정 온라인 게임의 계정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해커의 신고 건수가 1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 으며, 자체

전파력은 없으나 주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감염되어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웜∙

바이러스인 에이전트가 10.5%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 USB와 같은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전파되어 보안 설정을 변경, 인터넷 장애 등을 유발하는 CONFICKER 및 변종이 다수 확인되었고

개발환경 내 특정 소스에 코드를 삽입시키는 새로운 전파기법이 사용된 INDUC, 국내∙외적으로

교묘해진 사회공학적 악성코드 유포수단으로 허위 백신SW, 동 상 플레이어 등을 가장하여

사용자에 클릭 및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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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사고 현황

가. 해킹사고전체추이

2009년도 국내 민간부문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는 총 21,230건으로 2008년 15,940건에

비하여 33.2% 증가하 다. 침해사고 유형 별로 스팸릴레이, 기타해킹, 홈페이지 변조는 각각

전년 비 56.4%, 4.2%, 96% 증가하 으며, 피싱경유지, 단순침입시도는 각각 전년 비 15%,

13.6% 감소하 다.

2009년 한 해 동안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 유형별로는 스팸릴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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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1] 2009년 민간부문 웜∙바이러스 신고건수 (단위 : 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2009년 12월]

구 분
2008년

총계

2009년 2009년

총계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고건수 8,469 460 641 695 925 945 837 886 879 1,591 844 1,002 694 10,395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2009년 12월]

[그림 1-4-2-1] 2009년 월별 민간부문 웜∙바이러스 신고건수



47.8%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 변조(20.3%), 기타해킹(14.3%), 단순침입시도(12.9%), 피싱경

유지(4.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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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2] 2009년 민간부문 해킹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2009년 12월]

▶ 스팸릴레이 : 타 시스템을 스팸 메일발송에 악용한 공격

▶ 피싱경유지 : 보안이 취약한 국내 시스템이 주로 해외 위장사이트로 악용된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한 건수

▶ 단순침입시도 : 인터넷상에 연결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파악해 보는 공격(주로 자동화된

해킹 도구, 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시도 트래픽이 포함 됨)

▶ 기타해킹 : KISA로 접수된 침해사고 가운데 기타 분류 항목(원격터미널접속, 웹 서비스 상 해킹시도, 의도적인 스캔공격,

이메일로 접수된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신고 등이 포함 됨)

▶ 홈페이지변조 : 해커가 공명심, 정치적 목적 등의 이유로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사고, 홈페이지만 변조되며,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끼칠 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음

구 분
2008년

총계

2009년 2009년

총계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킹신고처리 15,940 1,579 1,119 1,285 1,582 1,863 2,319 2,200 2,704 2,676 1,748 1,011 1,144 21,230

- 스팸릴레이 6,490 617 495 599 764 1,134 1,290 1,392 1,108 1,002 1,012 409 326 10,148

- 피싱경유지 1,163 65 72 86 51 88 100 68 104 103 105 73 73 988

- 단순침입시도 3,175 194 230 219 162 210 282 244 231 285 232 215 239 2,743

-기타해킹 2,908 277 225 291 299 238 261 245 241 247 252 199 256 3,031

- 홈페이지변조 2,204 426 97 90 306 193 386 251 1,020 1,039 147 115 250 4,320

악성 봇(Bot)

감염율
8.1% 1.4% 2.0% 1.6% 1.0% 1.0% 0.9% 0.9% 0.6% 0.7% 0.6% 0.6% 0.6% 1.0%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2009년 12월]

[그림 1-4-2-2] 2009년 민간부문 해킹사고 접수∙처리건수 유형별 분류



나. 기관별( 상별) 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해킹사고를 피해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 기업, 학,

비 리의 순으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로 나타났다.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74.1%에서 2009년 76.3%로

소폭 증가하 으며 이는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PC가 침해사고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운 체제별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해킹사고를 피해 운 체제별로 분류한 결과 윈도우 운 체제가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으며 리눅스 운 체제는 전체의 20.7%로 나타났다. 해킹사고 피해

운 체제별 비율 중 윈도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의 68% 비 소폭 감소하 으나,

여전히 윈도우를 사용하는 개인 PC를 상으로 하는 침해사고가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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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분류기준 : 침해사고 관련 도메인이나 IP를 기준으로 기업(co,com), 학(ac), 비 리(or,org), 연구소(re), 네트워크
(ne, net), 기타(pe 또는 ISP에서 제공하는 유동 IP 사용자)로 분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2009년 12월]

[그림 1-4-2-3] 2009년 민간부문 해킹사고 피해 기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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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체제별 분류 자료는 각 운 체제의 안전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단지 신고에 따른 분석 자료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2009년 12월]

[그림 1-4-2-4] 2009년 민간부문 해킹사고 운 체제별 분류





제1장 전자정부 정보보호 활동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활동

제3장 개인정보보호 활동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제5장 국민생활 정보보호 활동

제6장 정보보호 협력활동

정부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인터넷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다. 또한 민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 다. 본 편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자세히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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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자정부 민서비스보안실태조사및개선활동

1. 추진 배경

정부는 1987년부터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필두로 2002년「전자정부법」시행과 함께 전자

정부구축을본격추진하여UN평가에서2~5위, 브라운 평가에서2년연속1위를차지하는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국민들에게 세금, 무역, 입찰, 주민 등 각 분야(G4C, G4B,

G4C)에서다양하고편리한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정부는국민들에게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 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전자적 민

서비스보안 책)에근거하여각행정기관에서운 중인전자정부 민서비스에 한보안실태를

조사하여제도개선, 인프라확충등보안수준향상 책을수립∙추진하고있다.

2. 추진 실적 및 계획

행정안전부는2005년부터2006년까지전자정부통합망의네트워크장비를중심으로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책을 마련하고 조치하도록 하 으며, 2007년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자적 민서비스 보안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95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등501개서비스를 상으로서면및방문조사를실시하 다. 행정안전부는조사결과

미비점에 한 개선 책과 각 기관별∙서비스별로 개선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2008년 4월

각 행정기관에 제공∙공유하고각 기관이 보안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하도록 하 다.

또한 2008년 9월에는‘행정기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체계 개선 책’을 수립∙

시행하여 외부 용역사업자 등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사이버침해 응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하 다. 2008년 10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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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적용하는「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안체계를 강화하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운 하고 있는 1,600개 주요 전자정부 민서비스를 상으로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지표 77개를 조사하 으며, 기술적 보안수준이 2007년 비 10.2% 향상된

65.6%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 로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전자정부 민서비스별 보안 개선 책을 수립하 으며, DDoS 공격, Active X 보안취약점 등

신규 보안위협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지표항목을 개선∙보완한 제도적, 관리적,

인적, 기술적 보안 분야의 85개 지표를 마련하 다. 2009년 9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1,670여 개의 전자정부 민서비스를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 다. 또한 전년 비 보안수준이하락한지표들에 한원인및각기관의정보보호업무수행

관련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29개 기관 173개 민서비스를 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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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 결과

[출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 책, 2010년 3월]

2008년 2009년 증감률

△ 전체 수준 77.8% 80.0% 2.2%p ↑

- 관리적 분야 88.9% 91.4% 2.5%p ↑

- 인적 분야 75.5% 78.4% 2.9%p ↑

- 제도적 분야 82.1% 78.4% 3.7%p ↑

- 기술적 분야 64.9% 71.7% 6.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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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 책, 2010년 3월]

[그림 2-1-1-1] 전자정부 민서비스 기술적 분야별 보안수준

[표 2-1-1-2] 2009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 지표



행정안전부는 2012년까지 기술적 보안수준을 90%까지 제고할 목표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미비점개선을위한법∙제도정비, 보안인프라확충등보안수준제고를위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사이버공격 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사이버 침해사고 응매뉴얼’, ‘DDoS 응매뉴얼’을

보급하고‘주요 행정정보 암호화 지침’을 시달하 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전자정부 민서비스에 도입∙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우드서비스,

가상화, 모바일 전자정부 등 신규IT서비스에 한 보안위협을분석하고 이에 한 응능력을

확보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 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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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2009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 지표

분류 중분류 추가 지표

관리적 보안 외주관리 외주 인력 PC 인터넷 사용제한

기술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

네트워크 보안장비 패턴 업데이트 방안 수립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책설정 수행

내부 네트워크 정보유출 방지

DDoS공격 응방안 수립

애플리케이션 보안
웹사이트 사용자 인증횟수 제한

Active X 구현기술 보안

[출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 책, 2010년 3월]



제2절 안전한전자인증체계

1.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고도화

가. 추진배경

전자정부의 행정환경이 종이문서 기반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해킹 등에

의한주요정보의노출, 변조, 훼손등피해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전자정부의 면행정수준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암호 키 분실∙훼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문서 송∙수신에 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신원확인,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등을 보장하고 행정전자문서 안정적 유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을구축∙운 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및계획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는 2000년 12월 제도가 도입되고 시스템이 구축∙운 되었으며,

2002년 12월에는 민∙관 전자서명 상호연계체계 및 인증체계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전자

정부 인증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6년 2월에는 암호 키 위탁∙복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가 보장되었다.

2007년부터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고도화사업을통하여행정전자서명인증서발급 상을

공공∙금융기관까지확 하고수요증가와장비의노후화에따라최적의시스템으로재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구현하 다. 또한 행정기관 공무원을 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인증서 발급 및 온라인 암호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의 인증 및 암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게이트웨이 구축, 암호키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통합검증 및 권한

관리에 한 부하량 제어관리시스템 도입 및 디스크 저장 공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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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차세 통합인증체계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통합인증프레임워크 표준

마련을 통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를 구축하 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행정기관에 확산

보급할 계획이며, 최신 기술발전 동향과 업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확산 등과 같은 전자정부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 다.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는 [그림 2-1-2-1]과 같이 최상위인증기관(행정안전부 인증기관,

등록기관 등의 역할을 모두 포함)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6개 인증기관, 인증

기관들이 지정 운 하는 28개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간부분의 공인인증체계(NPKI,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와 상호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2월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51만 2,242명이며, 활용하는

업무 수는 714개이다. 특히 보안성 강화를 위해 행정 업무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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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0년 3월]

[그림 2-1-2-1]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도



증가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의확 로 인하여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개인정보보호를위해행정기관의홈페이지에보안서버인증서도입을통해보안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보안서버 도입을 목표로 기술∙장애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인증체계 및 보안기술 변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인증서에 스마트카드 활용 등 신규

기능 도입과 함께 관련 법률∙지침 및 상호연동 기술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운

담당자교육및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하여인증서비스의향상에도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2. 차세 통합인증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그동안 인증 분야에 범정부 차원의 표준이 없어, 기관마다 상이한 인증정책을 적용하 다.

이에따라동일한수준의시스템인증∙권한관리가 다른기준으로적용되고있는경우도있고,

솔루션에 한 표준이 없어 솔루션간의 호환성도 미비하 다. 그 결과, 타 기관 서비스 이용의

복잡한절차, 전자정부서비스간연계의어려움, 시스템별보호수준에맞는인증수단의차별화

부재등의문제점을초래하 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가 표준 통합인증프레임워크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통합

인증게이트웨이를개발하 다.

앞으로 통합인증프레임워크 및 통합인증게이트웨이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면 행정정보

시스템의 보안성이 강화되는 한편,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를 단일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국민 편의성도 증 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통합인증게이트웨이는 통합 인증프레임워크에 기초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계정 및 권한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예외 사항까지 고려한 계정 관리 표준 요건의 확산 및 계정

권한관리의연계를통한변경사항의신속한현행화등에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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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실적및계획

‘차세 통합인증체계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은 2008년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주

하 으며, 그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현 전자정부의 인증체계 및 시스템 분석, 선진

사례 연구, 개선모델 수립, 향후 이행계획 수립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통합인증

프레임워크[그림 2-1-2-2] 구축, 통합인증게이트웨이[그림 2-1-2-3] 구축방안, 유비쿼터스

인증체계 구축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2009년 6월에는 차세 통합인증체계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차세 통합인증체계구축

사업에서는 통합인증프레임워크와 통합인증게이트웨이를 서울특별시에 적용하여, 공공기관

에서의 적용성 및 운용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기능 및 연계규격, 적용

가이드까지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서 향후 타 공공기관에서 동일 규격의 통합인증게이트웨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더하여 정부OTP센터를 구축함으로서 향후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증 수단으로서 OTP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2010년도에는통합인증체계확산사업이진행될예정이다. 이사업을통해센터게이트웨이가

구축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구축될 각 기관의 기관게이트웨이를 연계함으로서 기관 간 시스템

이용에 한 표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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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0년 3월]

[그림 2-1-2-2] 통합인증프레임워크



다. 통합인증게이트웨이의주요기능

(1) 신뢰수준관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거나, 반 로

정말 신중히 다뤄져야 할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자정부

서비스의인증체계역시, 정보자원의신뢰수준관리측면에서체계적인관리가미흡한상황이다. 

가령 동일한 보안 등급을 가진 정보 자원인데도 업무시스템에 따라 어떤 때는 ID∙

Password 입력만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GPKI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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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통합인증게이트웨이 개념도



그러나차세 통합인증체계의도입으로통합인증게이트웨이의신뢰수준관리기능에기반한

신뢰수준 상시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업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자산에 한 객관적인 위험

평가와 신뢰수준 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 된다.

이를통해업무시스템의중요도와위험도를두루고려한차별적인인증수단의조합을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새로운 인증수단이 추가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 계정 및 권한관리

일관된 보안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계정 및 권한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전자정부서비스는 인사이동이나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업무 스케줄과, 업무 시스템 계정 및

권한의 현행화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변경된 인사 정보와 조직개편 사항이 반 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기도 하 고,

비인가자가중요한정보시스템에접근할수있게되어심각한보안문제를초래할수있다. 업무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려 할 때, 다시 계정 신청과 권한 부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역시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통합 인증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필수 기능 요소와 연계 표준이 통합인증게이트

웨이를 통해 시스템이 구현되면, 일관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통합된 계정 및 권한

관리체계가 제공된다.

특히조직개편이나인사이동시자동화된프로세스를통해계정신청및권한부여역시즉시

현행화됨으로써, 관리자가 계정 및 권한 관리에 투여해야 할 노력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불어 비인가자의 정보시

스템 접근을 차단하여 중요 정보의 오남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3) DBMS,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제어

기존의 계정과 권한 관리가 업무시스템, 특히 애플리케이션에 집중되어 있었던 데 비해,

새로운업무시스템을개발하거나유지∙보수가필요한경우의시스템자체에 한보안 책은

다소 미흡하 다. 

또한 기관의 전체 정보 자원에 한 접근 제어 관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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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정된 DB 계정이 유출될 경우 비인가자의 DB접근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ID/패스워드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보안에

취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접근 제어 부문도 통합인증게이트웨이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업무 시스템, 특히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시스템을 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자원에 한 통합적인 접근 제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포팅툴, DB 관리툴 등을 이용한 시스템 직접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통합인증

게이트웨이를 이용 적합한 인증을 거쳐 접속을 허용하고 사용자별 명령어 수준의 접근 제어

기능까지 제공하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프로그램에포함되어진DB 계정정보를제거하고통합인증게이트웨이전용드라이버를

통한 DB 접근만 허용함으로써 계정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인가자의 시스템

사용 이력 관리를 통한 감사, 추적 기능도 제공한다.

(4) DB접근제어 및 암호화

공공기관들은 DB 접근제어, DB 암호화 제품 등 상용 보안 솔루션을 저마다 개별적으로

도입해 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기관이 보유한 전체 DBMS에 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통합인증게이트웨이는이러한DB 암호화및접근제어부문에서도효율적인 안을제시한다.

즉, 통합인증게이트웨이가 DB 접근 제어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개별적으로

DB보안솔루션을도입하는것보다상 적으로적은비용으로도DB 암호화와접근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단일인증(SSO)

국가차원의표준화된단일인증(SSO) 규격과연계규격이없어, 인증솔루션간의호환성문제로

특정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차세 통합인증체계의 단일인증(SSO) 부문 개선사항은, 보안 강화는 물론, 다양한

신규 업무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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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및 모니터링

인증솔루션이 기관마다 업무 시스템 별로 다양하게 구축해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업무 시스템 접근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추적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인증 솔루션의 다양한 사용법을 숙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일부 통계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무엇보다, 계정, 권한, 단일

인증(SSO) 등 개별 인증 솔루션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탐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통합인증게이트웨이는 통합관리기능을 제공하여 계정 및

권한, 시스템 및 DB 접근 제어, 단일인증(SSO) 등 인증 관련 통합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인증 관련 통계 정보를 손쉽게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적인 인증 시도 및 정보 오남용에 한 탐지 및 자동통보기능도 제공하여

한층 강화된 보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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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통합인증게이트웨이의 주요 기능

구분 편의성 정보보호 강화

공통 통합 UI 제공

표준시스템 적용

전 공공기관이 동일한 규격의 인증시스템 적용

일괄된 수준의 보안관리

신뢰수준관리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 상시관리 업무

기관별 보안등급의 표준화

- 보안 등급별 인증수단 부여

인증관리
SSO를 통한 업무시스템

접근성 향상

통합관리에 따른 보안성 향상

사고 발생 비 사용자 추적성 확보

계정관리
다양한 계정을 통합관리

: DBMS, 업무 시스템 등

계정 현행화

- 비 인가자의 접근 원천 차단

- 중요 정보의 오남용 방지권한관리 업무이관의 자동처리

암호화 게이트웨이에 암호화 기능 포함
정부 표준 암호화를 적용

- 일관된 보안수준 관리

로그관리 통합 로그관리 기능 제공 통합 관리를 통한 보안 강화



3. OTP 인증센터 구축

가. 추진배경

현재의 전자정부서비스는 웹 서버를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고도화∙지능화된

해킹 공격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해외 해커의 사용자 인증 분야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사례가빈번하게보고되고있어, 전자정부차원의인증분야개선및고도화를통해해킹과

정보유출 위협에 한 비책 필요하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인 RFID/USN 등 무선 단말을 포함하여 컴퓨터, 프린터, PDA 등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다양한 기기에 한 인증의 필요성이 증 되었으며, IT서비스 매체

및 이용 계층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 인증서뿐만 아니라 일회용패스워드(OTP) 등의 다양한

인증수단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나. 추진실적및계획

정부OTP인증체계는2008년11월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통해도입의타당성및구축방향을

설정하 으며, 2009년 4월에는‘차세 통합인증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정부OTP 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운 에 들어갔다. 

정부OTP인증체계에서는 [그림 2-1-2-4]와 같이 사용자가 기존의 인증수단(ID∙PW,

GPKI)과 함께 일회용패스워드(OTP)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접근하는

정보자원의 중요성과 보안성에 따라 인증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일회용패스워드를 이용하기

위한 매체는 OTP 생성기, PC,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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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전자서명 인증 활성화

가.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현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및 전자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 확보, 전자거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인인증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1999년 2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 다.

제정된전자서명법에따라한국인터넷진흥원을최상위인증기관으로지정하는등공인인증서를

발급∙관리할수있는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를구축하 다. 또한공인인증서이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1개의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제도도 2001년 12월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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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정부OTP인증체계



나. 공인인증기관지정및공인인증서발급현황

(1) 공인인증기관 지정 현황

2000년 최초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2008년 12월

까지 총 6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국가 공인인증업무의 효율적 운 및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공공분야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공분야인증업무가2008년6월30일로종료됨에따라현재는5개공인인증기관이운 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기술인력 12명

이상), 재정능력(자본금 80억원),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증서의 발급∙폐지 등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거래 등 가상공간에서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공인인증기관 사업자가

사고발생시 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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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0년 3월]



(2) 공인인증서 이용 및 발급 현황

공인인증서는 아이디(ID)와 비 번호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신원확인 방법보다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뛰어나고, 전자상거래시 부인방지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뱅킹(2002년 9월)

및 온라인 증권거래(2003년 3월)에 공인인증서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2005년 11월에는

전자상거래에서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에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전자금융 분야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주택청약, 전자민원, 연말정산 및 소득

신고, 전자조달 등 모든 전자상거래로 확산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으로 2,406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91%인 2,192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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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 연도별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 변화추이

[출처 : 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 이용자 통계, 2010년 1월]

[표 2-1-2-2] 공인인증기관 지정현황

기 관 명 지 정 일 설 립 목 적 기 관 성 격

한국정보인증ㄜ 2000. 2. 공인인증서비스 주식회사

ㄜ코스콤 2000. 2. 증권분야 전산인프라 구축 주식회사

금융결제원 2000. 4. 은행간 결제 비 리기관

한국전자인증ㄜ 2001. 11. 공인인증서비스 주식회사

ㄜ한국무역정보통신 2002. 3. 무역업무자동화 주식회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0년 3월]



또한 향후 사람뿐만 아니라 홈디바이스, 네트워크 카메라(CCTV), 인터넷 전화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 등을 인증할 수 있는 기기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제도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공인전자서명관련법∙제도개선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9년 2월에 법률 제5,792호로 제정하고 그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의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절실히요청됨에따라, 「전자서명법」시행이후발생한여러가지문제점을개선할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에「전자서명법」이 개정되고, 2006년 6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된「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 리법인인 공인

인증기관에 해서 공인인증업무 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공인인증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벗어나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에게함부로양도∙ 여하는경우에는처벌을할수있도록하 다. 또한공인인증서발급시

면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 다.

또한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업무 장애 발생 시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 으며,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에 한 충분한 손해배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 다.

라.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의안전성강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인증시스템 장애 및

해킹등으로인하여공인인증서비스가중단될경우, 이용자뿐만아니라국가경제∙사회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비스에 한 안전성 강화 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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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비스 중단 사고 시, 각 공인인증기관에서 신속한 응

및 복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공인인증업무 비상 응

매뉴얼을 2007년 5월에 개발∙보급하 으며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최상위인증기관및공인인증기관이참여하는합동비상 응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최근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토큰을 보급 중에 있다. 보안토큰은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싱∙해킹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생성키 포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휴 용 저장장치를 말한다.

(구)정보통신부는 2007년 6월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인인증기관, PKI(공개키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전문보안업체, 보안토큰 업체와 공동으로 보안토큰 기반의 공인

인증서 이용기술을 표준화를 완료하고, 최상위인증기관을 통해 보안토큰 구현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있다. 2007년부터2009년말현재, 총28종의제품을구현적합성평가∙인증하 으며,

농협, 국민은행 등 276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보안토큰 기반의 안전한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 9월 공인인증서 이용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호체계 고도화 계획을 수립

하 으며, 현재 1,024비트로 발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키길이를 2011년부터 2,048비트로

상향하여 사용하기 위해 전자거래서비스업체 SW 교체 및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갱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마. 공인인증서이용기반확 추진

웹관련기술의발전, 다양한웹브라우저의출현, PC수준의모바일플랫폼을탑재한스마트폰의

출시와 같이 인터넷 이용환경이 다양해지고 이용자들의 IT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원도우 운

체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이용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액티브엑스

(Active X) 컨트롤 기술과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동적으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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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바 애플릿 기술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바 기반의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에 한 구현 가이드라인을제작∙배포하 다.

자바 기반의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구현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원도우

외에 리눅스, 매킨토시 등 다양한 운 체계에서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9년4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공인인증서이용시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시각장애인 등이 스크린리더 등 보조

기술을 통해 공인인증서 SW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필요 기술 등을 제시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 다. 2010년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표준화 및 암호체계 고도화 추진과

연계하여전자거래서비스업체SW 교체시장애인웹접근성기술이적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 공인인증서안전이용홍보강화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인인증서 안전이용에 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2009년 9월에는 공인인증서 안전이용 수칙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수도권 지하철과 4 광역시(부산, 구, 전, 광주) 지하철 차량 내에 홍보물을 게시하 으며,

2010년 1월에는 지역민에 한 공인인증서 안전 이용 홍보를 위해 부산 및 광주 지역 민

방송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한 캠페인을 방송으로 홍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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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7] 공인인증서 안전이용 지하철 홍보물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09년 9월]



제1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추진체계

1. 개요

전자정부서비스, VoIP 및 IPTV 서비스, 인터넷 뱅킹 등 기존 오프라인 사회 인프라에 의존

하던 업무의 온라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의 편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 등 사이버 침해 행위로 나타나 국가기반에

한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한 국가 차원의 책으로 정부는 2001년 정보통신 시설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

통신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제정하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정된 기반시설에 하여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여 취약점에

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보호조치와 시행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전자적 침해행위

수법의 급속한 발전에 응하여 꾸준히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추진체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 전자적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이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상호 긴 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 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운 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침해사고 예방 및 응 업무가 상호 협력 및 보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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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주요 임무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의 조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주요 정책사항 심의 등이다.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로부터위임받거나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지시받은사항을

검토∙심의하는등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효율적인 운 을 돕는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하여 중 한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 하여 응급 책, 기술

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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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도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0년 1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관리기관이 제출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책을 검토한 후,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 일차적인 보호책임이 있는 관리기관은 침해사고 예방 및

응을 위하여 해당 시설에 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보호 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사 기관 등에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시설을 복구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지원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있다. 이들 지원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책의 수립 및 침해사고 예방∙복구 등에 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정부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 지침 등을 통보한다.

제2절 전자적제어시스템위협및피해사례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서비스가 정보통신시설로 연계되어 이러한 시설에 한 사이버 침해

행위, 시스템 장애 등이 행정, 방송통신, 에너지, 물류, 금융 등 다른 분야에 연쇄적으로 파급

되어, 개별 시스템의 장애가 전체시스템에 미치는 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시설의 사고는 석유, 환경, 원자력, 전력,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을 포함하여 규모의 피해를 야기시켰다.

특히, 국가 기반시설을 연결하고 각 정보시스템에 향을 주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광범위한

침해사고는 국가 전반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사회∙경제의안정과발전을위한핵심요소로인식하여, 정부는2001년「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응체계를 구축하 다. 

이에따라국가적으로중요한정보시스템및정보통신망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 책 및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조치로 각종 전자적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적절한 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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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국내∙외 제어시스템 피해 사례

시기 발생국 피해내용 비고

1999년 미국

● 워싱턴주 올림픽 파이프라인사의 석유 송유관 제어시스템 DB 수정 후 송유관이

폭발
● 3명 사망, 피해액 4,500만 달러, 786만 달러 벌금 부과
●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opinion/2009319747_ 

guest10goltz.html

석유

2000년 4월 호주

● 퀸즈랜드주 오폐수 처리 제어시스템을 전직 직원이 무선통신 해킹
● 3달 동안 46차례에 걸쳐 오폐수 방출
● http://www.theregister.co.uk/2001/10/31/hacker_jailed_for_ 

revenge_sewage/

환경

2003년 1월 미국

● 미국 오하이오주의 Davis-Besse 원자력 발전소의 사설 컴퓨터 네트워크에

슬래머웜이 침투
● 안전 감시시스템이 5시간 동안 정지
●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news 

/2003/03-108.html

원자력

2003년 1월 한국

● ISP의 DNS 등이 슬래머 웜에 감염
● 수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 마비
● http://www.krcert.or.kr/index.jsp

통신

2003년 8월 미국

● 동부지역의 철도신호시스템이 소빅-F 웜에 감염
● 수 시간 동안 운행 중단
● http://www.cbsnews.com/stories/2003/08/21/tech/main569418. 

shtml

교통

2007년 3월 미국

● DHS 주관 미국 발전소 제어시스템을 모의해킹
● 발전기 가동 사이클을 변경하여 발전기 파괴
● http://www.cnn.com/2007/US/09/26/power.at.risk/index.html# 

cnnSTCText

전력

2007년 8월 미국

● 전직 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TCCA 운하 제어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
● 운하 운 마비
● http://www.computerworld.com.au/article/198630/insider_ 

charged_hacking_california_canal_system/

수자원

2008년 1월 폴란드

● 14세 소년이 TV 리모컨을 개조하여 트램 교차로를 불법 조작
● 4 의 트램 탈선 및 12명 부상
●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1575293/ 

Schoolboy-hacks-into-citys-tram-system.html

교통

2008년 5월 미국

● 회계감사원(GAO) 주관 미국 최 국립전력회사인 TVA사 제어시스템을 모의해킹
● 발전소 제어시스템 침투 성공
● http://www.cnn.com/2008/US/05/21/cyber.attack/index.html

전력

2009년 8월 러시아

● 수력발전댐의 터빈 제어시스템 장애
● 발전기 터빈 폭발, 75명 사망
● http://en.wikipedia.org/wiki/2009_Sayano-Shushenskaya_ 

hydro_accident

수자원

[출처 : 해당 URL 참조]



제3절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활동

1. 정보통신기반보호 제도 개선

2001년「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현실에비추어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위원회의

구성 운 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와 이행여부 확인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관계기관과함께각계의견수렴등을통하여「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 개정을 완료하 다. 

2009년에는실효성있는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조항이 이관되어「정보통신

산업진흥법」상에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로 변경 반 되었다. 또한 지식정보보안산업

육성은지식경제부가담당하게됨에따라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관련업무도지식경제부에

이관 되었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상은 국가∙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이 운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포함하며, 사이버침해행위 발생 시 국가안보, 국민의 기본생활 및 경제

안정에 중 한 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방송통신∙

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과정보통신망이 해당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에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중요성 등5가지기준에 의하여전자적침해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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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명시된 5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1년 7월「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시행 이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1차2001년4개부처23개시설, 2차2002년5개부처66개시설, 3차2004년 (구)정보통신부

소관 7개 시설, 4차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개 시설, 5차 2006년 (구)정보통신부

소관 5개 시설, 6차 2007년 3개 부처 10개 시설, 7차 2008년 2개 부처 8개 시설, 2009년에는

4개 부처 21개 시설이 지정되었다. 2010년 1월 현재 10개 관계중앙행정기관 90개 관리기관

126개 기반시설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4.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기관은 단기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 취약점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침해사고발생시파급효과를분석하여경제적이고실효성있는보호 책을수립하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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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1 ●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 의존도

3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2-3-2]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행정 방송통신 금융 에너지 건설∙교통 사회복지 기타

행정업무시스템 등 인터넷 접속망 등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

감시∙제어 및

자료 취득시스템

(SCADA) 등

운항 관리

시스템 등

보험관리

시스템 등
보험 전산망 등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0년 2월]



이후 관리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단, 중간연도에는 간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의 확 와 신규 위협의

증가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평가의 주기를 2년에서 매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을 구성하여 소관

시설에 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식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할 수 있다.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호계획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제출한 보호 책을 종합∙조정하여 작성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연도의보호계획을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를

받는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호계획은심의 과정을 통해 종합∙조정하도록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 취약점 분석∙평가부터 보호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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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절차

[출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리기관에서는 매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 보호 책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

기관에 제출한다. 2001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 이후, 2002년도에 최초로 총 17개 관리

기관에서 총 23개 시설에 하여 보호 책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한 보호 책을 제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총 73개 관리기관에서 총 101개

시설에 한 보호 책을 제출하 다. 2009년도에는 78개 관리기관에서 109개 시설에 한

보호 책을제출하 다.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2007년도에「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으로 하여 2007년 이후에 수립된 보호 책에 해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관리기관에서 작성한 보호 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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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환경변화

1. 개인정보보호 현황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활발하다. 민간부문에서 수집∙취급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등 기업의 리 추구와 직결되어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필수적이다.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 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해 피해자들이 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몇몇 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경쟁 심화,

리 극 화 추구,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의

위탁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전송∙공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 또한 확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은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에 한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공공부문의경우에는전자정부를통한정부혁신과정에서발생한다양한행정정보의활용이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전자정부 고도화에 따른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활성화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동이용의 확산과 정보 집적 및 통합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호 관리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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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침해현황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2009년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개인정보

또는프라이버시침해로인한피해를경험하 다는개인인터넷이용자들(936명 상)은피해의

주된 유형으로‘사업자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60.6%)’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08년 9월 모 정유회사에서 발생한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내부

관리체계미흡으로인해자회사직원등이DB 접근권한을악용하여개인정보를유출한경우이다.

그 다음은‘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60.1%)’및‘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원으로 가입시킨

경우(55%)’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초고속인터넷회사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각종 업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한 소송을

제기하기도하 다. 다음으로는‘주민번호도용으로웹사이트회원가입이되지않거나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35.1%)’, ‘ID 및 비 번호 도용으로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도난당한 경우(3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118 인터넷 상담센터와 개인정보분쟁 조정

위원회에는 총 36,167건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상담∙신고가 접수되었다. 2008년 접수된

39,811건에 다소 감소하 으나개인정보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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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민원접수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 자료, 2010년, 1월]



개인정보 피해구제 상담 및 신고 접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신용정보 침해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건수가 전체의

67.9%(23,893건), 주민등록번호등타인정보의훼손∙침해∙도용이17.9%(6,303건)로전체의

8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적용 상이외의개인정보침해관련

접수 건수가 2008년에 비해 7.9%로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항목이 115건으로 전년도 비 가장 높은 32%가 증가하 다. 이는 사회 전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행위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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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  개인정보 침해 건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0년, 1월]

접 수 유 형
2008년 2009년

증감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1,129 2.84% 1,075 3.06% -4.8%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관련 6 0.02% 15 0.04% 150.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7 0.22% 115 0.33% 32.2%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1,037 2.60% 1,171 3.33% 12.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등 125 0.31% 158 0.45% 26.4%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6 0.02% 6 0.02% 0.0%

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9 0.02% 6 0.02% -33.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관련 26 0.07% 10 0.03% -61.5%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1,321 3.32% 819 2.33% -38.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294 0.74% 294 0.84% 0.0%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관련 949 2.38% 680 1.93% -28.3%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503 1.26% 603 1.71% 19.9%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7 0.07% 19 0.05% -29.6%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0,148 25.49% 6,303 17.92% -37.9%

정보통신망법 적용 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24,144 60.65% 23,893 67.94% -1.0%

합 계 39,811 100% 35,167 100% -11.7%



제3절 개인정보보호정책추진체계

1. 추진개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와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어

그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의 경우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관리되며,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의 경우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에 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치∙

운 되고 있다.

2. 추진체계

가. 공공부분개인정보보호체계

공공기관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소속하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및필요시개인정보처리에관한실태점검등을개인정보파일보유와관련하여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공고하고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 계획

수립,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공공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수있으며, 개인정보보유에따른개인정보보호방침을수립∙공고하고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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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주체는 처리정보에 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행정안전부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

사실에 한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체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동법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우선적용 상이며정유사등오프라인을통해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는22개업종에 해서도

동 법률이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외에 각 분야별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 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도

일부 개인정보보호에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국민의개인정보침해로인한

고충 처리 및 피해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 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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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 공공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출처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매뉴얼, 2008년,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 외에도 불법스팸, 해킹,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전반과 관련하여 상담을 처리하는‘e콜센터 ☎118’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콜센터 ☎118’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민원 응 및

구제 방법 안내∙상담, 침해신고 방법 안내 및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관한피해보상등국민의신속한분쟁조정을위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연계하여

운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자로부터동의받은목적과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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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118 상담센터 업무 매뉴얼, 2009년, 12월]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현황에 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정보보호 응방향

1. 법∙제도적 기반 강화

가. 개인정보보호법제정노력

(1)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분야별로다양한개인정보보호

관련개별법들이존재하고있다. 이로인해 비 리기관, 오프라인사업자등은법적용 상에서

배제되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 가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간 보호원칙이나 의무 수준이

달라 수범자와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2008년온라인쇼핑몰, 정유사등에서 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하면서,

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개인정보침해의사전예방과사후구제를위해서는공공과민간의

모든개인정보처리를규율하는「개인정보보호법」제정이필요하다는공감 가형성되고있다.

(2) 추진현황

지난 2003년부터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결실을 이루지는 못하 다. 이에 2008년 18 국회에서 다시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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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의 주요내용

2010년 3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원칙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추진체계,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DB마케팅등록제등일부차이점이존재하는데,

이는 [표 2-3-4-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위원회 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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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1] 국회 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09년 12월]

구분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시 경과

제17

국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노회찬 의원

(민주노동당)
2004. 11. 22.

임기만료 폐기

(2008. 5. 29)

개인정보보호법안
정성호 의원

(열린우리당)
2005. 2. 1.

법안 철회

(2005. 4. 15.)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이은 의원

(열린우리당)
2005. 2. 2.

법안 철회

(2005. 4. 15.)

개인정보보호법안
이은 의원

(열린우리당)
2005. 7. 11.

임기만료 폐기

(2008. 5. 29)

개인정보보호법안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2005. 10. 17.

임기만료 폐기

(2008. 5. 29)

제18

국회

개인정보보호법안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2008. 8. 8.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
개인정보보호법안

변재일 의원

(민주당)
2009. 10. 27.

개인정보 보호법안 정부안 200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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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2] 개인정보보호법안 비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 자료, 2009년, 12월]

정부안 이혜훈의원안 변재일의원안

추진

체계

● 국무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조~제10조)

- 정책 심의∙자문기능 수행

※ 정책수립∙집행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담당

● 국무총리소속 개인정보위원회

(제34조~제40조)

- 정책 수립∙집행기능 수행

※ 조사, 시정명령 등 규제권 행사

● 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0조~제46조)

- 정책 수립∙집행기능 수행

※ 조사, 시정명령 등 규제권 행사

피해

구제

●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별도 설치
● 개인정보위원회 內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內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조정결정에 민사상 합의 효력 부여

(제44조)

●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제58조)

●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제62조)

● 집단분쟁조정 미도입 ● 집단분쟁조정 도입(제60조) ● 집단분쟁조정 도입(제64조)

● 단체소송 미도입 ● 단체소송 미도입 ● 단체소송 도입(제67조~제73조)

처리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제17조)  

기준 차등화

- 제공시 더욱 엄격히 보호

※ 계약이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 동의없이 제공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시 동의원칙

명시

- 예외 사유 규정(제8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기준 동일(제7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시 고지의무 부과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 공공부문은 법령상 소관사무 수행 등

예외 인정(§30)

●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처리

업무

위탁

● 업무위탁시 정보주체에 한 공개

또는 고지의무(제25조)

● 공개 또는 고지의무 없음

- 수탁자 관리∙감독, 손해배상책임

등만 규정(제15조)

● 공개 또는 고지의무 없음

- 수탁자 관리∙감독, 손해배상책임

등만 규정(제23조)

CCTV

등

●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기준

및 관리책임(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장치 설치∙운 시

게시, 고지 등(제14조)

● 자동정보처리장치 설치∙운 시

고지 등(제18조)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32조)

● 개인정보 누출∙공개∙도용(누출등)

통지 및 신고(제20조)

● 개인정보 누출∙공개∙도용(누출등)

통지 및 신고(제25조)

공공

기관

● 개인정보파일 등록(제30조)
● 개인정보 향평가(제31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제31조)
● 개인정보 향평가(제32조)
● 파일 연계∙연동시 협의(제3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제13조)
● 개인정보 향평가(제36조)
● 파일 연계∙연동시 협의(제14조)

기타 ● 미도입

●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등록(제7조)
● DB마케팅 사업 위원회 등록 제도

도입(제17조)
● 평가∙인증기관 지정(제52조)

●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등록(제33조)
● DB마케팅 사업 위원회 등록 제도

도입(제17조)
● 평가∙인증기관 지정(제38조)



나. 정보통신망법적용 상확

2008년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침해에 한 국민적 불안이 조성

되었다. 그러나 정유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법률 사각지 가 다수 존재하 다. 이와 같이 높아지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행정안전부는개인정보다량취급업종을선별하여정보통신망상개인정보보호의무를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 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 법규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유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9년 1월 정보통신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국민생활과 접하고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약 22만개의

업체를 준용 사업자로 추가 지정하 다. 추가 지정 된 14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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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3] 신규 준용사업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09년 4월]

상 업종 법령 근거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

주택관리업 주택법 제53조

건설기계 여∙매매∙정비∙폐기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조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 여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법 제3조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4조

정유사 석유 및 석유 체연료 사업법 제2조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비디오 여점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점 출판문화사업진흥법 제2조

화관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2. 개인정보보호 의무 강화

가. 민간부문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국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보호하기위하여기업의개인정보의수집∙보유∙이용∙

제공∙파기등일련의개인정보취급과정에따른제반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총 8회 개정되었는데, 특히 2008년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외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고도화및위치정보보호관련규정등을통합∙개선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마련하 다. 동 전부개정안은 2010년 3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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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 규정 제∙개정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09년]

일 자 주요 내용

1999년 2월 8일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조항 신설

●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오류 정정 요구권 신설

2000년 1월 16일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수탁자의 행위에 한 책임조항 신설

● 준용사업자를 규제 상에 포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리인의 동의조항 신설

●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 근거조항 신설

2002년 12월 18일
●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 시 자료 제출 및 검사권한 부여조항 신설

●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처벌조항 신설

2004년 1월 29일

● 개인정보 수집 시 쿠키 설치에 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요구조항 신설

●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분쟁조정부 조항 신설

2004년 12월 30일 ● (구)정보통신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책 마련 조항 신설

2006년 10월 4일

● 사업자 규모 및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조항 신설

● 사업자가 개인정보 오류 정정 요구에 한 수용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2007년 1월 26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2008년 6월 13일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 신설

● 과태료 부과 상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

●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한 처벌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해킹등외부공격에의한개인정보유출과유출된개인정보를활용한

2차 피해 확산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6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고2009년1월동법시행령을

개정하 다. 이에 따른‘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2009년 8월 개정 고시

하 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접근통제

규칙의 상세화, 침해 응을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의 관리∙감독의 강화, 민감한

개인정보의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강화 등이다. 

나. 공공부문

행정안전부는정부중앙부처, 지자체및정부산하기관등공공기관에서개인정보를취급함에

있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일반적관리사항및중점조치필요사항등을정한, 2009년4월‘2009년도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2009년 4월‘개인정보 처리

단계별기술적보호조치가이드라인’을제정하 다. 행정안전부는동가이드라인을통해수집에서

파기에이르는개인정보처리단계별보호조치를위한사용자인증, 암호화, 처리내역로깅등의

보호기준을 제시하 다. 또한 RFID, 바이오정보, 개인 상정보 등 첨단 IT 기술에 한 보호

기준을 제시하 다.  

또한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지침’을 마련하 다. 동 지침을 통해 개인정보 파일의 범위

및 분류 기준, 개인정보 파일 생성∙처리∙열람∙변경∙파기절차와 각종 서식을 제시하 다. 

이외에도,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의 설치 증가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확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침해에 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시달하 다. 동가이드라인에는CCTV 통합관리센터통합방안, 네트워크카메라설치

확 에따른 접근 통제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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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가. 사전예방을위한개인정보 향평가제도도입

개인정보 향 평가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기존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인정보의수집에서파기까지의전과정에 한위험성을평가하여사전조치 책을수립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 중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및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범 평가를

실시하 다. 또한 시범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반 하여 공공부문

향평가 방법론 정립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향평가 가이드’를 마련∙보급하 다. 

또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정보보호 컨설턴트 등을 상으로 개인

정보 향평가 전문 교육 과정을 운 함으로써 수행 인력을 양성하 다. 

나. 공공기관수준진단및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에 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개선을유도하여공공기관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도모하기위해‘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확 하여 적용하 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침해 응 등 총 3개 분야에 해 18개 진단지표, 75개 진단항목을

실시하 고, 695개기관이자율적으로진단을수행하 으며수준진단결과의신뢰향상을위해

70개 기관에 해 현장진단을 실시하 다. 

개인정보침해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사업자가자율적으로이용자의개인정보를안전하게

보호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이에따라사업자가신뢰할수있는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관리 수준을 점검받고 이를 인증 받는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 방법론 및 통제항목을 개발하 고, 하반기에 인증 심사기준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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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10~12월에는 인증 방법 및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모의인증을

수행하여 심사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 다.

다. 사후 응을위한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법규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해 현장점검을 실시하 다. 점검 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관이나

분야, 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된 분야 등으로

선정하 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신규 준용 사업자에 한 법규 집행력 강화를 위해 14개 업종 20개

사업자를 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고시

등에 한 준수 현황을 조사하 다. 또한 2009년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 사업자

웹사이트 3만개를 상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마련

여부 등에 한 모니터링을실시하 다. 

공공부문은 2009년 3월 중 10개 학에 해 학생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이용 등을

점검하여 학생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관리감독이 미흡한 경우 등을 적발하 다.

또한CCTV를통한개인 상정보의침해가사회적이슈가됨에2009년3월에는 학∙지자체

등 10개 기관을 상으로 CCTV 운 실태를 점검하 으며,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운 하는

10개 지자체를 상으로 2009년 8월 점검을 실시하여 CCTV 설치∙운 에 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 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반적 개인정보관리체계 및 오남용 실태점검을 위해 2009년 5월 중 45개

기관을 상으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등을점검하고동년11월에는

20개 기관을 상으로 동사무소 주민등록시스템 비권한자 접근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5개

기관을 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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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등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사업자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인식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다양한경로를통한교육과홍보를통해사업자및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인식

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왔으며2009년에도다양한교육∙홍보활동을실시하 다.

가. 사업자 상

그간 개인정보보호 사각지 던 14개 업종이 신규 준용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한 중요성 및 법령 인지도가 낮은 이들 신규 준용 사업자를 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 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한 개념이 낯선 신규 준용 사업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보호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개인정보 관련 의무 사항을 쉽게 표현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매뉴얼‘김 리, 개인정보보호달인 되기’를 2009년 5월 발간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중

총 8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 하여 약 450명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를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다. 또한 사내 교육이 필요한 기업에 해 약 50회에 걸쳐 무료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약 3,6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되는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비하여 2009년 8월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남권

등 총 4개 권역에 한 순회 교육을 통해 약 800여명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개인

정보보호 온라인 강의를 개발∙운 함으로써, 교육의 편의성을 더욱 높 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신규 준용 사업자 및 유관

협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를 구성∙운 하 다.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는

2009년 5월 창립식을 개최하고 회원사 상 개인정보보호 뉴스레터 및 웹 포스터를 발송하며

2009년 11월에는 회원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을 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율적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하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를 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한 집합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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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고, 기업의개인정보관리책임자및담당자를 상으로개인정보보호워크샵을개최하여

다양한정부시책과최신개인정보보호동향을안내하고기업간상호정보교류를촉진하 다.

한편,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세 사업자도 손쉽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받을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온라인교육과정을마련하 다. 특히‘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정(2009년 8월)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연 2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의무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나. 이용자 상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도 병행되었다. 무가지를 통해 일상 속의 개인정보보호 습관을 강조하는 시리즈 광고를

게제하고 전 국민을 상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 으며 2009년 11월 한 달 간 개인정보

보호 실천 사례 동 상을 서울, 경기 등 전국 지하철 내 6,000여개 모니터를 통해 방 하 다.

또한 이용자 상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2009년 6월에서 7월까지 지상파∙종합

유선∙위성∙IPTV 등다양한매체를통해개인정보보호캠페인광고를방송하 다. 광고콘텐츠는

인터넷상의개인정보유출의심각성을부각시킨후주민등록번호 신 체수단인i-PIN  사용을

권장하는내용으로약40초분량으로방 되었다. 또한전국적인교육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

KT 문화재단의IT 서포터즈를통해전국적으로개인정보보호순회교육을실시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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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무가지 홍보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무가지 광고, 2009년 9월]



5.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응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상 량 유포, 온∙오프라인 불법거래, 불법스팸, 전화

금융사기 등으로 추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년부터 구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국내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

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삭제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왔다. 동 조치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으나,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노출 개인정보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찾아내는 시점도 노출 시점으로부터 최 90일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포털사의 검색엔진을 통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사이트를 직접 검색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개인정보 노출

응시스템’을구축하 다. 동시스템을통해주민등록번호외에도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9개 항목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노출 발견 시 즉시 삭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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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 개인정보 노출 응 체계 개념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 자료, 2009년 11월]



아울러 주요 포털 등과 개인정보 량 유출에 한 공동 응 핫라인을 구축하 다. 2009년

시범운 을거쳐2010년부터동시스템이본격가동되게되면인터넷상에노출된개인정보는

획기적으로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의주민등록번호가중국등국외인터넷사이트에노출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한국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외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신속

하게 찾아서 삭제하는 것과 해당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등 국외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노출 검색 및 삭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한 중국어 검색주기를 2008년 격월 1회에서 2009년 월 2회로 개선

하 고검색언어에 해서도중국어뿐만아니라45개국가언어로확 하 다. 아울러, 국외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발견 시 검색엔진 상에서 노출된 주민 번호의 삭제를 위해 해당

포털사에 삭제요청을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원래 웹사이트에도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직접 삭제 요청을 실시하 다. 또한 중국의 포털사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검색도 함께

실시하 다. 이를통해중국사이트노출주민등록번호누적삭제율이2009년에는80% 이상에

이르 고 지속적으로 삭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주민등록번호 체수단(i-PIN)의 이용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용 및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PIN 서비스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i-PIN을 활용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개인정보 조회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신원, 성별, 연령 등을 확실히 확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는 보관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6월‘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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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도록하여i-PIN 활성화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 다. 아울러, 2009년3월에는‘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 않도록 i-PIN의 보급 확 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 체수단(i-PIN) 이용활성화기본계획’은1단계로2011년까지기존

i-PIN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i-PIN의 이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2단계로2013년까지조세, 금융을제외한모든온라인민간분야에i-PIN을적용하고, 3단계로

2015년까지조세, 금융을포함한모든온라인분야에적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한편, 2009년6월에는i-PIN 이용기회확 및 국민인식제고를위한‘2009 자기정보보호

캠페인’을 추진하 다. 동 캠페인을 통해 i-PIN의 한 이름으로‘온누리호패’를 선정하 고

캠페인 기간 중 2,600만명 이상이 비 번호를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 보안서버 보급 및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의무화

보안서버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버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단이다. 보안서버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라 기존에 운 중인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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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i-PIN 개요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와 i-PIN, 2007년 3월]



2006년9월‘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보안서버보급확 방안’을마련함으로써민간부문을

포함한 범부처적인 보안서버 확산 기반을 마련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보안서버 보급을 확 하여 왔다. 2009년 10월에는 세한 중∙소규모 업체를 상으로 보안

서버 무료 보급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무료 지원 사업을 확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웹사이트 개발 단계에서 자율적인 보안서버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 점검

체계를 운 하는 등 보안서버 확산을 위한 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서버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 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있었던 유명 온라인쇼핑몰의 개인정보 해킹 유출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해커들이 매우 선호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8월‘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에 하여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 다. 암호화 저장을 하게 되면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암호 해독이 되지 않아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8.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촉진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 던 장소에

관한정보로정보통신설비(주로GPS나Cell-ID 방식)를통해수집되는정보이다. 특히개인의

위치정보는이용자의편의성을높이지만개인정보와결합하여특정개인의활동 역및내역을

유추할수있어위치정보주체에 한권리침해가발생가능하다는문제점이있다. 이러한점을

고려하여 2005년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 위치정보에

한 보호 기반을 마련하 다. 하지만 이동통신 등 모바일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 위치

정보활용서비스가증가하고있고, 납치등긴급상황에서휴 전화를활용한긴급구조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 등이 증가하고 있어 위치정보의 활용에 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2009년에는 위치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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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위치정보이용고도화방안마련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양결창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납치∙실종 등 강력 범죄에

신속히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납치나 실종이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자 등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위치정보 이용 불가로 범죄 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1월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요청권을부여하는내용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에

통합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다.

또한 긴급한 위험에 처한 국민을 적시에 구조하기 위해서는 휴 전화 위치 추적에 한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오차 범위가 도심의 경우 500m~1km, 외곽의 경우

1~5km로 매우 크고 건물 집지역이나 산악지형의 경우 수색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에서는위치정확도의기준설정근거조항을추가하 으며

관계기관(LBS산업협의회, TTA)에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위치정확도 품질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위급 상황 발생 시, 휴 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휴 전화 제조사에 긴급 구조 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긴급 입력수단을 장착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8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 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긴급 구조기관 등 이해관계자로‘사회

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 다.  

나. 효율적인위치정보사업자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에 한 보호 의식을 제고 시키고 사업자 사전∙

사후 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 다. 먼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인∙허가심사를시행하여위치정보에 한적정보호수준이마련된사업자에게만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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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록 허가 하 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 설명회 등을 통해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상 개인위치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 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한 현장조사가 없어 서비스에 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 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7월까지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이용

하는 표사업자8개를 상으로서비스제공현황및위치정보의보호조치실태를파악하 다. 

그 결과 체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준수

사항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여 체계적인 위치정보 취급 장 관리와 시스템 접근사실 기록∙

보존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보호조치가미흡한사례에 해서계도조치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에 한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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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4] 위치정보보호 개요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 자료, 2009년 9월]



9. e콜센터 ☎118 개소

방송통신위원회는1월18일(월), 인터넷에 한모든민원을통합상담, 접수받는‘e콜센터☎

118’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에 해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 하여 왔으나, 점차 인터넷 상에서 피해 형태가 다양

해지고, 이로인한고객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통합적인상담체계가필요하다는요구에따라

‘e콜센터 ☎118’은 확 개편 된 것이다. 

‘e콜센터☎118’은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등사이버상에서발생할수있는

역기능문제뿐만아니라인터넷상의본인확인, 도메인네임관련문의등국민들이인터넷이용중

느끼는 모든 불편이나 궁금증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KISA는 전화상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 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 을통해야간뿐만아니라주말이나공휴일등국민들이원할때면언제든지국번없이118을

누르면 담당직원과 연결되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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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 e콜센터 ☎118 개소식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0년 1월]



제1절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에 도입하 다. 주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쇼핑몰 등을 상으로‘정보

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3호)’에

한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부터 매년 수검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2003년, 1. 25 인터넷침해사고 발생으로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보안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한 정보

보호조치강화가요구되었다. 이에따라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매년안전진단 상자로

선정하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 다.

그러나, 안전진단 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사항만을 안전진단 점검

항목으로마련하고, 세기업의안전진단컨설팅지원, 안전진단수검의사전설명회및세미나등

각 고의 노력으로 매년 안전진단 상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안전진단의 인식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7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침해사고와 같은

사이버침해사고가발생하고이에따른경제적손실등이언론을통하여보도됨에따라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에 한 인식제고는 한층 더 높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IDC의 경우 전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도도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정보보호안전진단은[그림2-4-1-1]과같은절차에따라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수검 및 보호조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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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 수행결과 및 주요활동

2009년도 정보보호 안전진단 상자는 247개 업체로 2008년(232개사)에 비해 6% 증가

하 다. [표 2-4-1-1]과 같이 안전진단 상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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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정보보호 안전진단 개념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안전진단 해설서, 2010년 3월]

[표 2-4-1-1]  안전진단 수검 업체 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12월]

분류
수검 업체 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13개 12개 12개 15개 15개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63개 69개 90개 93개 102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6개 79개 105개 124개 130개

합 계 142개 160개 207개 232개 2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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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20개 업체로 [표 2-4-1-2]와 같다.

특히, 정보보호 안전진단 시행초기인 2004년도에는 39%에 머물던 안전진단 상자의 정보

보호 수준이 2008년도 평가결과 93%로 개선되었다. 이는 안전진단을 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 조직구성,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보호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정보보호 안전진단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 으며 특히, 세업체 공동수검 추진을 통한 수수료 할인 혜택 부여 등으로 자율적

조기수검을 유도하 다. 또한, 세업체의 원활한 수검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등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 으며 현장방문을 통하여 취약점 점검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 다. 안전진단

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 관련해설서 및 업무안내서 등을 개정∙배포하 으며, 안전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행점검에 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보호조치에 한 주요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세부 체크리스트를 수정∙배포하 다.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면제기간 확 , 정보보호심사원 제도 도입,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등 안전진단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2]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업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cs.kisa.or.kr/iscs/jsp/iscs.jsp]

역무구분 안전진단 수행 지정업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7개)

ㄜA3시큐리티, ㄜ안철수연구소, 시큐아이닷컴ㄜ, STG시큐리티ㄜ, 인포섹ㄜ,  롯데정보통신ㄜ,

ㄜ인젠

회계법인(2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언스트앤 어드바이저리

감리법인(3개) ㄜ씨에이에스, ㄜ한국전산감리원, ㄜ한국IT감리컨설팅

보안업체(6개)
넷시큐어테크놀러지ㄜ, ㄜ인젠시큐리티서비스, ㄜ정보보호기술, 엔코딩패스ㄜ, ㄜ이 루시큐리티,

KCC시큐리티ㄜ

SI업체(1개) 한국통신인터넷기술ㄜ

ISP업체(1개) ㄜKT



안전진단 상자, 안전진단 수행기관, 기업정보보호 담당자, ISMS 구축 운 ∙인증 취득

희망자 등을 상으로 안전진단 제도 설명회(2009년 2월) 및 기업 정보보호 전략 세미나

(2009년 5월)를 개최하 다. 또한, 집적정보통신시설(IDC, Internet Data Center)에 한

시설 안정성 향상을 위해 IDC 사업자에 한 설명회를 개최(2009년 4월)하 으며, IDC 사업장

별로 서류 및 현장검사 등 이행점검을 실시(2009년 8월)하 다.

2. 안전진단 수행성과 및 향후계획

2009년 안전진단은 시행 초기의 제도에 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 던 문제점이 부분

해결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2009년도 안전진단 상자 다수가 2008년에

안전진단을 경험한 바 있고, 기 수립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해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관리적∙

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안전진단 시행 결과를 보면, 2008년에 비해 정보보호에 한 관심이 증 되고 안전

진단 수검의무에 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에 한 이행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규로 편입된 안전진단 상 업체들은 본 제도를 통해

자사의 보안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진단 상자

247개 업체의 설문조사에서 부분의 상 업체가 안전진단을 통하여‘임직원 인식제고’,

‘보안관리 체계수립’, ‘보안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 다. 반면, 안전진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수검을 완료한 업체에 한 취약점 점검 등 현장방문 기술지원,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공동수검 시 수수료 할인 등 안전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안전진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수행기관에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검증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VoIP, IPTV 등신규IT서비스의정보보호강화를위해안전진단점검항목을개발하여앞서가는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진단 수검 전후 효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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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측정 도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전진단 상 업체 스스로가 안전진단을 통한

가시적인효과를측정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넷째, 안전진단 상자의인식제고를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다각적인교육프로그램을운 하여정보보호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제2절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2002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운 중에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란

ISO9001(품질경 시스템)과같이품질보증을위한기업내일련의활동및체계에 한인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 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과 관리체계에 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으로부터객관적인심사를거쳐인증을취득하는제도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조직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식별한 정보자산의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정보보호

책을 구현∙관리∙운 하는종합적인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조직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함으로써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구현해왔던 정보보호 구현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전사적으로 균형 잡힌 정보보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근 들어 핵심 산업기술 및 업

비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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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정보화의역기능으로부터주요정보를보호하기위해체계적인정보자산관리의필요성이

두되면서 국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업무를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산하의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 Japan Information Processing DEvelopment

Corporation)에위탁, 운 하면서정보보호의활성화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그결과

2009년 12월말 기준, ISMS 인증서 발급 누적건수가 3,300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나기업에서입찰조건으로ISMS 인증서요구비율이높은것이원인으로분석된다. 

한국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이후, 통신∙포털∙운송∙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심사, 인증상담 및 기술자문, 지침 및 수립 가이드 배포, 인증심사원 양성 및 교육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인증 제도의 효과적인 운 과 제도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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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 정보보호관리체계 기본 개념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2010년 1월]



그 결과, 최근 들어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혹은 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에서 보유한 정보자산의 가치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업이 소극적인 보안활동에서 벗어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활동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 학사, 고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량으로 취급하는 기업,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고객의 정보를 아웃소싱하는 기업, 정보보호 수준이 경 평가

및회계감사등에 향을미치는기업, 입찰참여기업등은정보자산의안전한관리및효율적인

이용이특히중요하다. 따라서이러한기업들은정보자산의안전한관리및고객의신뢰감확보를

위해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과 인증 취득이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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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 ISMS 인증 절차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2010년 1월]

[그림 2-4-2-3]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필요한 분야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2010년 1월]



1. 주요활동 및 사업성과

2009년은 여느 해보다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자산의 관리가 강조됐던 한 해

다. 개인정보 취급,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하 으며, ISMS 인증심사를 통해 기업의 정보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사정보, 고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원격

교육및인터넷게임서비스분야의인증등신규인증심사19건, 사후관리37건, 갱신심사5건

총 61건의 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인증심사를 통해 기업은 보안관리 활동을 함에 있어

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하 거나 혹은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내부 임직원에 한 정보보호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 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의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동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포털,

통신 및 금융 분야에 비해 상 적으로 관리체계 인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격교육 및

인터넷 게임 서비스 분야에서 인증 수요가 증가한 현상은 기업 스스로가 정보자산의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행하게 된 의미 있는 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기업에 한 실질적인 혜택이 확 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성과라고할수있다. 그동안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은기업들은 외이미지제고라는

단편적이고 막연한 효과만을 기 할 수 있었으나, 2009년에는 인증 취득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보험가입시할인을받을수있는보험사가AIG, LIG, 현 해상에서11개사로확 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상을 수상하거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ISMS 인증 수수료 할인 혜택이 신설

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ISMS 수립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되는 효과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졌다. 향후에도 인증 취득 기업의 매출 증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ISMS 인증 제도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인증 취득 기업의 ISMS 수립∙운 과정에서 수행한 정보보호 활동과 효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도출된 사례를 분석하여 모범사례집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만화로 보는 ISMS’, ‘ISMS 인증 취득 기업 담당자 인터뷰’, ‘알기 쉬운 ISMS

플래시’, ‘모범사례집’등을ISMS 홈페이지에게시하여인식제고에힘썼다. 이중‘모범사례집’은

조회 수가 3,000여건을 넘는 큰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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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발급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09년 신규 인증서 19건을 발급하여, 누적 발급 건수는 77건이

되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학교의 인증 취득이 눈에 띄는데,

2007년 처음으로 원격 학교에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국내 19개 원격 학 중 17개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원격교육설비기준(제2008-

93호)’에ISMS 인증취득을권고한것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2004년까지는통신∙금융∙

정보보호전문업체가 주로 인증을 취득하 고, 2005년 이후 운송∙포털∙금융 등의 분야로

확 되기 시작하여, 2007년 이후로는 학사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분야까지 인증

상이 확 되었다. 2010년에는 ISMS 인증 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 상의 확

및 홍보 강화, 고객만족을 위한 의견 수렴 채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확 ,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고객정보, 의료정보 등 중요자산을 취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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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혜택

혜택 구분 시행기관 세부혜택 내용

요금 할인
보험사

(11개)

정보보호관련 보험(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보험료 할인(AIG, LIG, 그린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현 해상, 흥국화재) 

가산점 부여

KISA 정보보호 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면제
방송통신

위원회
인증 취득 당해 연도(1년) 안전진단 면제

권고

교육과학

기술부
원격 학에 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교과부 고시 제2008-93호)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에 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ISMS 인증

수수료 할인

(신설)

KISA
정보보호 상 수상 기업의 경우 할인 혜택( 상∙우수상∙특별상, 100~50%)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할인(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 50%)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2010년 1월]



활성화정책을수립하고, 이를위해홍보동 상등다양한매체를통해홍보를강화할예정이다.

다음으로인증취득기업이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는인센티브도입을적극추진하여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의 양성 및 교육, ISMS 인증심사 기준 개선을

통해 인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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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4] 연간 인증 발급 건수 및 취득기업 분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2010년 1월]



제1절 정보보호홍보및인식제고활동

1. 추진배경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의 약 77.2%인 3천 6백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여, 전년 비 각각 0.7%, 39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는‘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85%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62%가 인터넷 쇼핑을, 60%가 블로그(미니홈피)를,

41%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어, 인터넷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황이다. 

국내 휴 전화 가입자 수는 4,800여 만명으로 모든 국민이 휴 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전체 가구의 95%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전국이 유무선 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망가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사이버침해사고가발생하 을경우, 신경망과도같은네트워크를통해피해가급속히퍼져전국

및전국민을뒤흔드는엄청난피해로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작은 허점이 생기면 국가기반구조

전체의장애를초래할수도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2009년은 특히 7∙7 DDoS 침해사고로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 주요 사이트 마비로 인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보보호가 더 이상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내가 겪게 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응답자의 98%는

정보보호가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 특히개인정보보호에 해서는72.7%가‘매우중요’

하다고 응답하고, 95%는‘인터넷 역기능이 심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1년간정보보호관련학습또는정보수집활동을해본적이있는인터넷이용자는

76.7%이나, 부분이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탐색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국민생활 정보보호활동 97

국민생활정보보호활동제5장



수집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를 얻는 곳을 모른다(31.6%), 현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만으로도 충분하다(26.8%), 정보량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14.3%) 등으로 나타나‘어려움’과

‘실천 의식 부족’이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반 네티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보호

관련정보를쉽고편하게접할수있도록하기위해, 홍보 사임명, 정보보호음악및율동제작,

만화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정보보호, 한발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에

주력하 다. 

2. 추진 성과

가. 정보보호홍보 사임명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정보보호 관련 홍보 사를 위촉하여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하 다. 2009년 3월,

어린이및학부모에게인지도가높은애니메이션캐릭터‘빼꼼’을정보보호홍보 사로임명하여,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 활동을 함께하고, 다양한 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물에 빼꼼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실천수칙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 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인‘118’을 홍보하기 위해 윤제균 화감독을‘118 홍보 사’로 임명하 다.

나. 정보보호음악및 상제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반 네티즌이 생활 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118을 주제로 음악과 뮤직비디오, UCC 등의 상을 제작하 다.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휴 전화 기음 및 벨소리 다운로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의 접목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악과 율동을 통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정보보호를익힐수있도록할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를비롯해보안패치업데이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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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보안방법등을재미있는가사로풀이하여어린이용정보보호뮤직비디오의제작및 배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다. 어린이용정보보호만화발간

‘2009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국내만3~9세의약85.4%(3,060명), 10 의

약 99.9%(6,610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을 시작하는

연령 가 낮아지고, 취학 전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에 한 정보보호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증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호 용어의 생소함과 내용의 난해함은 일반

네티즌이 정보보호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어린이들에게필요한정보보호실천방법및안전한인터넷이용습관등을만화형태로

어린이용 신문인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하여 어린이들의 정보보호 조기교육과 실천 유도에

주력하 다. 내용은 개인정보의 개념,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위해 유의할 점, 블로그나

미니홈피등인터넷게시에 한유의사항, 불법스팸차단방법등생활속에서인터넷사용시

따라할 수 있는 실천방법 등이다. 

[그림 2-5-1-1] 118 뮤직비디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12월]



라. 정보보호생활가이드발간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가정및직장∙학교등일상생활에서정보보호를실천하는

데활용할 수 있도록만화로 된 사례와 예방및 응요령으로 구성된‘정보보호 생활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 전국에 배포하 다.

이 가이드에서는 안전한 컴퓨터∙인터넷 이용 등 정보보호 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한 전자

상거래,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생활등일상생활에서컴퓨터와인터넷을사용함에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해 피해, 예방 및 응 요령, 상담 및 신고 관련 정보 등을 수록

하 다. 

이 가이드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또 도시 이외 지역에 한 정보보호 홍보가 충실히 이루어졌다.

마. 인터넷정보보호온누리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사회복지

단체의PC를점검해주는정보보호사회공헌활동‘인터넷정보보호온누리캠페인’을2008년에

이어지속전개하고있다. 2009년에는서울을비롯하여, 부산, 광주등8개지역40개복지관을

순회하며 윈도우 보안패치,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 등을 시행하 다. 특히, 학 정보보호

동아리 연합회와 연계 시행하여 학생들이 PC 보안 점검 방법을 교육받고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을펼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며, 현재까지전국14개동아리가참여하 다. 2010년에는

정보보호취약계층이폭넓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봉사단및점검단체범위를점차확 해

나갈 계획이다.

바. 언론홍보강화

언론은 현상을 알리기 위한 손쉬운 수단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정보보호’와 같이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언론홍보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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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의 심각성에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응 방법,

실천 요령 등에 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보호 관련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특히 2009년은 7∙7 DDoS 침해사고로 주요 방송뉴스 및 일간지

등에 정보보호를 주제로 많은 기사들이 다루어져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침해사고의 심각성, 그린 IT 등 다양한 주제에 하여 기고, 인터뷰 및

기획시리즈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제고에 집중하 다.

사. 정보보호大공모전

미래사회의주역인초∙중∙고교생을 상으로하는정보보호표어포스터공모전이2009년에는

학생 및 일반인의 참여를 위해 UCC 및 광고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그 규모와 활용이 크게

증 되었다. 표어 5,544점, 포스터 450점을 비롯하여 UCC 54편, 광고디자인 104점 등 총

6,150점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보호에 한 뜨거운 관심과열기를

보여주었다. 방송통신위원장상등53작품을우수작품으로선정하 으며, KISA와 일본정보처리

추진기구(IPA)의 MOU를 통해 우수작을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전시하는 등 국제 정보문화

교류에도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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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2] 2009년 정보보호大공모전 수상작

광고디자인UCC포스터



아. 해킹방어 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해킹 기술에 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침해

사고 응 능력이 관건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정보보호전문가의기술수준제고를위해2004년부터

해킹방어 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해킹방어 회는 참가자들의 공격기법을 측정하던 기존

해킹 회방식과는달리, 침해사고를당한가상의서버를분석하여공격방법, 피해정도, 공격자

추적방법 등 응 능력도 함께 평가하 다. 2009년에는 제6회 회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사인

해킹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킹에 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 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제해킹 회인‘ISEC(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CTF (Capture the Flag)’를 개최하기로 하 다. ISEC 2009 CTF는 문제풀이 형태가 아닌

실제로 상 의 취약점을 찾아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참가

팀의방어능력과공격능력을동시에측정할수있어실제사이버공격상황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

응할수있는지등을평가하 다. 아울러행정안전부는해킹 회수상자들에 해서는사이버

공격 응전문가로서활동할수있도록정부∙학계∙연구소와협조하여적극지원할계획이다.

한편 회가열리는행사장을개방하여일반인들이직접해킹 회를지켜볼수있도록하 으며,

해킹피해 사례, 해킹 기술의 역사 등을 게시하여 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에 기여하 다.

지식경제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포럼(주)은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화이트

해커등침해사고 응전문인력양성을위해2008년부터2009년도에국제해킹방어 회개최와

함께국제보안컨퍼런스, IT 전시관및취업이벤트를개최하 다. 특히3회째를맞을2010년에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포럼(주),

정보보호학회 등 산∙학∙연∙관에서 합동으로 우리나라를 표하는 IT 관련 보안행사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 정보보호 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2년부터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우수 실천기업을 포상하는‘정보보호 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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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를모범적으로실천하는기업을발굴∙포상하고Best Practice를적극적으로홍보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 CEO로 하여금 정보보호에 한 투자와

관심을제고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정보보호 상수상기업에는정보보호우수실천단체임을

식별할수있는ISA마크를수여하 다. 2009년으로8회째를맞은이번 회에는각각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상( 상)에 SKT,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우수상)에 LG CNS, 서울디지털 학교,

파수닷컴등총9개기업이수상하 고, 특히2009년에는개인에 한공로상부문을신설하여

민간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 다.

제2절 국민정보보호교육사업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반 국민을 상으로 정보보호에 한 인식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교육에 체계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기존의 CERT 인력 양성 등 전문가 및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위주의 교육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한 사회전반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확 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실생활에 접한 백신 사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정보보호활동을지원하기위해 학정보보호 동아리지원사업을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보호기술 온라인 학습장을 운 하여 보안 취약점에

한능동적인 처능력을훈련할수있는정보보호기술온라인학습장을2001년부터제공하고

있다.

1.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일반∙전문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일반교육과 정보보호

지식전파를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이용자 상 온라인 정보보호 기초∙실무교육, 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인 상 정보보호

순회강연회 등 정보보호 일반교육, 그리고 중소기업 서버관리자 상 정보보호 실습교육,

정보보호제품평가제출물작성교육등정보보호 전문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2009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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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정보보호 순회 강연회 등 일반교육 51회와 CERT

구축및운 교육등전문교육25회를통해총6,340명을교육하 다. [표2-5-2-1]은교육명

및 교육 상 등을 나타내고 있다.

2. 학생의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학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향후 정보보호

전문가로 성장하고 정보보호에 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학정보보호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잠재력있는 총 35개의 학

정보보호동아리를 선정하여 정보보호 세미나, 실습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전문서적과 SW

등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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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일반∙전문 교육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정보보호 일반 전문교육 결과보고서, 2009년 12월]

구분 교육명 상 횟수(회) 인원(명)

일

반

교

육

온라인 정보보호 기초∙실무교육 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인 상시운 532

정보보호 순회강연회 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인 49 4,623

CSO∙CPO 양성교육 기업체 및 중소기업 CEO 2 41

소 계 51 5,196

전

문

교

육

CERT 구축 및 운 교육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등 2 53

네트워크 및 웹해킹 보안 교육 국방부 정보보호 담당자 2 7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1 159

안전한 홈페이지 운 방법 교육 홈페이지 개발자 3 345

안전한 홈페이지 개발방법 교육 홈페이지 개발자 2 216

정보보호 실습교육 중소기업 서버관리자 15 296

소 계 25 1,144

합 계 76 6,340



3. 정보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보호기술 온라인 학습장 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 취약점에 한 능동적인 처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실습위주의보안교육및실습환경에 한요구로2001년부터정보보호기술온라인학습장을

구축하여온라인교육∙훈련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온라인학습장은학습공간과훈련공간으로

구분되어있으며, 학습공간은각종보안관련기술문서를열람하고정보보호기술에 한이론을

학습 및 문제풀이를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다. 훈련공간에서는 학습공간에서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의 상황을 가상

서버에 접속하여 해결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장은 신규 콘텐츠 개발과 정보보호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실무 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정보보호 교육∙훈련 콘텐츠 제공으로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 으며,

2009년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 현황은 [표 2-5-2-2]와 같다.

제3절 불법스팸메일방지

스팸(Spam)이란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짜증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스팸의 일반적 정의는 이메일이나 휴 전화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기기 등을 통해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다. 스팸은 크게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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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2] 온라인 학습장 가입자 수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가입자

일 반 인 2,236 2,758 3,014 2,545 3,565 4,172

공 무 원 93 19 8 2 1 0

SIS보수교육 0 1 42 35 29 33

ISMS심사원 0 1 111 0 2 0

소 계 2,329 2,779 3,175 2,582 3,597 4,205

가입자 누적 총계 6,390 9,169 12,344 14,926 18,523 22,728



첫째, 원하지 않음(Unwanted) 또는 요청하지 않음(Unsolicited)으로 스팸에 한 핵심적인

특징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팸의 최종 목적지인 수신자 입장에서

스팸을 판별하는 가장 기본 요소로, 발송자와 수신자 사이의 어떤 사전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일방적으로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상업성(Commercial)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목적이 상업성을 띄고 있다면 이 또한

스팸을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수신자가 원하는 상업성 정보도 있기 때문에 상업성

이라는 요소가 스팸을 구성하는 절 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다만 리목적의 정보는 비 리

정보보다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신자가‘원하지 않는’스팸이

되는 사례가 많다.

셋째, 량성(Bulk)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망 환경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량 발송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만

또는 수백만 통의 스팸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전송뿐 아니라 이메일주소 등 수신자 연락처

수집, 생성이 모두 자동화됨으로써 량 스팸발송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량의 스팸은

네트워크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차단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팸이 단순히 광고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표적인

정보화 역기능과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와 고충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의비약적인발달에따라스팸의유통또한빠르게증가하 고, 이를차단하거나

걸러내기 위한 기술들도 함께 발달하 다. 다양한 필터링 기술들의 활용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스팸 수신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스패머들이 더 많은 스팸을 전송함에 따라 전체적인 유통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스팸메시지를전송하는매체가이메일과휴 전화에서메신저,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추적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봇넷(bot-net)이나 포폰을

이용하는 등 전송기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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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팸 현황

가. 이용자 1인당일평균스팸수신량

스팸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2003년부터매년일반이용자1,000명을 상으로1인당하루평균수신하는스팸량을

조사하고 있다. 스팸 수신량은 정부의 스팸 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정책집행의효과를측정하는데있어중요한기준지표라할수있다. 스팸수신량조사는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서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1) 이메일 스팸수신량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는 인터넷 이용자 비율과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

10~50 일반 이용자 1,000명의 PC에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해진 조사기간

동안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주요 사용 계정으로 수신되는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여 스팸을

분류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처음조사가시작된2003년이후이메일스팸수신량은해마다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2009년에는 2.16통으로 2008년의 2.12통에 비해 0.04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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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1] 연도별 이메일 스팸 수신량 변동추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수신량 조사 보고서, 2009년 12월]



2009년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를 콘텐츠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년에 비하여 비아그라,

다이어트약과 같은 불법유통의약품 관련 스팸은 1/2로 줄어들고, 포르노사이트 홍보와 같은

성인스팸은 1/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도박 사이트 홍보 스팸은 무려 9배로 증가하 다.

금융 출을알선하는스팸은소폭감소하 으나, 전체스팸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늘어났다.

또한 매년 연말을 앞두고 증가하는 형태를 보 던 제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 기타스팸이

2009년에는 크게 줄어들어 전체 스팸 수신량 감소에 상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인 전문 스패머에 의해 주로 봇넷을 통해 전송되던 가짜 명품 판매 스팸이 줄어든

향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9년 이메일 스팸을 콘텐츠별로 구분하 을 때 전년에 비하여 성인 스팸이 폭증가한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이메일 성인스팸은 성인 사이트에 한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프라인에 한 성매매 단속 강화로 애인 행, 실시간 만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인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만텍의 월간 스팸 보고서에 따르면 한민국은 매월 스팸 다량 발송 국가 순위 10위에

속하는것으로보고된다. 시만텍은다각적인측면에서스팸관련분석을진행하는데동보고서의

2009년 4월호에 의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좀비 PC(봇넷)를 통해 전체 스팸의

90%가전송된다고한다. 문제는이러한좀비PC는이용자가알지못하게감염이되며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것이다. IBM의2009년4월보고서에따르면200만 의PC에 해모니터링을한

결과 전체의 4%가 컨피커웜에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추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단일 웜에 감염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카스퍼스키랩 2009년 4월 보고서에 의하면

컨피커웜의경우PC 1 당최 하루8만통의스팸메일이발송가능하다고하니, 컨피커 봇넷이

500만 이상으로추산되므로단일봇넷으로수천억통의스팸발송이가능한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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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1] 이메일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수신량 조사 보고서, 2009년 12월]

구 분 성 인 출 일 반 합 계

2009년 0.18통(8.39%) 0.65통(30.1%) 1.02통(47.13%) 2.16통

2008년 0.08통(3.7%) 0.81통(38.3%) 0.82통(38.5%) 2.12통



(2) 휴 전화 스팸 수신량

2004년부터시작된휴 전화스팸수신량조사는이동통신사별시장점유율및성별인구분포를

고려한 만 10세 이상의 휴 전화 이용자 1,000명을 상으로 일정 조사기간 동안 수신한 음성

통화 및 문자메시지(SMS) 등에 한 개별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휴 전화 일반 사용자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은 0.44통으로 2009년에 비해 0.02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년 전반에 걸쳐 실시한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가 스팸 수신량 감축에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3 악성스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출 스팸은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으며, 음성형 스팸이 2008년에 비해 16.2%P 증가하여 0.09통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휴 전화 스팸 중 성인스팸은 2008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출스팸은 증가세로 전환

하 으며, 특히, 2008년부터 증가하던 리운전 스팸이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인하여 폭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리운전스팸은2008년0.08통에비하여약63% 감소한0.03통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리운전 솔루션제공업체를 통한 소명절차 시행(2009년 6월), 청소년 문자

무제한 폰에 한 이용제한 시행(2009년 8월) 등 불법 리운전광고에 한 지속적인 규제

추진을 통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불법스팸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스팸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스팸수신 차단 및 처요령에 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메일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관계 및 피신고인 신원확인 등의 기초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있다. 조사결과에따라법위반사실이확인된피신고인에 해서는중앙전파관리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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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2] 휴 전화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수신량 조사 보고서, 2009년 12월]

구 분 출 도박 리운전 성인 기타 합 계

2009년 0.22통(50.0%) 0.06통(13.3%) 0.03통(7.6%) 0.02통(4.75) 0.11통(24.4%) 0.44통

2008년 0.19통(41.8%) 0.09통(20.2%) 0.08통(17.4%) 0.04통(8.5%) 0.05통(11.25) 0.46통



행정처분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1월 스팸, 개인정보

침해, 해킹등각종민원을통합관리∙처리하는118팀을설립하여기존불법스팸 응센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접수되는 스팸 신고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부터는 휴 전화 단말기 상에서 간단한 메뉴버튼 조작만으로

자신이 수신한 스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 신고 서비스의 시행 및 단말기 보급이 확

되었기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이동통신사간상이한 현행 간편 신고

방식을 표준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스팸 응 활동

가. 스팸방지종합 책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10월 16일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한

사후적 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방차원의 종합적인 응방안인 스팸방지 종합 책을 마련

하 다. 스팸방지 종합 책의 주요내용은 휴 전화 스팸방지 책, 이메일 스팸 방지 책,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 국제공조 강화이다. 

① 휴 전화 스팸 방지 책은 스팸이 발생하여 전송되는 단계별로 취약점을 분석하여 실효

성이 있는 예방 책을 강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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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3] 연도별 스팸신고 접수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응팀 자체조사, 2009년 12월]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메일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37,415 28,921

전화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21,124,172 35,587,648

FAX 21 172 193 361 880 2,257 1,440

게시판 0 0 161 649 1,969 2,166 1,608

기타 32 1,030 536 267 234 119 329

합계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21,166,129 35,619,946

(단위 : 건)



② 이메일 스팸 방지 책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또는 비정상적인 서버에 의해 전송되는

이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책(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확 보급하고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③ 불법스팸 발송자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담당기관인 중앙전파

관리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하여 과태료

징수를위한자료로활용하고, 법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를차등부과(750만원→1,500만원

→ 3,000만원)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다. 

④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한 공동 응, 발신자목록(Black

List) 공유 등 협력이슈에 한 국제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스팸방지 종합 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것을 전망되는 2011년 말까지 휴 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30% 감소

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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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4] 휴 전화 스팸 방지 책 주요내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종합 책, 2009년 10월]

단계 예방 책

불법 핸드폰 개통

● 악성스패머 및 저신용자에 한 휴 폰 개통 수 제한

- 악성스패머, 채무불이행자 등 : 이통사별 1

- 저신용자(신용도 10단계 중, 7~10등급) : 이통사별 2

※ 기존, SKT-KT는 4 , LGT는 3 까지 개통(개인의 경우)

스팸문자 생성

● 문자 1일 발송한도 제한 : 1,000건 → 500건

●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에 한 제재

(스팸발송 목적으로 활용 적발시, 해지 조치)

스팸문자 전송∙수신

●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개발∙제공

※ SKT는 구축∙운 중 → KT, LGT로 확 적용

● 제조업체, 핸드폰의 스팸차단 기능 강화

- 수신거부 번호 확 : 20개 이하 → 200개 이상

- 스팸신고시 자동으로 수신거부번호로 등록하는 기능 추가

스팸 신고

● 이통사별 간편신고기능을 표준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개선

● 신고된 스팸에 해서 재송신 방지

- 신고목록을 전산화(KISA)하고 해당 번호에 해서는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전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나. 사업자자율규제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휴 전화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임 에 의한 스팸 발송을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한 스팸 발송을 제한하기로 하고 2009년 8월부터 이동

통신사와 공동으로 문자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한 스팸 발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요금제를

악용한 광고전송 행위가 확인될 시 일반 요금제로 전환하도록 하 다. 또한 기존 거래관계가

있음에도 신고 되는 스팸을 줄이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사업자의 인력∙시간의 낭비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성인, 리운전 사업자를 상으로 광고 발송 이전에 스팸 신고인의 번호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스팸 발송자는 스팸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변칙적으로 표기하는 등 스팸기법은

점차 변형되고 있어 이용자가 등록한 금칙어∙차단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을 걸러내는 기존의

필터링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스팸차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SKT는 2007년 12월부터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무료 부가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왔으며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30만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받을 문자메시지(SMS)의 발신∙회신번호, 본문내용,

발송패턴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스팸을차단해주는서비스로, 스팸차단한내력을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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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2] 스팸방지 기 효과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종합 책, 2009년 10월]



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매일 전송하여 이용자가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SKT에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약 1,000명을 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동 서비스가 스팸의 사전 차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SKT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KT(2010년4월), LGT(2010년1월)에시스템을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 기술적 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05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스팸정보를

토 로 차단기준, 중복도, 과거 등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확인하여 생성한 IP 기반의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 Real-time Blocking List)를 국내 주요 포털뿐만 아니라 스팸

차단이상 적으로취약한중소메일서버운 기관∙업체등에제공해왔다. 그간RBL의정확도

및스팸차단효과를향상시키기위한기능개선과 고도화를적극추진하 으며, 그결과 2009년

12월 기준 총 1,765개 기관∙업체로 보급이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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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3]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구성도 (SKT)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종합 책, 2009년 10월]



또한 스팸전송 차단을 위한 표적인 이메일 인증기술의 하나인 메일서버등록제 (SPF,

Sender Policy Framework)에 해서도 국내 보급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2009년 12월 기준

이를 도입한 기관∙업체의 수가 28,008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SPF의 보급 확 에는 SPF

적용 기관∙업체에 해 국내 주요 포털로의 량 이메일 전송을 보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SPF는 이메일의 발신지 정보가 위∙변조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스팸 등 비정상적인 이메일의 전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아울러 휴 전화 및 이메일 스팸트랩(Spam Trap) 운 을 통해 스팸을 능동적으로 탐지

함으로써, 이를토 로다양한유형의스팸전송기법이나트렌드를분석하여적절한 응방안을

도출하거나 스팸규제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라. 국제협력

2003년 10월,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호주의 호주 통신미디어감독원(ACMA)의

전신인통신감독원(ACA)가스팸 응을위한상호협력을강화하기위해전세계최초로국가간

MOU를 체결하 다. 그러나 양 기관 간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팸이라는 문제는

각 국가 내에서 해결하거나 양 국가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폭넓은

협력이필요함을인식하 다. 따라서이러한국제적요구에맞춰2005년4월, 아태지역10개국

12개 기관(9개 정부 또는 산하기관, 3개 민간기관)이 참여한‘서울-멜버른 다자간 스팸 응

MOU(이하 MOU)'를 체결하 다. 그 후, 2007년 9월, 홍콩의 전신관리국(OFTA)이 참여하여

10개국 13개 기관으로 확 되어 현재까지 운 중에 있다4).

MOU의 목적은 체결 기관 간 스팸관련 정보 교환과 공동 스팸 응 프로젝트 수행, 각 국의

민관협력증진및강력한협력체계구축이었으며, 이에따라연4회의온∙오프라인정례회의를

통해 각 국가 간 스팸 법률, 현황 공유 및 스팸 정보 공유와 같은 과제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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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적인 스팸 응을 위한 각 국가간의 협력 활동은 서울-멜버른 다자간 스팸 응 MOU 외에 유럽, 미주, 아시아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기관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London Action Plan(LAP)이 있다. MOU와 LAP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 으나, MOU는 정보통신망에 한 보안 측면에서 각

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해 기술적 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중시한 반면, LAP는 법집행 등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스팸 문제에 접근하려는 성격이

강하 다.



2010년4월, 5년의MOU 체결기간이종료가될예정이다. 따라서최근에개최된제15, 16차

정례회의에서는 체결종료에 따른 향후 응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MOU 연장에 한 의견을 제시하 으며, 더불어 KISA는 각

국가 간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MOU 개편에 한 의사를 피력하 다. 

MOU의가장큰성과는아태지역스팸정보공유를위한시스템개발과스팸정보의공유이다.

최근 이메일 스팸은 스팸 봇넷을 구성하는 좀비PC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차단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 국가의 스팸 정보를 공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유한 정보를 통해 각 회원국은

자국의사정에따라자율적으로제재조치를취하게된다. 이처럼각나라가수집한스팸정보를

공유하게되면, 해외에서국내로유입되는스팸을차단할수있으며, 국내에서해외로발송되는

스팸 또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KISA는 MOU 회원국을 중심으로 스팸정보 공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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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4] 다자간 MOU 체결국가 현황(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응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응팀 자체조사, 2010년 4월]



업무협조를확 ∙강화하고있으며2009년12월 만과의정보공유를필두로2010년상반기에

호주, 홍콩, 중국등아태지역주요국가와스팸정보를공유할예정이다. 이를통해, 한민국의

스팸발송 순위가 차츰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3. 2010년 스팸 전망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메일 스팸 발송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2009년에 총 73만 으나 언론

보도에따르면2010년에는400만 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러한스마트폰의증가로

인해 스패머는 스마트폰을 또 하나의 이메일 스팸 전송매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트렌드

마이크로 2009년 7월 보고에 의하면 이미 휴 폰 OS인 심비안(Symbian)에서 보안검사에

탐지되지 않은 섹시 스페이스(Sexy Space)라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며 이 악성코드를 통해

모바일봇넷(Mobile Botnet)이구축가능하다고발표되었다. 즉스패머는사용자의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만들어낸 모바일 봇넷을 이용하여 량의 스팸을 분산 발송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발송되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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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5] 스마트폰 시장 성장 전망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0년 1월 19일]



제4절 불건전정보유통 응

1. 불건전정보 유통 현황

가. 일반현황

21세기 지식중심의 정보사회를 이끌어온 인터넷은 전자우편, 토론, 정보검색, 커뮤니티 등

다양한가상공간을제공하고세계화를통한초국가적공감 를형성하고있다. 오늘날인터넷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의 진화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현상을뛰어넘어미래의조류로서기존패러다임을속속붕괴하고있다. 즉, 인터넷은

‘가장참여적인시장’, ‘표현촉진적매체’로서현실공간과거래의확장, 투명성제고에서나아가

문화와 관계의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터넷 발전의 이면에는 악성댓 , 도박, 음란, 자살, 마약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잉태되고 있으며, 다양한 권리침해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총 2만4,346건의 통신정보를 심의하여 이 중 1만7,636건을

시정요구결정하 고, 229건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한통계내용을살펴보면우리생활에

불건전정보가얼마나 깊이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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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1] 2009년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통계자료, 2009년]

결정유형

위반내용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계

음란∙선정 6,809 2,006 1,475 0 1,351 225 5,057

229

권리침해 3,990 1,121 3 0 0 0 1,124

폭력∙잔혹∙혐오 230 95 3 0 1 0 99

사행심조장 6,606 54 4,864 0 1,577 0 6,495

사회질서위반 6,711 1,262 698 0 2,900 1 4,861

총 계 24,346 4,538 7,043 0 5,829 226 17,636 229

(단위 : 건)



2009년 시정요구 결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해외 불법정보의 국내유입을 차단을 의미하는

‘접속차단’이며, 이는 7,043건에 이르러 전체 시정요구 건 중에서 39.9%를 차지하 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한‘이용해지’결정은 5,829건(33.0%)이며‘해당 정보의 삭제’의 결정은

4,538건(25.7%)을 차지하 다. 이는 불법정보의 근원지가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가고 있으며,

국내 이용자가 해외로부터 제공되는 불법정보에 상당히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분야별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선정성정보가 6,809건

(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명의거래, 불법 식∙의약품 등 사회질서위반 정보가 6,711건

(27.5%), 도박 등 사행심조장 정보가 6,606건(27.1%)으로 음란∙선정 정보와 비슷하게 나타

났다. 또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3,990건(16.3%), 폭력∙잔혹∙혐오성 정보는 230건

(0.9%)으로 나타났다. 

음란∙선정성 정보는 여전히 우리 정보사회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으며, 체로 일반인의

성적인욕구를자극하거나성적수치심을해하는내용이 다수이며, 그내용도더욱자극적이고

엽기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2009년총심의건수는24,346건으로2008년(50,041건)에비하여51.35% 감소하 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1월부터 신고 민원인 본인확인절차를 도입하여 신고 건을

선별 접수하고, 단계별로 심의 상 여부 확인 후 심의요건을 갖춘 정보에 하여 심의를 진행

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심의건수가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비율이오히려2008년61%(30,347건)에서2009년73%(17,636건)로상당히증가하 다는

것은 양적 심의를 지양하고 질적 심의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 국민생활 정보보호활동118

2편

정
보
보
호

활
동

[표 2-5-4-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6~2009년도 심의 통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6~2009년 통계자료, 2006~2009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음란∙선정 93,546 21,974 73,995 35,163 18,084 9,012 6,809 5,057

권리침해 1,595 1,018 12,959 8,254 7,822 1,658 3,990 1,124

폭력∙잔혹∙혐오 2,639 1,694 42,802 38,572 5,251 3,903 230 99

사행심조장 9,280 5,036 17,875 11,957 9,842 8,831 6,606 6,495

사회질서위반 49,630 14,567 68,593 18,274 9,042 6,943 6,711 4,861

비심의 상 44 0 0 0 0 0 0 0

계 156,734 44,289 216,224 112,220 50,041 30,347 24,346 17,636

시정요구률(%) 29% 52% 61% 73%



나. 주요유형별불건전정보유통현황

불법∙유해정보의 유통경로는 정보통신 인프라 위협이 고도화∙세계화되고 새롭게 부상되는

기술에의해네트워크개별단말기로확장되어가면서스마트폰등무선인터넷을통한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주제 및 내용도

다양다기하며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유형별 불건전정보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박 사이트 등 사행심정보

불법 도박 사이트로 표되는 사행심조장 정보는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큰 사회적

문제가된지오래이다. 과거‘바다이야기’사건이후로온∙오프라인을가리지않고도박행위에

한 단속과 처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실정이다. 특히연예인, 스포츠스타등유명인의온라인도박사실이언론을통해전해지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는 창만 존재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거나, 도박과는 무관한 일반 기업체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하위

페이지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수법도 등장하 다. 메인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의

주소는 숨겨놓은 채 다른 주소를 통해 메인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메인 포워딩

(Domain Forwarding)5)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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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메인 포워딩은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기억하기 쉬운 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사이트 운 자가 새로운

도메인을 구매하여 포워딩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예컨 △△△.com이라는 메인사이트에 △△△1.com, △△△2.com와 같은 포워딩 사이트를 연결

하는 경우)와 전문적으로 단축도메인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예컨 △△△.com를 △△△.▲▲.○○, ▽▽▽.▲▲.○○ 등으로 연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불법 식∙의약품 판매 정보

인터넷을 통하여 섭취가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식품 또는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을 허위∙과 광고하거나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 마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한 유통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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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2]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그림 2-5-4-1] 사행성 도박사이트



최근에는세계적으로유행한신종인플루엔자의 향으로그치료제인타미플루판매사이트가

새롭게 등장하 다. 타미플루는 심부전증 환자 등에 하여 복용주의가 요구되는 등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 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가짜

타미플루’가국내에유통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 국민건강에위협이될수있으므로일정한

제재가 불가피한 경우이다. 

(3) 불법명의거래 및 장기매매 정보

타인 명의의 통장, 자동차, 휴 전화 등에 한 불법명의거래 정보는 보이스피싱, 도박,

납치나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으며,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장기,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하는 내용의 불법정보가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제목에 불법명의거래, 장기

매매등거래정보를게시하거나포털사이트게시판에자신의전자우편주소를기재하는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121

[그림 2-5-4-3] 불법명의거래 및 장기매매사이트



(4) 음란∙선정성 정보

리목적의성인사이트, 포털의블로그∙카페, P2P∙웹하드, 모바일등다양한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선정성 정보가 널리 유통되고 있다. 노골적인 성적 묘사, 성매매 및 불건전 만남의

유도 등이 표적이다.

성인사이트는해당URL을통한직접적인접근방법뿐만아니라다른성인사이트의배너광고

또는 링크제공사이트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며

유료 회원제 운 이 부분이다. 최근에는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는경우가많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사이트는음란만화∙음란정지 상∙음란동 상∙

음란소설, 유흥업소에서이루어지는서비스내용과함께직접적인성매매유인도행하고있다.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별도의 연결선 등이 없이 이동 전화, 개인 휴 정보 단말기

(PDA) 등의 무선 장비나 블루투스 같은 무선 시스템을 통해 음란∙선정성 정보에 접근이 용이

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한 특별한 관리∙감독이필요한 실정이다. 

(5) 해외 불법사이트 증가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 및 전 세계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불법정보가

국내법망을 회피하여 해외에서 운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에

한 무차별 노출, 외화의 해외유출, 해외 불법사이트 우회 접근시도 급증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중심으로해외불법정보의국내유입을차단6) 하기위한활동을전개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종합적인 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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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관문에서 해외 도박∙음란사이트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국제 송수신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각 ISP업체의 협조를 통해 국내라인과

해외라인을 연결하는 라우터에 부가적 장비를 설치, 활용하여 도메인 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차단방식과 IP주소 차단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접속차단 상이 되는 해외 도박∙음란사이트 운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민국에서 불법 및 조사 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수개의

IP를 연결∙활용하여 국내에서의 라우터 차단 등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안서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IP주소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는 등 지능화 및 음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활동

가. 불건전정보유통방지기술개발∙보급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 자동등급분류 및 표시기술, 유해사이트 차단기술, 내용선별 SW

및 인터넷내용 등급서비스, 유해∙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등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위해 필요

하다면 다른 이용자가 해당사이트 및 게시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정보 보급 및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기술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 해외 음란∙폭력 등급 DB 구축,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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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4] 해외 불법정보 유통경로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표 2-5-4-3] 해외 도박∙음란 불법사이트 차단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통계자료, 2009년]

유형
연도 2007 2008 2009 합 계

도박 1,436 2,886 4,370 8,692

음란 482 448 1,405 2,335

(단위 : 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는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 SW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정보내용을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내용을 기존의 화 등급이나 도서관의 분류된 자료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 SW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검열 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

하게하며, 청소년의연령이나지적수준에따라다양한수준의정보를선별할수있어, 학부모∙

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적 문화가치 및 국제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SafeNet)를 개발∙도입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다. 첫째, 자율등급표시서비스제로서 정보제공자가 공시된 등급기준을 참조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며 둘째, 제3자등급서비스로서 정보내용

자체에등급을부여하여목록을구축하면음란∙폭력정보등의선별∙차단을원하는이용자가

내용선별 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정보에 한 이용자 중심의 자율규제라는 큰 틀 속에서 국내

정보에 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해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해외의 음란∙폭력정보 등에 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자에게 내용선별 SW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자율

등급표시 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자율등급서비스

자율등급서비스는 국내 정보제공자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 5단계

(0~4등급)의등급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등급을표시하면, 내용선별SW에의해정보이용자가

인터넷 정보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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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 정보에 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자율등급표시정보중부정확한등급기준을적용하거나, 기술적표시오류를한사이트를 상으로

수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등급표시를 한 사이트에 해서는 자율등급표시 마크를 부여하여

국내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정보제공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율적으로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2001년 9월 24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홈페이지(www.safenet.ne.kr)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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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4] 인터넷내용 등급기준(SafeNet.ne.kr)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범주
수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그림 2-5-4-5]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출처 : www.safenet.ne.kr]



(2) 해외 음란∙폭력 정보에 한 등급DB 구축

해외의음란∙폭력사이트등에는국내법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

규제 방안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이용자들이 청소년들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의 음란∙폭력 정보 등을 선별하여 차단할 수 있는

등급DB 구축(2009년 현재 약 59만 건)을 통하여 등급DB 사용업체, 내용선별SW 이용자를

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스팸체커, 내용선별 SW,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SW, 게임정보알림이 등의 표적인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등의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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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5] 해외 음란∙폭력 정보 등급DB 구축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통계자료, 2009년]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DB구축 39,035 31,204 56,716 124,283 145,227 93,442 101,587 591,494

(단위 : 건)

[표 2-5-4-6]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및 다운로드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통계자료, 2009년]

구분 스팸체커 내용선별SW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SW

2003 249,778 305,624 99,594

2004 800,302 558,029 21,767

2005 332,206 252,376 5,533

2006 234,640 329,999 17,463

2007 199,959 305,154 2,768

2008 38,571 123,129 1,599

2009 23,523 1,178,446 -

합계 1,878,979 3,052,757 148,724



나. 청소년권장사이트운

청소년권장사이트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

소개하고정보제공자들의우수콘텐츠개발을장려하기위해시행되어왔다.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이되면보도자료를통해언론에발표가되고, 인증마크를홈페이지에부착하여공개적으로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트임을 인정받게 하는 제도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월 20

개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다수 사이트 발굴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권장사이트가 운 되었으나,

보다엄격한기준으로선정사이트수를제한하고자2008년3분기부터10개씩사이트를선정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는 우수 청소년권장사이트 시상식을 개최하여 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3개)을 시상하고 있다. 

청소년권장사이트는현재분기별(3월∙6월∙9월∙12월)로10개사이트, 연간총40개사이트를

선정하는방식으로운 하고있다. 2000년4월부터청소년권장사이트는약1,200여개사이트가

선정되었으나, 그동안 사이트 운 이 중지되거나 다른 사이트로 변경되어, 2009년부터 3년간

인증제 시행으로 최근 3개년의 사후관리 및 통계관리를 하고 있다. 

다. 정보이용자보호법제도운

(1) 임시조치제도

정보통신망 상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면서,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인

판단으로임시적으로이용자의접근을차단할수있는‘임시조치제도’가2007년7월도입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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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7] 청소년권장사이트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선정 연도 선정 선정취소 유효 사이트

2007 120 18 102

2008 20 0 20

2009 40 0 40

계 180 18 162

(단위 : 사이트)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한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이해당사자의요청이없는경우에도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 판단되는정보에 하여

임의로임시조치를취할수있으며임시조치를취한경우에는이로인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도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기책임성 확보를 통한 권리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운 하는 경우 정보이용자에 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007년 7월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과 정보

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게시판을 설치∙운 하는 경우에 게시판 이용자에 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시정명령에응하지않은경우에는과태료(3천만원이하)가부과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이용자수10만명이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본인확인조치의무자

및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이다. 선정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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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정보제공청구

이용자에 한정보제공청구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인하여자신의

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 다고주장하는자가민∙형사상의소송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정법에서는소송제기를위한최소한의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등의정보로한정)를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이용자 정보제공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 다.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당한 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민∙

형사상 소송제기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한 정보의

제공을청구할수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정보제공여부를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는 민∙형사상 소송제기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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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6]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절차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라.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로 이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적 구제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전파력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의 지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 하여 합의가

도출되어야하므로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설치함으로써사이버권리침해에 한분쟁을최 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되었으며,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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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8]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접수현황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2007 149 123 8 2 16

2008 243 218(43) 7 2 16

2009 318 302(56) 1 4 11

합계 710 643(99) 16 8 43

(단위 : 건)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마. 정보이용건전화활성화

정보이용 건전화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미디어에 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정립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사이버청정학교’와‘정보이용 건전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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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7]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표 2-5-4-9] 명예훼손 분쟁조정 접수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작성, 2009년]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2007 189 175 1 2 11

2008 248 210(23) 2 4 32

2009 292 260(34) 2 5 25

합계 729 645(57) 5 11 68

(단위 : 건)



‘정보이용 건전화 프로그램’은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상으로 하여 올바른 방송통신

미디어 정보이용 가이드 교육을 특강으로서 실시하고,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뮤지컬 형식의 홍보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정보이용방법을 알려주며,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강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뮤지컬은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정보이용의 문제점 및 올바른 정보이용 방법에

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이버청정학교는 정보통신윤리 의식 및 건전한 미디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학교를 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이용 문화 확산 교육 및 캠페인을

운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년 전국 초∙중∙고교를 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청정학교는 지원 신청한 학교에서 제출한 운 계획서를 통해 교육환경 등의 운 여건,

운 의지, 운 내용 등을 평가하여 적격한 학교를 선정하며, 2010년은 희망학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분배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1개교씩 총 16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이버청정학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교육교재 및 특강, 교육홍보물 등을

지원받게 되며,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기획하여 운 하게 된다.

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

매개하는 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보호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유해정보에 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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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09년 등 58개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 으며,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매년

4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청소년보호책임자로 구성된 청소년보호협의체를 운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실질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사업자를 통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133



제1절 주요협력단체

1.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국내 지식정보보안업계를 표하는 유일한 법정법인인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Knowledge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는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및 발

전을 위하여 1997년 8월 정보보호산업협의회로 출범하여 이듬해에 협회로 재출범하 다.

이후 정보보안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2004년

9월에관련법에의거법정법인으로전환이되었고, 2008년관련업무가지식경제부로이관되면서

2009년 9월“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 현재는 네트워크 보안, 백신 및 PC보안, 콘텐츠 보안, 정보보호컨설팅, 물리보안

등의 정보보안 관련기업 149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협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보보안 관련 법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건의,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공동연구및전문인력양성지원, 정보보안산업동향및통계조사, 산업체애로사항

공동 타개, 국내∙외 정보보안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그리고 정보보안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2009년도에 유지보수 가 기준 개정 진행 그리고 CC평가 수수료

할인 및 업체 애로사항 조사 등 조사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 으며, 업계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수행 등을 통해 인력양성 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아울러국내정보보안기업들이일본을비롯한아시아주요국가로진출할수있도록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전개하 는데 일본의 표적인 정보보안 전문전시회인 Information Security

Expo in Tokyo, Security Show 등에 한국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하 으며,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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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정보보안의 국내 시장 확산을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들과 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등을개최하 으며, 지식정보보안인력채용박람회개최를통해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보안기업들에게 고급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다.

기존의 정보보안을 넘어 물리보안과 융합보안을 아우르는 표적인 전문단체로서 위상을

높여가고있는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국내지식정보보안산업계의발전과확산을위해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2. 한국침해사고 응팀협의회(CONCERT)

사단법인 한국침해사고 응팀협의회(CONCERT, CONsortium of CERT)는 민간기업 및

기관에소속된침해사고 응팀(CERT)이자발적으로참여해구성된협의체로, “내정보는내가

지킨다”는 취지 아래 지난 1996년 설립되었으며, 민간기업 및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의 특성을 극 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 다.

한국침해사고 응팀협의회의 주요 업무로는 회원사간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정보통신망침해사고관련정보및기술상호교환, 국제적인정보통신망침해사고 응을

위한 제반활동, 정보통신망 운 기관들의 CERT 구성 지원, 침해사고 응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민간 기업 및 기관 내 정보보호 관련 조직구성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또한 협의회 회원 구성이 기업 및 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침해사고

응기술정보 교류는 물론,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관리적 분야에 한 교육 및 정보교류도

강화하여 왔다.

2009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제7회 정회원워크샵’에서는 민간차원의 침해사고 응 및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정보보호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담당자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자의 소양교육과 정보보호 업무 전반을 다루는‘CONCERT

Security OT’가 2009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CONCERT의 연례 세미나로 기업 정보보호의 트렌드를 가늠해 보는‘CONCERT

FORECAST 2009-기업 정보보호 이슈전망’을 2009년 3월 개최해 기업 및 기관 정보보호의

연간 활동방향을 제시하 으며, 11월에는 국내 정보보호 관련 최 컨퍼런스인‘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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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Users’Festival-해킹방지워크샵 2009’을 개최해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강화

방안과CERT 및정보보호부서의역량강화를위한침해사고 응사례와활동사례를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 다.

한국침해사고 응팀협의회에서는 2010년에도 연례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는 물론, 산업별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민간 기업 및 기관 내 정보보호 관련 부서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

할 예정이며, 회원사 내 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 자료집과 보고서를

제작∙발간할 예정이다.

3. 한국CSO협회(Korea Association of Chief Security Officers)

사단법인 한국CSO협회는 사이버 위협에 한 공동 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관의분야별최고보안책임자(CSO, Chief Security Officer) 간의협력및정보공유활성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3차에 걸친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하여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 으며, 2009년 6월 발기인 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 다. 그리고

2009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 다. 

한국CSO협회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각 산업군별 최고보안책임자(CSO)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한

민∙관 공동 응체계 구축, CSO(Chief Security Officer)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 제시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할동으로는 매월 자문위원과 운 위원을 중심으로‘CSO포럼’을 개최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최신 보안이슈에 한 심도있는 논의와 향후 협회의 운 방안과 나아갈 방향에

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CSO워크숍’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최근 보안이슈 현황에 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CSO협회는 2010년에는 각 산업군 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종기업간의 보다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회원사 간의 비즈니스 모델 공동연구 및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시켜 사이버 위기 상황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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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학회

1.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는

정보보호 분야의 학술∙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창립되었다.

정보보호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 및 학술 회 개최, 학술적∙기술적 연구조사 및 발간사업,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기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0개국 이상 국외 참가

자가 참여하는 저명한 국제학술 회를 1998년부터 개최하여 왔다. 2010년 13회를 맞는

ICISC(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는 차세

암호기술 연구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분야의 LNCS(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를 발간하는 등 국내외 암호학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국제학술 회로는 네트워크 보안 등 보안응용기술에 특화된 WISA(Workshop on

Information Security Applications)가 있다.

국내 학술행사로는 정보통신망정보보호워크숍(NETSEC-KR)을 매년 개최하여, 최근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는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보보 기술 및 안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 그 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하계 및 동계 종합학술 회와 지역 사회에서의 정보보호기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 남, 호남∙제주지부 학술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화된 학술 연구를 위해 16개의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연구회는 디지털

아이덴티티관리연구회, 디지털포렌식연구회, 리눅스보안연구회, 바이오인증연구회, 암호연구회,

Green-IT융합보안연구회, 인증기술연구회, 정보보호관리및정책연구회, 정보보호교육연구회,

정보보호표준연구회, 홈네트워크보안연구회, IT보안성평가연구회, u-개인정보보호연구회,

보안경제연구회, 소프트웨어보안연구회, 클라우드서비스보안연구회가 있다. 각 연구회에서는

최근 연구결과와 국내∙외 기술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종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표적인연구회행사에는디지털포렌식기술의연구동향과활용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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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기술워크숍, 홈네트워크보안연구회와 인증기술 연구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u-홈보안∙OTP 공동 심포지엄, 정보보호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사례 등을 발표하는 정보보호교육워크숍이 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

표준연구회의 정보보안기술표준화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분야의 최근 이슈를 소개하는 학회지와 전문학술지인 논문지를 각각 격월로

발행하여 국내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보보호

문제에 적극 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KIAS)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KIAS,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 연구∙기술∙개발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계 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

구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군∙관∙산∙학∙연전문가들에 의해 출범하 다.

출범 이후‘사이버테러와 정보전(Cyber Terror & Information Warfare)’을 주제로 일반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상으로 정기적인 컨퍼런스와 학술 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사이버

테러∙정보전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체계 정립과 정보보안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

하는데노력해왔으며정기적인학술 회를통해사이버테러 응및정보전에관련된개념연구,

전략∙전술,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체계및관련기술에 한이론

및 연구개발에 일조하여 왔다.

또한, 중요 기 정보의 유출 및 해킹사고와 같은 시스템에 한 불법적인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연구센터의‘실무형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하여 포렌식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학회에서는충청지부와경상지부에8개분야별연구회를두고있으며연4회정보보안논문지,

연 1회 사이버테러 정보전 학회지의 발간을 기본으로 정보전 기술에 한 발표 및 학술토의,

사이버테러및정보전에관련한국내∙외유수의전문가들과함께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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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집약된 기술 및 지식들은 논문지∙학회지를

통해배포되고있다. 또한한국산업보안포럼과의협력으로산업보안관련분야의연구와더불어

심포지엄을통한 최근의 산업보안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관련 행사로는 2009년 5월 금융관계자와 임원진 등을 모시고‘전자금융시스템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2009년 8월 한남 학교 민군겸용공학연구센터와 ICHIT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 Hybrid Information Technology)을

개최하여 각국의 최신 정보보호 및 컴퓨터공학 논문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 다. 2010년

1월에는‘국가산업기술유출 응’이라는주제를가지고‘제10회사이버테러정보전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군∙정부기관 및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관 등 500여명을 초빙하여 국방 정보보호

정책 및 추진현황, 보안산업의 트랜드, 정보유출 탐지 및 응을 위한 종합관제분석 시스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융합보안기술 동향 등 실질적인 토론의 장과 최신 기술에 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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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보보호 법제도 분야

제2장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분야

제3장 정보보호산업 분야

제4장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현황

본 편에서는 정보보호 기반조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1장에서는

정보보호 법제도 현황을 소개하면서 2009년 한 해동안 진행된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2009년의 인력양성 활동에 하여 설명하고 정보보호 인력 현황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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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보호법∙제도발전과정

1. 연혁

가. 20세기정보사회초기단계

1980년 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 차원의 정보화 발전과 동시에 이에 따른 역기능이 부상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 다. 1986년에 제정된「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정보화에 국가적 시책과 제도를

규정하 다. 동 법은 전산망의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법률은 아니었다. 민간부문에서 정보보호에 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정보보호 시책의 강구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한 기준고시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제정된「정보화촉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화

촉진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도 마련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전자기록의 위조∙변조죄 및 전자기록에 한 비 침해죄 등이 규정되었고,

인터넷 보급의 본격화에 의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이용 증가에 따라 1999년에는 개인 및 기업의

정보유통과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전자서명법」의 제정을 비롯하여「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증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에 한 규정의 재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21세기고도정보사회진입단계(2000년~2006년)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시스템에 한 국가와 사회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보보호 법제를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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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와 정보통신시스템에 한 파괴와 침해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 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금융∙통신∙에너지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온라인 사기 행위를

벌하는 형법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명칭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폭 강화

하 다. 동 법은 2003년에 1∙25 인터넷 란을 계기로 침해사고 응 관련 규정을 보완

하 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해소

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 다.

2005년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 및 운 에 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통령 훈령으로 발령되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도입∙운 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중복투자 및 시스템 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

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운 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중지∙금지∙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다. 21세기지식정보사회구현단계(2007년~2009년)

정보자원의 지식화 및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 구현이 정보화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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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종래의「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행정정보에 한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행정

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정부 민서비스보안위원회의 구성과 행정기관의 장의 보안

조치의무 등을 각각 규정 다. 또한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

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외에「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3건 및「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 행정 정보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관련규정의개정7건등전자정부구현을위한관련법제의정비가이루어졌다.

그 외에「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요 통신기반시설에 한 보호 책의 이행 여부

확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혁명으로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래 (구)정보통신부의 사무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관되었고, 정보보호 관련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정보화 및 정보보호 추진체계에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에는 정보보호에 한 높은 관심을 반 하여 정보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입법 활동이 있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을「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고「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다. 한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상태이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 2011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주요 현황

국내의 정보보호 법∙제도는 각각 제정 목적 및 기능별로 국가기 보호 관련 법령,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방지에 관한 법령, 전자서명 및 인증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호추진 관련 법령, 침해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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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 관련법령

국가기 보호 관련 법령에는 침해되거나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태롭게 할 정보 또는 국가기 에 한 침해 금지와 처벌, 비 의 분류, 국가기 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한 보안업무 등에 관해 규정된 법령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군사기 보호법」제3조 군사기 의 구분, 제5조 군사기 의 보호조치, 제12조

내지 제15조 군사기 누설 관련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에는 간첩죄, 일반이적죄,

외교상 비 누설죄, 공무상 비 누설죄 등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한편 종래에 주로 국가의 비 보호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암호는 정보통신망상의 통신

수단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암호의 사용과 관련된 법령으로는「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등이 있으며, 암호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법령으로는「군형법」

등이 있다.

나. 중요정보의국외유출방지에관한법령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나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인 법령으로는「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

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 한 악 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변경(제9조)과 보호조치(제11조) 및 수출승인 등 국가핵심

기술의 무단 유출과 침해행위의 금지(제14조) 등을 정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해당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 누설을 금지하고(제38조),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서는 민∙군 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에 해 참여과정에서 알게된

비 유지 의무를 부여한다(제25조).

그 밖에「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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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업비 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

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와 그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

처벌을 규정하여(제18조) 중요정보가 외국에 유출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엄격

하게 통제하여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다. 전자서명및인증관련법령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한 원격지간의 거래 및 업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인 전자

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및 인증관련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자서명 및 인증과 관련된 법령에는 공인전자서명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전자정부법」과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 리법인 등에 한 공인인증 제공역무 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전자서명법」등이 있다.

라. 정보통신망과정보시스템의보호조치관련법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침해행위로 인하여 국가 및 민간의 정보통신망과 정보 시스

템에 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통

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령으로는「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 등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

기술혁신촉진법」및「물류정책기본법」등이 있다.

마. 침해행위의처벌에관한법령

해킹∙바이러스∙DDoS 공격 등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 한 침해 등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정보의 탈취, 위∙변조 등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벌칙규정을 두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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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28조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행위에 한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와 비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한 벌칙규정이 표적이다. 또한「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무역 유관

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에 한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처벌규정이 있고, 「물류정책기본법」제71조의 전자 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 및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물류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 을 침해∙도용∙누설한 자 또는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한 처벌 등의 벌칙규정이 있다. 그 밖에 형법은 컴퓨터

사기죄에 한 처벌규정을 마련하 다.

바.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

보호되어야 할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령으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여권법」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실명

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등의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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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09년주요제∙개정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637호, 2009. 4.22,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KIICA)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설립하는 한편, 유사 공공

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부문을 축소하고 사업 분야의 지원을 증가시켜 기관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종전의‘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하고, 동 기관의

설립목적을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의 효율적 추진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KIICA)의 임무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임무를 규정하 다(법 제52조).

또한 기관명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 다(법 제36조,

제46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 제76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통령령 제21278호, 2009. 1.28,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등록

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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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19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 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마련

( 제9조의2 신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자의 기준을 포털서비스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게임이나

전자상거래등의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정하 다.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상세 기준 마련( 제15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에 한 불법접근 차단,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안전한

개인정보의저장과 전송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방지 등의 각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 다.

(3)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 명확화( 제29조제3호)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정하 다.

(4)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 범위 확 ( 제30조제1항)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 하 다.

(5)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68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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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령령 제21692호, 2009. 8.18,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이 보급하는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한 제5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사업 및 감독에 관한 제73조를 삭제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28,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표준화의 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규칙 제2조 삭제).

4. 통신비 보호법(법률 제9752호, 2009. 5.28,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하여 압수

∙수색∙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 사생활의 비 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주요내용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 다(법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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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1. 법률 제9483호, 2009. 3.13, 일부개정

가. 제정이유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치정보기술 표준화의 상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법률의 예측가능성을높이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위치정보기술 표준화의 상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로 규정하 고(법 제34조 제3항),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다(법 제34조 제4항).

5.2. 법률 제9481호, 2009. 3.13,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전기통신기본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 다(법 제5조 제2항 삭제).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통령령 제21692호, 2009. 8.18,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중「정보화촉진 기본법」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정보

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 다( 제3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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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통령령 제21698호, 2009. 8.21, 타법개정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중「정보화촉진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변경하 다( 제31조 제1호).

7. 전기통신기본법

7.1. 법률 제9481호, 2009. 3.13,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통신재난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법 제44조의2, 제44조의5, 제44조의6 삭제).

7.2. 법률 제9701호, 2009. 5.21,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 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휴 전화의 복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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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 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8항 신설).

7.3. 법률 제9708호, 2009. 5.22,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제2장을 삭제한다

(법 제8조부터 13조까지 삭제).

8.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통령령 제21692호, 2009. 8.18,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제2장을 삭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 별표1 삭제).

9.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 2009. 5.22, 전부개정)

가.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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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1)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제명을「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 다.

(2)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 다.

(3)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 다.

(4)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 다.

(5)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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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통령령 제21698호, 2009. 8.21, 전부개정)

가.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내용

(1) 시행령의 제명 변경

법률의 제명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 다.

(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한다.

(3)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 (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

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구성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관리, 민간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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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6)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한다.

(7)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한다.

1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1호, 2009. 8.21, 전부개정)

가. 개정 이유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이다.

나. 주요 내용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서의 양식, 정보문화의 창달∙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의 양식 및

신청 절차,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의 양식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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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정부법

12.1. 법률 제9705호, 2009. 5.22, 타법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중장기 전자

정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중‘정보화추진위원회’를‘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 다(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 중‘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변경하 고(법 제25조

제5항),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변경하 다(법 제45조 제4항). 또한 정보화책임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하 다(법 제49조 삭제).

12.2. 법률 제10012호, 2010. 2.4, 전부개정

가.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 하여 효율적으로 전자

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국민 전자정부 민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전자정부 민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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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공동이용 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하 다.

(3)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전자정부의 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 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13. 전자정부법 시행령( 통령령 제21698호, 2009. 8.21, 타법개정)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중‘정보화추진위원회’를‘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하 다( 제31조, 제65조). 또한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다(

제68조 삭제).

14.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령령 제21698호,

2009. 8.21, 타법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제11조 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위탁하도록 하 다( 제1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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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15.1. 법률 제9708호, 2009. 5.22, 제정

가.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인증 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등에 관한 표준을「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

기술 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획득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 (법 제26조 및 제29조)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며,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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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경 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 실적 및

결산 등에 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지도∙감독한다.

(4)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및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법 제32조 및 제3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로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정보통신진흥기금(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주파수 할당 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15.2. 법률 제9981호, 2010. 1.27,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

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 한 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 다.

나.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법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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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통령령 제21692호, 2009. 8.18, 제정)

가.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4조 및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다.

(2)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 제7조)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 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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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 다.

부담금 징수 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 다.

(4)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

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28, 제정)

가.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

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

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법」및 동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정보통신산업에 한 통계 작성의 조사 상 및 범위(규칙 제2조)

법에서 위임한 정보통신산업에 한 통계 작성의 조사 상 및 범위를 정보통신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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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 다.

(2)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지원 절차(규칙 제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

에게 인건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 다.

(3)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예고(규칙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 하도록 하 다.

(4)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및 관리∙감독(규칙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공고, 지정 신청, 지정 심사, 지정서 발급,

재지정, 지정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휴업∙폐업∙재개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 다.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68호, 2009. 1.30,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호

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 품 검사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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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상기관의 장의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 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제3항 신설).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9조

제1항 제1호 신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제3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령령 제21440호, 2009.

4.21,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68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 통지, 과태료처분 상자의 의견진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표 3-1-2-1]과 같이 변경하 다(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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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위반행위 해당조항 금액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 1,000만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2호 700만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500만원



20. 전자거래기본법

20.1. 법률 제9429호, 2009. 2.6,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지식경제부장관에

한 이의 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다(법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20.2. 법률 제9504호, 2009. 3.18,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정비

하 다(법 제21조, 제22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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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법률 제9708호, 2009. 5.22,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으로변경하 다(법 제22조).

2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통령령 제21692호, 2009. 8.18,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과 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다( 제7조 및 제8조 삭제).

2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22.1. 지식경제부령 제62호, 2009. 2.10,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 등에 한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이다.

나.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개정하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나,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하여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위반행위에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하 다

(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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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28,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에 한 점검에 관한 규정 중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변경

하 다(규칙 제13조의3).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7호, 2009. 4.1, 전부

개정)

가.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역을 확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 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역 확 (법 제11조)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상을 확 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 하 다.

(2)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한 동의의 예외 규정 삭제(법 제16조제2항 삭제)

개인질병정보의수집∙조사∙제공에 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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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하 다.

(4)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 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 다.

(5)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 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한 동의(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 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 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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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하 다.

(9)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채권추심회사가자기의명의를타인에게빌려주어채권추심업을하게할수없도록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며,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채권추심회사도연 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 다.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령령 제21765호, 2009.

10.1, 전부개정)

가.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 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 제6조제3항)

최 주주인 법인의 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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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하 다.

(2)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한 동의 절차 마련( 제28조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하 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 제32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 다.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령령 제21765호, 2009.

10.1, 전부개정)

가.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2조),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업무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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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5조),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에 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제6조), 위임직 채권

추심인의 등록수수료를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2만원 내에서 정하 다( 제7조).

26. 국방정보본부령( 통령령 제21915호, 2009. 12.30,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비하여 국방정보본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방분야에 한 사이버테러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설치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로서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재외공관 주 재무관의 파견 및 운 업무,

주한 외국 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 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 다( 제1조의2). 한편 정보본부 예하에 정보사령부, 제777사령부, 사이버

사령부를 두었다( 제4조).

2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09. 3.30,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이 개정( 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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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것이다.

나. 주요내용

징계기준을 개정하여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비위의 유형 및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비 엄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이 [표 3-1-2-2]와

같이 세분화되었다.

28.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33호, 2009.

4.15, 제정)

가. 제정이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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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비 엄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 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비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 침해 및 비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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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 관련 과제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안 과제로,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도록하 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제10조)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

하도록 하 고, 중앙행정기관은 보안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보안사고 발생 및 보안관리 위반 시 처리(제12조 및 제13조)

보안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 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및 보안사고 시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 선정 및 평가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

하도록 하 다.



제1절 정규교육에의한인력양성현황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은 전문 학 이상의 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현재 15개교의 학교와 4개교의 전문 학에 정보보호 관련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7개의 일반 학원, 2개의 전문 학원, 9개의 특수 학원 및 협동 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전공이나 학과가 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 전문 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 의하여 배출된 인력은 596명이며, 이 중 학 382명, 학원 200명, 전문 학 14명

으로 조사되었다.

1. 학교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들은 부분 정보통신부의 IT 인력양성사업에 부응하여

2002년부터 새로이 개설되었다. 중부 학교가 1996년 컴퓨터안전관리학과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학교가 2001년 이후에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학과의 신설보다는 폐지가 더 많은 추세이다. 최근 학 재학생들 사이에 정보

보호분야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분야의 특성상 학 수준에서는 한 분야에

한 집중적인 교육보다는 컴퓨터 기초 분야에 한 고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보보호 학과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현재 15개교의 관련 학과에 재적생 수는 2,586명에 이르며 전임교원의 수는 57명,

2009년의 배출 인력은 총 382명이며, 부분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가 최근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력 배출 실적이 없는 학교도 2개교이다. [표 3-2-1-1]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과명과

함께 재적학생의 수, 2009년 배출실적 및 전임교원 수를 나타낸다. 또한 온라인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 중 정보보호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세종사이버 학이 현재 유일하게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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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년도 비 재적인원수는 58%, 배출인원은 63%, 전임교원수는 75% 상승하 으나,

교원의 확보정도는 재학생 수 비 전임교원수로 판단해 볼 때, 전임교원의 수는 적은 편

이므로 전체 교육과정에서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원

학원에서 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일반 학원, 전문 학원, 특수 학원으로 구분되는데, 2개의 전문 학원과 9개의 특수 학원 및

협동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학과 혹은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5개의 일반 학원에서도

석∙박사과정이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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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학교명 학부/학과/전공명 설립연도 재적 학생수
2009년

배출실적

전임

교원수

건양 학교 정보보호학과 2003년 225 25 7

구한의 학교 정보보호학과 2 15 -

전 학교 전산정보보호학과 2003년 217 37 4

동명 학교 정보보호학과 2005년 218 12 7

동양 학교 컴퓨터정보전학과 2005년 254 60 6

목포 학교 정보공학부 정보보호전공 2002년 168 41 5

서울여자 학교 컴퓨터학부 정보보호학전공 2002년 10 9 4

세명 학교 정보보호학과 2002년 14 25 -

세종사이버 학교 정보보호시스템학과 2002년 247 43 2

순천향 학교 정보보호학과 2001년 254 29 4

우석 학교 정보보안학과 2006년 99 - 2

중부 학교 정보보호학과 1996년 188 36 4

한국기술교육 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2003년 75 19 5

호서 학교 정보보호학과 2002년 252 31 4

호원 학교
사이버수사경찰학부

사이버수사경찰학전공
2006년 363 - 3

합계 2,586 382 57



학원 과정에 정보보호 전공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동국 학교가 국제정보 학원을

설립한 1998년이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보보호 전공이 설치되기 시작

하 다.

일반 학원의 경우 정보보호 관련 전공이나 학과가 개설된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서 소규모 연구그룹이나 교수별로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 학원은 고려 학교 정보경 공학전문 학원과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가 해당

되며, 순천향 학교에는 일반 학원과 특수 학원에 모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문 학원을 비롯한 일부 극소수 학원을 제외하면 부분의 학원에서 전임 교원들이

학부 교육과 학원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2]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가 개설된 각 학원에 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의

개설 여부, 설립연도, 재적학생수와 배출실적, 그리고 전임교원의 수를 보인다. 학의 경우처럼

학원의 경우도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설립된 학과가 많다. 2009년 기준으로 총 재적

학생 수는 704명이며, 2009년의 배출인력은 186명이다.

3. 전문 학

전문 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서는 주로 인터넷보안, 해킹, 사이버수사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활발하다. [표 3-2-1-3]은 각 학과별로

재적 학생수와 2009년 배출실적, 그리고 전임교원 수와 함께 수업연한을 나타낸다.

전문 학은 4년제 학이나 학원과는 달리 특성화된 학과 또는 전공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주 학의 사이버경찰행정과, 조선이공 학의 U-사이버보안과가 표적인 예로, 동주

학은 2005년에, 조선이공 학은 2008년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 으며, 정보보호 관련 감리를

중심으로 수사 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09년에는 4개의 학교에서 250명이 재적 중이며 14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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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학원 정보보호 관련 학과 현황 (단위 : 명)

주1) 전문 학원 주2) 특수 학원 주3) 협동과정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학교명 학과/전공명
학위과정

개설현황
설립연도 재적학생수

2009년

배출실적

전임

교원수

경기 학교 학원주3) 산업보안 석사/박사 2000년 21 4 12

경북 학교 학원주3) 정보보호학과 석사/박사 2001년 2 3 28

고려 학교

정보경 공학 학원주1)

정보보호학과

정보경 공학과

금융보안학과

석사/박사 2001년 285 79 24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주1) 정보보호공학 석사/박사 2004년 4 1 8

전 학교 학원 전산정보보호학 석사/박사 2005년 4 2 4

동국 학교 국제정보 학원주2) 정보보호학과 석사 1997년 130 28 3

부경 학교 학원주3) 정보보호학과 석사/박사 2001년 15 3 10

순천향 학교 학원주3) 정보보호학과 석사/박사 2002년 11 3 4

순천향 학교

산업정보 학원주2)
정보보호학과 석사 1999년 3 0 4

숭실 학교 정보과학 학원주2) 정보보안학과 석사 2004년 46 7 1

아주 학교 정보통신 학원주2)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보호전공,

정보보호C4I전공

석사 2000년 130 37 5

전남 학교 학원주3) 정보보호협동과정 석사/박사 2000년 30 5 7

전북 학교 학원 정보보호공학과 석사/박사 2003년 0 1 2

한남 학교 경 산업 학원 정보보호학과 석사 2004년 0 2 3

한서 학교 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석사/박사 2002년 5 1 4

한세 학교 학원
IT학과

(정보보호공학)
석사/박사 2003년 18 10 1

합계 704 186 120



제2절 비정규교육에의한인력양성현황

1. 국가∙공공기관

정보화교육센터는 공무원을 상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인력개발 관련 시책을 개발하며, 정보화 능력 발전을 위한 경진 회 등을 개최하는 교육 훈련

기관이다.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었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정보보호 관련 전문

인력이나 행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 었는데, 이후 직제 개편에 의해 행정

안전부 정보화인력개발과가운 하는 정보화교육센터로명칭과 편제가 바뀌었다.

2009년도에 실시한 IT 및 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표 3-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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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전문 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학교명 학과/전공명 설립연도 재적학생수
2009년

배출실적
전임교원수

동주 학 사이버경찰행정과 2005년 50 0 4

덕 학 정보보안∙해킹과 2002년 68 1 0

조선이공 학 U-사이버보안과 2008년 89 0 4

한국재활복지 학 컴퓨터정보보안과 2007년 43 13 4

합 계 250 14 12

[표 3-2-2-1] 정보화교육센터의 교육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화교육포털, http://www.e-academy.go.kr/]

과정 분야 과정 수 운 횟수 수료 인원

총 계 129개 264회 10,643명

집 합 교 육

소 계 66개 153회 4,982명

정보화정책교육 14 34 667

정보기술전문교육 17 33 728

정보활용교육 11 34 1,170

주문교육 7 14 448

특별교육 17 38 1,969

사이버 교육

소 계 63개 111회 5,661명

정보화정책교육 8 17 624

정보전문기술교육 9 17 682

정보활용교육 17 46 3,090

주문교육 29 31 1,265



2. 민간 교육기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민간교육은 매우 활발한 편인데 이는 교육에 한 수요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분야 비전공자들은 특정 단기 과정 외에도 6개월 정도의 장기

과정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반면, 정보통신 분야 전공자들은 주로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을 통하여 정규 교육기관에서 얻지 못하는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 것 으로 파악

되고 있다.

2009년 현재 활발하게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교육기관은 19개이며 교육과정명과

홈페이지에관한 정보는 [표 3-2-2-2]와 같다.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는 고려 학교 정보경 공학전문 학원의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성균관 학교의 정보보호인증기술연구센터, 안철수연구소, STG-Security,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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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기관명 교육과정명 홈페이지

넷칼리지 데이터통신보안과정, 정보보호엔지니어전문가과정 등 www.netcollege.co.kr

라이지움 CISSP 자격증 과정 등 www.lyzeum.com

라카데미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 과정 www.lacademy.co.kr

비트캠퍼스 컴퓨터 보안이론 등 www.bitcampus.co.kr

삼성SDS멀티캠퍼스 CISSP 비과정, 네트워크보안 실무 등 www.multicampus.co.kr

디아이세미콘 교육센터 CCSA 자격증 과정 등 www.disemi.co.kr

쌍용정보통신교육센터 보안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등 www.sist.co.kr

썬 교육센터 CISA 자격증 비 과정 등 www.suntraining.co.kr

솔데스크 해킹보안전문가과정 등 www.ssoldesk.com

시스원 교육센터 정보보안 교육과정 등 sysedu.co.kr

아이티뱅크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 과정 등 www.itbank.org

아이티뱅크멀티캠퍼스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 등 www.itbank21.org

이지스원 정보보안전문가 과정 등 www.hackerscollege.co.kr

인섹시큐리티보안교육 침해사고분석 응실무 등 www.insec-security.co.kr

캐드뱅크 System Hacking 등 www.cadbank.co.kr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KISEC) 정보보호 전문가 과정 등 www.kisec.co.kr

한국정보보호인식(주) 정보보호전문가과정 www.securitya.kr

한국HP교육센터 정보보호 기초과정 등 education.hp.co.kr

KH정보교육원 보안 전문가 과정 등 www.iei.or.kr



비씨큐어, NDS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앞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분의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장기 전문가 과정 외에도 단기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자격증 과정도 활성화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필요에

의하여 위탁교육도 병행하는 곳이 많이 있다. 장∙단기 전문가 과정의 경우 체적으로 정보

보호기술 일반 외에 해킹에 관련된 침해 응 실무교육이나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관리 과정이

많이 개설되며, 컨설팅 과정도 관심을 끄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자격증 비 과정은 주로 CISA(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자격증과 CISSP(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자격증이 상이 되며 SIS(정보보호전문가,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자격증 비 과정도 많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상범위의 확 에 따라 기업의 CISO(정보보호관리책임자,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정부발표에 CISM(공인

정보보안관리자, Certified Information Security Manager) 과정을 개설한 곳도 있다.

제3절 기타인력양성현황

학, 학원, 전문 학에서의 정규교육,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한 비정규 교육 외에도

정보보호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지원 고급인력 양성프로그램인 학IT 연구센터 사업과 지역 협력연구센터

사업,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 중인 고급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에 하여 기술한다.

1. 정부지원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부가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식정보보안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지식정보보안분야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 하고

있으며 기존 학 ITRC(IT 연구센터,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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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C(지역협력연구센터, Regional Research Center)사업이 있다. 지식정보보안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과 핵심인력 양성과정,

신규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다.

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교육과정

1)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중인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 석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업체와 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을 모집∙선발하여

과정을 운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지식정보보안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기업수요에 맞는 지식

정보보안 분야의 고급 석사인력 3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은 기업과 학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원 상 컨소시엄 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교육 수료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원 기업에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

2009년 현재 고려 , 동국 , 아주 등 3개 학 4개 컨소시엄이 지원∙운 중이다.

[표 3-2-3-1]은 현재 운 중인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 인력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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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 인력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화교육포털, http://www.e-academy.go.kr/]

분 야 지원 학 컨소시엄 업체 인원(명)

금융보안

아주 학교
가온아이, 다울소프트, 듀얼아이, 아이티네이드, 에스지어드밴텍,

엠투소프트, 이루온, 큐램
15

고려 학교
BC카드, 안철수 연구소, 이 루시큐리티, 소프트포럼,

더존정보보호서비스, 인포바인, 롯데정보통신, KB국민은행
10

홈네트워크 보안

아주 학교
넷포유, 다보링크, 디노플러스, 애드팍테크놀로지, 이너비트,

큐램, 퓨처시스템, 피코스넷, 휴텍21
15

동국 학교
시큐브, 제이컴정보, 한국IT감리컨설팅, 워치아이시스템,

닉스테크, 인포섹, 비씨큐어
10

합 계 50



2) 지식정보보안 핵심인력 양성과정

지식정보보안 핵심인력 양성과정은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

보안산업 종합 진흥계획의 하나로, 기업수요 맞춤형 지식정보보안 고급인력 2,000명을 양성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

(AKIS)를 구축하고, 기업의 수요가 많은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인식, RFID/USN 보안, 지식

정보보안 컨설턴트 등 교육 수요는 많으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교육기관이나

학 등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지식정보보안 핵심인력 양성과정은 산업현장의 고급기술 수요를 반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장인력 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식정보보안 산업 분야의 우수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업체 고용 인력의 고급화를 통한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 위주의 고급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은 최근 컴퓨터 및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확보

기술 및 절차, 포렌식 도구의 활용, 관련 분야의 법률지식 및 최신 동향에 한 내용을 다룬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턴트 과정은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 지식정보보안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종합 컨설팅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RFID/USN 보안 과정은 유통∙물류, 교통, 환경 등의 다양한 RFID/USN 관련 응용분야

종사자를 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RFID/USN 기반의 응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인식 과정은 지문∙얼굴∙홍채∙정맥인식 기술의 핵심이론과 함께 제품

활용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바이오인식 기술 표준화 및 최근 시장 동향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2-3-2]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핵심인력 양성과정 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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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정보보안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지식정보보안 분야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식정보보안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지식

경제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200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한시적으로 수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참여기업이 미취업자를 상으로 신규 채용예정 인력을 확정하고, 채용

예정자는 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을 수료한 후 참여기업에 근무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신규채용자의 지식정보보안분야 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신규 고용인력 1인당 1년간 최 600

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차년도에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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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핵심인력 양성과정 인력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표 3-2-3-3]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교육 인원 및 지원 인력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과정명 상 횟수 (회) 인원 (명)

디지털 포렌식 지식정보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 6 130

지식정보보안 컨설턴트 지식정보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 5 99

RFID/USN 보안 지식정보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 2 19

바이오인식 지식정보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 2 12

합 계 15 260

구 분 교육장소 참여업체 교육인원 교육과정

1차

(2009.8.19~9.25)

서울 17개사 51 정보보안일반(25명), 보안컨설팅(10명), 보안프로그래밍(16명)

소 계 17개사 51

2차

(2009.10.5~12.4)

서울 38개사 60 정보보안일반(25명), 보안컨설팅(21명), 보안프로그래밍(14명)

지방 48개사 194 정보보안일반

교육면제 26개사 36 -

소 계 112개사 290

3차

(2009.11.25~12.18)

서울 56개사 138 보안프로그래밍(14명), 정보보안일반(124명)

지방 14개사 31 정보보안일반

소 계 70개사 169

총 계 199개사 510



나. 충남 학교인터넷침해 응기술연구센터

2003년 8월에 해킹 및 바이러스 분야의 ITRC(IT연구센터,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로 선정되었으며, 침입 응기술∙ISP망을 위한 네트워크 침해 응 및 관리

기술∙하드웨어 및 시스템 최적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처리 속도 향상 총 3개 세부과제를 연구

하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연구를 지속해 온 참여 연구자들은 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련 기업과의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추진으로 해킹 및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침해 응 기술 개발, 산업화와 함께 침해 응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해킹 및 바이러스 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학, 산업체 및 연구소와 긴 한 연구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 기관이

해킹의 경유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e-Secure University’구축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다. 한남 학교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중에는 한남 학교 민∙군 겸용 보안공학연구센터만이 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2003년 6월에 과학재단의 RRC(지역협력연구센터,

Regional Research Center)로 선정되었다. 2006년부터 2단계로 실시간 침입예측 및 조기

경보 기술, IT 시스템 보안수준 평가도구 개발, 분산 환경에 응하는 작전훈련 및 군수 관리

보안 시스템 연구, USN 보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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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충남 학교 인터넷침해 응기술연구센터 인력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센터명(설립연도)
연도별 졸업생 수 현재 참여인력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석∙박사

충남 학교 인터넷침해 응기술 연구센터

(2003년)
17 37 20 34 108 63



특히 매년 전 및 충남지역의 12개 정도의 벤처기업들이 일부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 직원들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4년 2월 육군본부, 2007년 11월

국군기무사령부와정보보호 분야에 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정보보호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관련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에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표 3-2-3-6]은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들의

목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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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5] 한남 학교 민∙군 겸용 보안공학연구센터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표 3-2-3-6]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센터명(설립연도)
연도별 졸업생 수 현재 참여인력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석∙박사

한남 학교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19 24 11 13 67 25

구분 명칭 구분 주관기관

국내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2급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보안전문가 1급, 2급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정보보안관리사(ISM) 1급, 2급 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리협회

해킹보안전문가
1급, 2급,

3급, 주니어
한국해킹보안협회

정보시스템감리사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외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공인정보시스템관리자(CISM)
- ISACA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ISC2



가. 국내정보보호관련자격증현황

SIS(정보보호전문가,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와 정보시스템감리사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 분야의 표적인 자격증들이며국가공인을 획득하 다.

SIS자격제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국내의 표적인 정보보호 분야 국가

공인자격 프로그램이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2급에 이어 1급도

2005년 7월 국가공인을 획득하 다. 1급의 경우 정보보호와 관련된 보안정책의 수립, 위험

분석 및 책 수립, 정보보호 지침서 개발, 관련 법규 검토와 국제적 표준안에 한 지식 및

적용, 보안 감리 및 평가 등을 검정하며, 2급은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등의 활용기술을

갖추고 보안 정책의 구현, 보안 시스템의 운 및 모니터링,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한 실무적인 이해 능력을 검정한다. 1, 2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정보보호론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된 1차 필기시험과 정보보호 관련 단답형, 서술형, 실무형 문제로 구성된 2차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표 3-2-3-7]를 보면, 1급과 2급을 모두 포함하여 총 4,808명이 SIS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8.6%에 해당하는 415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을 볼 수 있다.

3편

정
보
보
호

기
반
조
성

제2장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분야186

[표 3-2-3-7]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자체조사, 2009년]

연 도
1급 2급 합 계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2002 48 4 677 32 725 36

2003 74 11 172 17 246 28

2004 98 6 266 53 364 59

2005 289 38 294 41 583 79

2006 220 33 280 12 500 45

2007 376 27 353 11 729 38

2008 401 26 389 34 790 60

2009 428 23 443 47 871 70

합 계 1,934 168 2,874 247 4,808 415



정보시스템감리사는 정보통신 감리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써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1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보안 지식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관련 자격

프로그램의 하나로 분류하 다. 시험 과정을 보면, 기술사나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

경력, 석사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고급기술자를 상으로 프로젝트관리,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구조 및 보안(2010년부터 시스템구조와 보안 과목을 분리

실시)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된 1차 필기시험을 통하여 합격자를 선정한 후, 2주간의 이론교육과

1주간의 감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 3-2-3-8]은 최근 5년 동안의 정보시스템감리사에 한 응시자∙취득자 통계를 보여

준다.

SIS와 정보시스템감리사 외에도 앞의 표에서 기술된 것처럼 인터넷 보안전문가와 정보

보안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며, 각각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와 정보통신컴퓨터 자격관리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보안전문가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보안설정, 보안분석,

해킹방지, 서버복구 등을 통하여 서버를 보호하고 서버에 한 해킹에 효과적으로 처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 관련 기술력을 검정하며, 정보보호개론, 운 체제,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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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8]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2010년 3월]

연 도 응시자 합격자(합격률)

2004 280 40 (14.3%)

2005 323 40 (12.4%) 

2006 615 75 (12.2%)

2007 815 80 (9.8%)

2008 1350 651 (48.2%)

2009 988 39 (3.9%)

합 계 4,371 925 (21.2%)



필기시험과 시스템 보안관리, 침해분석, 방화벽 구축, 침해사례 분석 등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보보안관리사는 통신망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누출, 도청, 정보변조 등의 공격과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해킹,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침해에 비하여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달을 담보하기 위한 능력을 검정한다.

또한, 한국해킹보안협회가 주관하는 해킹보안전문가 자격증은 1급~3급, 주니어 등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해킹과 보안에 한 올바른 윤리 및 기본지식은

물론, 깊이 있는 실무 및 전문지식으로 구성된 내용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검정

하고 있다.

나. 국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현황

CISA(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와 CISSP(공인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는 표적인

국외 자격증이다.

CISA 자격은 1969년부터 ISACA(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3,000명 이상이

자격을 취득하 다. 또한 CISM(공인정보보호관리자, Certified Information Security

Manager)도 ISACA에 의하여 실시되는 자격증으로 고급 정보보호 관리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2년 이후 약 10,000명 이상의 자격자를 배출하 다.

특히 CISA는 어 외에도 한국어 등 11개 국어를 포함하여 12개 언어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ISO/IEC 17024에 따라 ANSI(미국표준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증을 받았다. 또한 매년 6월에 한차례만 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바꿔서 2005년부터는 2회로 늘려 6월과 12월에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CISA 자격증 시험은 정보자산 보호(Protection of Information Assets), 시스템 및 인프라

수명주기 관리(System and Infrastructure Lifecycle Management) 등 6개 역에 걸쳐

출제되며 4시간 동안 4지선다형의 200문제를 풀고 4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한편 CISM은 최소 5년간 정보보호 분야의 근무 경력과 최소 3년간 정보보호 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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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 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정보보호지배(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정보위험관리(Information Risk Management) 등 5개 역에 걸쳐서 평가

한다.

2009년 말 현재 ISACA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내 CISA 자격 소지자와 CISM 자격 소지자는

각 9,699명과 58명인데, 이는 국적 등에 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숫자이며

실제 국내에서 CISA 자격증이나 CISM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 된다.

2009년 국내에서 실시된 CISA 자격시험에는 2,158명이 응시해서 875명이 합격하 고,

CISM 자격시험에는 49명이 응시해서 18명이 합격하 다. 국내의 CISA와 CISM 자격시험은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http://isaca.or.kr)에 의하여 주관되고 있다.

CISSP(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은 (ISC)2(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Inc.)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CISA와 마찬가지로 ISO/IEC 17024에 의한

인증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6만여 명의 자격자를 배출하 고, 한국에는 2,400여 명의

자격자가 활동하고 있다. (ISC)2는 CISSP 외에도 SSCP(시스템보안공인전문가, Systems

Security Certified Practitioner) 자격증, ISSAP(정보시스템보안구조전문가,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Architecture Professional) 자격증, ISSEP(정보시스템보안공학전문가,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Engineering Professional) 자격증, ISSMP(정보시스템

보호관리전문가,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증도

운 하고 있으며 수시로 시험을 실시한다.

CISSP 자격증 시험은 접근제어시스템 및 방법론(Access Control Systems and

Methodology), 보안구조 및 모델(Security Architecture and Models), 암호학

(Cryptography) 등 10개 역(domain)에 걸쳐서 평가하며, 시험 상 10개 역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만족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단, 학사학위 소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3년 또는 4년의 근무경력으로도 응시할 수 있으며, 경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합격 후에 충족시키면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부터 국내에서도 매년 4회씩 동국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다. 2006년 7월에 CISSP 한국협회(CISSP Korea Chapter) (http://cisspkorea.or.kr)가

창립되어 운 되고 있어서 이곳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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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보보호인력현황

1. 전공별 인력 현황

정보보호 산업에 종사하는 정보보호 인력을 전공별로 보면 정보보호학을 전공한 인력은

400명으로 집계되었고, 정보보호 관련학을 전공한 인력은 전체 인력 중 가장 많은 3,396명

으로 조사되었으며비관련학을 전공한 인력은 1,952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정보보호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가 4,524명(78.7%)으로 여자 1,224명

(21.3%)보다 약 3.7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직종 및 수준별 인력 현황

2009년 정보보안기업의 전체 인력 중 정보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4,04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인력 구성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특급’인력은 432명(10.7%), ‘고급’인력 801명

(19.8%), ‘중급’인력 1,263명(31.3%), ‘초급’인력 1,544명(38.2%)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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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전공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남 여 합 계

정보보호학과
인원수 334 66 400

비 율 83.5% 16.5% 100.0%

정보보호 관련학과
인원수 2,758 638 3,396

비 율 81.2% 18.8% 100.0%

비관련 학과
인원수 1,432 520 1,952

비 율 73.4% 26.6% 100.0%

합 계
인원수 4,524 1,224 5,748

비 율 78.7% 21.3% 100.0%



직종별로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정보보안 관련 인력 중‘정보보안 연구 및 개발직’이

1,837명(45.5%), ‘정보보안 관련 관리직’1,353명(33.5%), ‘정보보안 업직’423명(10.5%),

‘기타 정보보안 관련직’427명(10.5%)으로 구성 되어있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191

[표 3-2-4-2］직종 및 수준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1] 전공별 인력 현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비 중(%)

연구 및 개발직 213 319 565 740 1,837 45.5

관리직 110 312 443 488 1,353 33.5

업직 72 107 122 122 423 10.5

기타 관련직 37 63 133 194 427 10.5

합 계

432 801 1,263 1,544 4,040

100.0
10.7% 19.8% 31.3% 38.2% 100%



3편

정
보
보
호

기
반
조
성

제2장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분야192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2］직종 및 수준별 인력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3］직종별 정보보호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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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 엔지니어링 사업 가기준7)

기술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 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

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 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 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 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 수준 기준은 아래 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2008년 6월 3일

개정공고)에서 명시하고 있는「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사용하 다.



가. 정보보호연구및개발직의인력현황

정보보안 연구 및 개발직의 인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특급’인력은 213명(11.6%), ‘고급’

인력은 319명(17.4%), ‘중급’인력은 565명(30.8%), ‘초급’인력은 740명(40.3%)으로 집계

되었다. 세부 업무별로는‘암호 및 인증기술인력’723명(39.4%),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

853명(46.4%), ‘응용기술 및 서비스’261명(14.2%)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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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4] 연구 및 개발직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비 중(%)

암호 및 인증기술 80 137 214 292 723 39.4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
100 146 282 325 853 46.4

응용기술 및 서비스 33 36 69 123 261 14.2

합 계
213 319 565 740 1,837 100

11.6% 17.4% 30.7% 40.3% 100%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4] 연구 및 개발직 수준별 인력 현황



나. 정보보호관련관리직의인력현황

정보보안 관련 관리직의 인력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특급’인력은 110명(8.1%), ‘고급’인력은

312명(23.1%), ‘중급’인력은 443명(32.7%), ‘초급’인력은 488명(36.1%)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업무별로는‘정보시스템 관리’830명(61.3%), ‘정보보안 컨설팅’523명 (38.7%)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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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5] 정보보호 관련 관리직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비 중(%)

정보시스템 관리 56 195 247 332 830 61.3

정보보안 컨설팅 54 117 196 156 523 38.7

합 계
110 312 443 488 1,353 -

8.1% 23.1% 32.7% 36.1% 100%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5] 정보보호 관련 관리직 수준별 인력 현황



다. 정보보호 업직의인력현황

정보보안 업직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9년도 총 423명으로‘특급’인력이 72명(17.0%),

‘고급’인력은 107명(25.3%), '중급'인력이 122명(28.8%), ‘초급’인력은 122명(28.8%)으로

연구 및 개발직,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상 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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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6] 정보보호 업직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6] 정보보호 업직 수준별 인력 현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정보보호

업직

인원수 72 107 122 122 423

비중 17.0% 25.3% 28.8% 28.8% 100%



라. 기타정보보호관련직의인력현황

기타 관련직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보시스템 감리 및 인증’분야의 인력은 160명

(37.5%) ‘정보보안교육’분야의 인력은 69명(16.2%) ‘기타’분야의 인력은 198명(46.4%)로

조사되었다.

기타 관련직의 인력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특급’인력은 37명(8.7%), ‘고급’인력은 63명

(14.8%), ‘중급’인력은 133명(31.1%), ‘초급’인력은 194명(45.4%)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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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7] 기타 정보보호 관련직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그림 3-2-4-7] 기타 정보보호 관련직 수준별 인력 현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비 중(%)

정보시스템 감리 및 인증 10 22 59 69 160 37.5

정보보안 교육 7 20 18 24 69 16.1

합 계
37 63 133 194 427 -

8.7% 14.8% 31.1% 45.4% 100% -



본 장에서는 2009년도 전체 정보보호 산업 시장에 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해 제2절에서는 정보보호 기업들의 일반

현황과 분야별 매출 현황 등에 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수출입 현황과 제4절에서는

정보보호 산업 기술개발 현황 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정보보호산업의정의및범위

국내에 정보보호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략 1990년도 중반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략 국내 정보보호 산업은 1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도 확보 하

으며 수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산업에 한 산업계와 학계 등이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는

가운데 2004년 1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 산업에 한 정의가 신설되었다. 동법 제2조에서는‘정보보호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정보보호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근거한 정의를 토 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보호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크게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2009년도의 제품별 분류는 2008년도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침입차단시스템 내

시스템 방화벽이 네트워크 방화벽으로 흡수되어 세부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기존의

지문, 홍채, 정맥 등 바이오인식 제품은 물리보안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보보호 제품 분류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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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분야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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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2009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분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1 웹 방화벽

3 PC 방화벽

2 네트워크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1 침입방지시스템(IPS) 2 DDoS 차단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 1 통합보안시스템(UTM)

보안관리

1 기업보안관리(ESM)

3 패치관리시스템(PMS)

5 로그 관리/분석 틀

2 위협관리시스템(TMS)

4 자산관리시스템(RMS)

6 취약점 분석 툴

가상사설망 1 가상사설망(VPN)

인증제품
1 보안 스마트카드

3 일회용비 번호(OTP)

2 HW 토큰(HSM)

Anti Virus
1 Virus 백신

3 Anti 피싱

2 Anti 스파이웨어

Anti Spam 1 스팸차단 SW

보안운 체제 1 보안운 체제(Secure OS)

통합 PC보안 1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2 보안USB

DB/컨텐츠 보안
1 DB보안

3 디지털저작권관리(DRM)

2 DB암호

공개키기반구조 1 공개키기반구조(PKI)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접근관리
1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3 싱 사인온(SSO)

2 통합접근관리(EAM)

4 통합계정관리(IM/IAM)

기타 제품 1 무선/모바일 보안 2 기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유지보수 1 판매 후 유료서비스

보안컨설팅

1 인증(ISO, ISMS)

3 진단 및 모의해킹

5 종합보안컨설팅

2 안전진단∙기반보호

4 개인정보보호

보안관제 1 보안관제 서비스

인증서비스 1 공인∙사설 인증서비스

기타서비스

1 교육 훈련 서비스

2 기타



[표 3-3-1-1]에서 보는 것처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의 경우, 침입차단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 보안관리, Anti Virus, DB/컨텐츠 보안 등 14개의 중분류와 각각의 해당

제품군인 33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보호 서비스는 유지보수, 보안컨설팅, 보안

관제 등 5개의 중분류와 10개의 세부항목으로 전체 정보보호 제품군을 분류하고 있다.

제2절 정보보호산업현황

국내 정보보호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1990년 중후반으로 략 15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 다.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기업들은 략 200여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본 절에서는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현황을

수집∙분석해 오고 있는‘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 조사’에 근거한 산업계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2008년의 경우 바이오인식 관련 기업들을 포함해 151개 업체에 한 현황을 분석하 으나,

2009년에는 바이오관련 기업들이 물리보안분야로 분류되면서 빠지게 되어 나머지 131개

정보보호업체를기준으로 국내 산업현황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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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기업 일반현황

국내 정보보호기업 131개사 중 약 80%인 104개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에는 8개사

(6.1%), 충북에는 5개사(3.8%)가 있는 등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131개 기업 중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11개사로 8.4%를 차지하 으며 비상장사는

120개사인 9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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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 정보보호기업의 지역별 분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표 3-3-2-2] 정보보호기업의 상장유무별 분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지 역 기업 수(개) 비 율(%)

서 울 104 79.4

전 8 6.1

충 북 5 3.8

경 기 3 2.3

구 3 2.3

부 산 2 1.5

광 주 2 1.5

기 타 4 3.1

합 계 131 100

구 분 기업 수(개) 비 율(%)

비상장 120 91.6

상장(코스닥) 11 8.4

합 계 131 100.0



자본금 기준으로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0억원 미만이 70개사로 53.4%,

10~30억원 미만은 42개사 32.0%로 자본금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보보호기업 중 종업원수가 30명 이하인 기업은 전체 83개사로 63.4%, 31~50명

이하는 15개사 11.4%, 51~99명 이하는 22개사 16.8%로 종업원 수에서도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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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정보보호기업의 자본금 규모별 분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표 3-3-2-4] 정보보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기업 수(개) 비 율(%)

10억원 미만 70 53.4

10~30억원 미만 42 32.0

30~50억원 미만 4 3.1

50~100억원 미만 11 8.4

100억원 이상 4 3.1

합 계 131 100.0

구 분 기업 수(개) 비 율(%)

30명 이하 83 63.4

31~50명 이하 15 11.4

51~99명 이하 22 16.8

100명 이상 11 8.4

합 계 131 100.0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취급하는 품목별 현황을 보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은

전체 269개로 70.8%을, 정보보호 서비스는 11개로 29.2%를 차지한 가운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침입차단시스템이 39개(10.3%)로 가장 많았으며, 보안관리는 36개

(9.5%), DB/컨텐츠 보안은 33개(8.7%)로 나타났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안컨설팅이 48개

(12.6%)로 가장 많았으며, 유지보수는 35개(9.2%), 보안관제는 13개(3.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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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5] 정보보호기업의 품목별 분포

※ 품목별 기업수 복수응답 수치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기업 수(개) 비 율(%)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39 10.3 

침입방지시스템 22 5.8 

통합보안시스템 17 4.5 

보안관리 36 9.5 

가상사설망 13 3.4 

인증제품 5 1.3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Anti Virus 15 3.9

Anti Spam 11 2.9

보안운 체제 12 3.2

통합 PC보안 21 5.5

DB/컨텐츠 보안 33 8.7

공개키기반구조 10 2.6

접근관리 17 4.5

기타제품 18 4.7

소 계 269 70.8

정보보호 서비스

유지보수 35 9.2

보안컨설팅 48 12.6

보안관제 13 3.4

인증서비스 3 0.8

기타서비스 12 3.2

소 계 111 29.2

합 계 380 100.0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은 199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설립이 활발히 진행됐는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의 24.4%인 32개사가 설립되었다. 2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전체 38.9%인

51개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꾸준하게 관련기업들이설립되고 있다.

2. 정보보호 시장 매출 현황

2009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8,07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도의

7,388억원보다 9.2% 성장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이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은 2008년의 5,898억원보다 9.6% 증가한

6,46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 서비스는 7.9%로 성장한 1,60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의 전체 비중은 80.1%를 차지하 으며 정보보호서비스는

19.9%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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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6] 정보보호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연 도 기업 수(개) 비 율(%) 누적비율(%)

1980년 3 2.3 2.3

1990년~1996년 12 9.2 11.5

1997년~1999년 32 24.4 35.9

2000년~2002년 51 38.9 74.8

2003년~2005년 23 17.6 92.4

2006년~2009년 10 7.6 100.0

합 계 131 100.0 -



가. 시스템및네트워크정보보호제품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은 2009년 전체 6,463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보안

관리가 86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13.4%)을 보 으며, 다음은 DB/컨텐츠 보안으로

865억원(13.4%)을 차지하 다. 전통적인 정보보호제품인 침입차단시스템도 842억원(13.0%)

으로 매출 비중을 보 으며, Anti Virus는 683억원(10.6%), 침입방지 시스템은 676억원

(10.5%)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도에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제품은 보안관리로 2008년의 694억원 보다

24.9% 높은 866억원으로 확 되었으며, 통합PC보안도 22.1% 성장한 445억원으로 매출이

확 되었다. 이 밖에도 통합보안시스템(17.5%), Anti Virus(15.1%), DB/컨텐츠 보안 (18.3%),

접근관리(17.8%) 등도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 다.

하지만 2008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감소한 제품들도 있었는데 가상사설망의 경우 2008년

비 5.0% 감소한 37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침입차단시스템도 4.3%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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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7] 정보보호산업의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589,850 646,373 9.6 80.1

정보보호 서비스 149,029 160,850 7.9 19.9

합 계 738,879 807,223 9.2 100



나. 정보보호서비스

유지보수, 보안컨설팅 등이 포함된 정보보호서비스는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1,608억원의

시장을 형성해 2008년도의 1,490억원보다 7.9% 성장하는 모습을 보 다.

서비스 분야 중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유지보수는 2009년도 591억원으로 서비스 매출의

36.7%를 차지하 으며, 보안관제가 358억원으로 22.3%, 보안컨설팅이 342억원으로 21.3%를

차지하 다.

하지만 2008년 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안컨설팅으로 전년 비 21.9% 성장

하 으며 인증서비스도 8.1%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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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8]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의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9년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88,074 84,244 -4.3 13.0

침입방지시스템 63,665 67,668 6.3 10.5

통합보안시스템 25,019 29,392 17.5 4.5

보안관리 69,403 86,690 24.9 13.4

가상사설망 39,095 37,133 -5.0 5.7

인증제품 6,160 7,010 13.8 1.1

Anti Virus 59,365 68,343 15.1 10.6

Anti Spam 15,774 15,867 0.6 2.5

보안운 체제 23,140 24,336 5.2 3.8

통합 PC보안 36,455 44,507 22.1 6.9

DB/컨텐츠 보안 73,199 86,559 18.3 13.4

공개키기반구조 37,055 40,711 9.9 6.3

접근관리 25,083 29,554 17.8 4.6

기타 제품 28,363 24,359 -14.1 3.8

소 계 589,850 646,373 9.6 100



다. 세부분야별매출현황

개별 제품군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제품은 DDoS 차단시스템으로 125.9% 성장한 120억원에 이르 으며, 자산

관리시스템은 100.0% 성장한 5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 ESM는 36.8%, OTP는

33.8%, DB보안과 DB암호는 각각 30.2%와 32.9%, 통합계정관리는 44.0%, 무선/모바일

보안은 32.5% 성장하는 등 시장의 트렌드를 반 한 제품군들의 경우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 다.

반면 일부 제품군들은 2008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감소한 제품들도 있었는데 Anti 피싱의

경우 22억원으로 17.6% 감소하 으며, 통합접근관리와 싱 사인온은 각각 15.3%와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개별 제품군으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인 것은 Virus 백신으로 전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제품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9%(639억원)에 이르 으며, 침입

방지시스템 6.9%(556억원), DRM 5.3%(429억원), PKI는 5.0%(407억원)의 매출 비중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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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9] 정보보호서비스의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9년

매출비중(%)

정보보호

서비스

유지보수 58,133 59,106 1.7 36.7

보안컨설팅 28,064 34,208 21.9 21.3

보안관제 35,128 35,827 2.0 22.3

인증서비스 24,551 26,548 8.1 16.5

기타서비스 3,153 5,161 63.7 3.2

소 계 149,029 160,850 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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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0]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의 소분류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2008년 2009년 성장률(%)
2009년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침입차단 시스템

웹 방화벽 27,122 27,184 0.2 3.4 

네트워크 방화벽 45,641 41,523 -9.0 5.1 

PC 방화벽 15,311 15,537 1.5 1.9 

침입방지 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58,331 55,616 -4.7 6.9 

DDoS 차단시스템 5,334 12,052 125.9 1.5 

통합보안시스템 25,019 29,392 17.5 3.6 

보안관리

기업보안관리(ESM) 24,799 33,913 36.8 4.2 

위협관리시스템 15,272 17,044 11.6 2.1 

패치관리시스템 11,981 13,210 10.3 1.6 

자산관리시스템 2,700 5,400 100.0 0.7 

로그관리/분석툴 12,191 14,133 15.9 1.8 

취약점분석툴 2,460 2,990 21.5 0.4 

가상사설망(VPN) 39,095 37,133 -5.0 4.6 

인증제품

보안스마트카드 2,810 2,940 4.6 0.4 

HW토큰 2,700 3,200 18.5 0.4 

일회용비 번호 650 870 33.8 0.1 

Anti Virus

Virus백신 54,669 63,962 17.0 7.9 

Anti스파이웨어 2,026 2,182 7.7 0.3 

Anti피싱 2,670 2,199 -17.6 0.3 

Anti Spam 스팸차단SW 15,774 15,867 0.6 2.0 

보안운 체제 23,140 24,336 5.2 3.0 

통합 PC보안
PC보안 24,295 30,483 25.5 3.8 

보안USB 12,160 14,024 15.3 1.7 

DB/컨텐츠 보안

DB보안 21,445 27,925 30.2 3.5 

DB암호 11,875 15,783 32.9 2.0 

디지털저작권관리 39,879 42,851 7.5 5.3 

공개키기반구조 37,055 40,711 9.9 5.0 

접근관리

네트워크접근제어 10,200 12,592 23.5 1.6 

통합접근관리 1,890 1,600 -15.3 0.2 

싱 사인온 5,886 5,130 -12.8 0.6 

통합계정관리 7,107 10,232 44.0 1.3 

기타 제품
무선/모바일보안 3,057 4,050 32.5 0.5 

기타 25,306 20,309 -19.7 2.5 

소 계 589,850 646,373 9.6 80.1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분야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교육훈련서비스로 271.9%(13억원) 증가하 으며, 진단 및

모의해킹은 78.6%(80억원), 종합 보안컨설팅은 21.5%(135억원), 개인정보보호는 16.5%(70

억원)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은 유지보수인 판매 후

유료서비스로 7.3%(591억원)를 차지하 으며, 보안관제서비스는 4.4%(358억원), 공인/사설

인증서비스는 3.3%(265억원)의 매출 비중을 보 다.

라. 수요처별 매출 현황

국내 정보보호관련 제품들의 수요처별 매출 비중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제품은 공공기관이

31.2%(2,019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은 20.0%(1,29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서비스는 기업에 한 매출 비중 23.9%(384억원)이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은 21.3%

(342억원), 금융기관은 21.0%(337억원)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공공기관으로 전체 매출 중 29.3%인 2,361억원을 차지

하 고, 기업은 20.5%인 1,657억원, 금융기관은 20.2%인 1,63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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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1] 정보보호서비스의 소분류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2008년 2009년 성장률(%)
2009년

매출비중(%)

정보보호

서비스

판매후유료서비스 58,133 59,106 1.7 7.3 

보안

컨설팅

인증(ISO, ISMS) 2,213 2,214 0.0 0.3 

안전진단/기반보호 4,139 3,325 -19.7 0.4 

진단및모의해킹 4,530 8,091 78.6 1.0 

개인정보보호 6,039 7,037 16.5 0.9 

종합보안컨설팅 11,143 13,541 21.5 1.7 

보안관제서비스 35,128 35,827 2.0 4.4 

공인/사설인증서비스 24,551 26,548 8.1 3.3 

기타

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356 1,324 271.9 0.2 

기타 2,797 3,837 37.2 0.5 

소 계 149,029 160,850 7.9 19.9 



제3절 정보보호제품수출입현황

1. 정보보호제품 수출 현황

2009년도의 국내 정보보호 전체 수출액은 440억원으로 2008년도의 319억원보다 3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은 38.2%로 증가한

435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98.7%를 차지하 다. 정보보호서비스는 21.7% 증가한 5.5억원

이었으며 전체 수출의 1.3%를 점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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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2] 수요처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표 3-3-3-1] 정보보호산업의 수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기관(수요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업 중소기업 기 타 합 계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

매출액 201,927 129,533  84,933 127,335  86,873 15,772 646,373 

비중 31.2% 20.0% 13.1% 19.7% 13.4% 2.4% 100%

정보보호 서비스

매출액 34,261 33,779 11,742 38,443 16,085 26,540 160,850

비중 21.3% 21.0% 7.3% 23.9% 10.0% 16.5% 100%

합 계

매출액 236,188 163,312  96,675 165,779  102,958  42,311 807,223 

비중 29.3% 20.2% 12.0% 20.5% 12.8% 5.2% 100%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9년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31,502 43,525 38.2 98.7

정보보호 서비스 457 556 21.7 1.3

합 계 31,959 44,081 59.9 100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제품의 항목별 수출 현황은 보안운 체제가 2008년도보다 97.9%

증가한 19억원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통합보안시스템은 79.6%로 증가한 15억원에

이르 다. Anti Spam도 66.1%(10억원) 증가하 으며, DB/컨텐츠보안은 47.9%(97억원),

Anti Virus는 22.7%(108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 서비스는 보안컨설팅이 50.0%(0.3억원) 증가하 으며, 유지보수는 21.5%(4.4억원),

보안관제는 14.3%(0.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 전체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19.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출액 비중은 일본이 63.7%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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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 세부 제품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정보보호

서비스

유지보수 367 446 21.5 

보안컨설팅 20 30 50.0 

보안관제 70 80 14.3 

소 계 457 556 85.8

합 계 31,959 44,081 37.9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3,831 4,360 13.8 

침입방지시스템 2,051 2,705  31.9 

통합보안시스템 835 1,500  79.6 

보안관리 445 651 46.3 

가상사설망 1,337 2,090  56.3 

Anti Virus 8,875 10,888  22.7 

Anti Spam 644 1,070  66.1 

보안운 체제 960 1,900  97.9 

통합 PC보안 4,258 5,890  38.3 

DB/컨텐츠 보안 6,621 9,790  47.9 

공개키 기반관리 800 1,300  62.5 

접근관리 48 100 108.3 

기타 제품 797 1,281  60.7 

소 계 31,502 43,525  38.2 



2. 정보보호 제품 수입 현황

2009년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의 수입은 전체 104억원에 이르러 전년 2008에 비해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서비스 관련 수입은 없었으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

보호제품 수입이 100%를 차지하 다.

제품분야별 수입 현황은 침입차단시스템이 2008년 비 70.4% 증가한 12억원에 달하 고,

침입방지시스템은42.9% 증가한 10억원, 보안관리는35.1% 증가한 18억원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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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3] 정보보호산업의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표 3-3-3-4] 세부 제품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9년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8,014 10,455 30.5 100

정보보호 서비스 - - - -

합 계 8,014 10,455 30.5 100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710 1,210 70.4 

침입방지시스템 700 1,000 42.9 

통합보안시스템 2,150 2,900 34.9 

보안관리 1,394 1,883 35.1 

인증제품 400 452 13.0 

DB/컨텐츠 보안 1,000 1,200 20.0 

접근관리 150 300 100  

기타 제품 1,510 1,510 0.0 

소 계 8,014 10,455 30.5 



제4절 정보보호산업기술개발현황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77.2%에

달했으며, 이들의 연구원 보유인원은 전체 1,903명으로 평균 24명의 기술개발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 하고 있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전담인력은 2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 기술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 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15.8%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2009년도 기술개발 투자액은 전체 994억원으로 업체별 평균 9.8억원이었으며

이는 업체별 매출 비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기술개발 투자액이

전체 1,370억원에 이르러 기업별 13억원에 달해 매출 비 17.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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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1] 자체기술연구소 및 전담부서 운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표 3-3-4-2] 연도별 기술개발 투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운 현황(중복응답) 보유인원(명)

비율 (%) 합 계 평 균

기업부설연구소 운 77.2 1,903 24

연구개발전담부서 운 14.9 305 20

운 하지 않음 15.8 - -

구 분
전체기업

합계액

업체당

평균금액

업체당

매출 비 비율

2008년 82,085 812.7 13.7%

2009년 99,459 984.7 12.9%

2010년(전망) 137,025 1,356.7 17.0%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이 74.3% 가장 높았으며, 기술개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은 39.6%, 기술

정보 부족 및 획득이 어렵다는 응답도 27.7%에 달했다.

제5절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지정현황

지식경제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및‘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심사 기준은 [표 3-3-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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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3] 기술개발 시 애로사항

※ 품목별 기업수 복수응답 수치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

구 분 비율 (%)

기술개발인력 확보 및 유지 74.3

자금조달 39.6

기술 정보 부족 및 획득 곤란 27.7

신기술의 짧은 수명주기 13.9

연구 설비기자재 부족 11.9

[표 3-3-5-1]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심사 기준

[출처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2009-174호)]

심사 기준 심 사 내 용 판정 기준

인력요건 고급인력 5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10명 이상 적합 여부

자본요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적합 여부

설비요건 보안설비, 업무수행 도구 등 보유여부 적합 여부

정보보호요건 정보보호관리규정 및 준수 여부 적합 여부

업무수행능력요건
계량평가 : 경험, 전문화, 기술개발 실적(70점)

비계량평가 : 종합심사(30점)
70점 이상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들이 지정

당시 법령상 지정요건 및 의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하여 현장실사를 수행

하고 있다. 이는 컨설팅전문업체의 보안컨설팅 전문성을 지속시키기 위함이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2001년 1차 9개 업체, 2002년 2차 4개 업체를 지정하여

총 13개 업체를 지정하 으나, 컨설팅 사업폐지, 재지정 탈락 등으로 5개 업체가 지정 취소 등

2010년 1월 현재 [표 3-3-5-2]와 같이 총 7개 업체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활동

중이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경우 법인의 표자 및 임원, 납입자본금, 기술인력 및

고급기술인력, 정보보호 관리규정 등의 중요 사항에 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 에

장애 등을 가져온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 등 절차적

규정을 거치도록 하여 지정 취소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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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jsp/business/protect/protect7.jsp, 2010년 1월]

순 번 업체명 최초 지정 재지정 지정 만료

1 시큐아이닷컴ㄜ 2001.11.30 2007.11.29

2010.11.28

2 안철수연구소 2001.11.30 2007.11.29

3 STG시큐리티ㄜ 2001.11.30 2007.11.29

4 에이쓰리시큐리티 2001.11.30 2007.11.29

5 ㄜ인젠 2001.11.30 2007.11.29

6 롯데정보통신ㄜ 2008.4.7 -

7 인포섹ㄜ 2002.10.8 2008.10.8 2011.10.7



제1절 기술개발전략및수준분석

1. 기술개발 전략

지식경제부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 건설과 2013년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 보안제품 10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성,

시장성, 시급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보보호제품에 한 국제적인 품질인증 기술을 확보하며, 해외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호분야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응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정표를 담은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2010-2015)을 수립하 다. 특히 시장과 제품,

기술과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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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1] 지식정보보안 중장기 기술 로드맵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비스

공통기반보안
온라인 기반형 정보보안 기반

서비스

온∙오프라인 연계형 정보보안

기반 서비스
지능형 정보보안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가용성∙생존성∙신뢰성이 강한 네트워크 인프라

응용/서비스 보안
유무선 응용

보안 서비스
미디어 복합형 응용보안 서비스 지능형 응용보안 서비스

물리보안
상기반

보안 서비스
보안 상황 인지 서비스 지능형 자율 응 서비스

융합보안 컴포넌트형 융합보안 서비스 통합형 융합보안 서비스

제품/

솔루션

공통기반보안
온라인 ID 

관리 시스템
온∙오프라인 연계형 ID관리 시스템 지능형 ID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40G L3/L7 DDoS 공격 응 시스템 지능형 L3/L7 통합 DDoS 공격 응 시스템

응용/서비스 보안 시멘틱/모바일 웹보안 2.0 시스템

물리보안
프라이버시 보장형 DVR 

시스템

실시간 신변/산업 위험 응

시스템

융합보안 차량통신용 착탈식 보안 모듈 차량 위험상황 인지 솔루션

핵심

기술

공통기반보안
온라인 신원

확인

온∙오프라인 연계형 신원확인/

지불
상황인지기반 신원확인/지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실시간 네트워크/웹기반 DDoS

공격 통합 응
지능화된 DDoS/PDoS 공격 패킷 탐지/차단

응용/서비스 보안 개방형 시멘틱/모바일 웹 보안

물리보안 프라이버시 보장형 상보안
신변/산업 위험 실시간 인지/

응

상황인지 기반 능동형 통합보안

관제

융합보안 차량통신 보안 모듈/칩셋 차량센서 보안 플랫폼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전략기술로드맵, 2009년]



2. 기술개발 수준 분석

기술개발 분야를 아래와 같이 5 소분류, 23개 핵심요소기술로 분류하고 이를 상으로

기술수준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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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2] 지식정보보안 기술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정 의

공통기반 보안

암호알고리즘

암호화(encryption)와 복호화(decryption)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의미하며, 칭키

알고리즘(DES,3DES,AES), 공개키알고리즘(RSA,ELGamal), 타원곡선 암호알고리즘,

일방향 해쉬함수(MD5,SHA) 등 존재

암호프로토콜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시스템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기술

양자암호
빛의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암호화 통신 방법으로, 수신자/송신자 이 외의 제3자가

key를 알아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

인증 인프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식별(Identification),

인증(Authentication), 권한부여(Authorization) 등이 존재

부채널 공격 응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찾기 위해 암호 알고리즘의 이론적 취약점이 아닌 암호화 과정에서

누설되는 타이밍 정보, 전력소모, 전자파 신호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인 공격에 한

응 기술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기술

(※ 개인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침입 응

네트워크 인프라에 한 침해와 네트워크 노드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한 마비현상을

방지하고 응용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Firewall, IDS,IPS, ESM,

VPN 등)

악성코드 응
‘악성코드’란 컴퓨터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코드로, 자기 복제 능력과

감염 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한 응 기술

보안운 체계
일반적인 컴퓨터 운 체계의 커널(Kernel)에 부가적인 보안기능을 추가한 운 체제

로, 커널의 취약성 보완 및 엑세스 기능, 권한 부여 등이 가능한 운 체계

디지털 포렌식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자료를 근거로 발생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보안기술로,

자료의 수집∙보관∙분석∙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관련된 기술

보안칩
하드웨어 플랫폼에 보안 기능을 탑재하여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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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응용 보안

지식콘텐츠 보안
콘텐츠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 및 서비스로,

DRM, UCC보안, CAS 등 포함

응용 서비스 보안
웹, VoIP/MoIP, 전자상거래, 전자투표, 이메일 등의 각종 응용 서비스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

물리보안

재난관제
치안/해상/항공/교통/자연재해 등의 재난상황을 통신단말기를 통해 수집하는 재난 상

황 수집과 재난정보에 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하는 재난정보관리 등의 기술

보안 모니터링
외부인 침입에 한 조기발견 및 신속 응을 위한 기술로, CCTV/DVR, 출입통제,

보안센서, 검색기기 등을 포함

바이오인식
사람 개개인 마다 다른 바이오정보(지문, 얼굴, 홍채, 각막, 손 모양, 손등 정맥, 음성 등)를

추출하여 판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융합보안

운송보안

(자동차/항공 등)

운송 시 운전자의 안정성/편의성을 제공하고 운송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

위협에 한 응 기술

의료보안

(헬스케어 보안)

‘헬스케어’는 IT-의료의 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위협에 한 응기술

로봇보안
전자금융 거래 시 각종 보안위협으로 부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로봇보안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 로봇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로봇의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한 보안기술

주력산업보안

(건물/국방/조선 등)

건물/국방/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IT 융합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종 보안위협으로

부터의 응 기술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정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보안칩
하드웨어 플랫폼에 보안 기능을 탑재하여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칩

접속보안
로그인 시 필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

보안성 평가

보안 평가기준과 보안 평가제도로 구분

- 보안 평가기준 : 정보제품의 보안위협 응능력 등 보안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 보안 평가제도 :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평가 주체/절차/결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2009년]



기술수준 조사결과 지식정보보안 기술 분야 전체적으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87%), 한국, 일본이 그 다음으로 소수의 응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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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2009년]

[그림 3-4-1-1] 기술보유국 응답



국내의 상 적 기술수준은 79.8%로 일본, 유럽의 기술수준과 근접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격차기간이 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2.8년으로 향후 격차

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221

※ 상 수준(%) : 최고기술보유국을 100%로 환산(표준화)
격차기간(년) : 최고기술보유국의 기술격차를 0년으로 하여 환산(표준화)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2009년]

[그림 3-4-1-2] 국가별 상 수준 및 격차기간

[표 3-4-1-3] 국가별 상 수준 및 격차기간

국 가 상 수준(%) 격차기간(년)

한 국 79.8 2.8

미 국 100.0 0.0

일 본 83.2 2.5

유 럽 85.5 1.8

중 국 64.7 5.1



이를 소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소분류에 있어 미국의 기술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융합보안을 제외한 기술은 유럽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및 응용 보안에 있어 미국에 이어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통기반 보안 및

물리보안에있어높은수준을(80% 이상) 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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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수준(%) : 최고기술보유국을 100%로 환산(표준화)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2009년]

[표 3-4-1-4] 소분류별 상 수준

소분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공통기반 보안 81.8 100.0 85.3 87.5 66.7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75.3 100.0 77.1 82.5 65.8

서비스 및 응용 보안 82.3 100.0 78.0 82.1 59.2

물리보안 81.2 100.0 86.4 86.5 68.6

융합보안 78.1 100.0 89.2 84.6 60.0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2009년]



기술 격차기간에서는 서비스 및 응용 보안의 격차기간이 가장 짧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의 기술 격차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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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5] 소분류별 격차기간

소분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공통기반 보안 3.3 0.0 2.6 1.7 6.2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3.6 0.0 3.6 2.6 5.5

서비스 및 응용 보안 1.8 0.0 2.3 1.6 4.2

물리보안 2.5 0.0 1.8 1.6 4.0

융합보안 3.2 0.0 2.0 1.9 5.1

※ 격차기간(년) : 최고기술보유국의 기술격차를 0년으로 하여 환산(표준화)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2009년]



제2절 기술개발현황

1. 2009년 기술개발 주요 실적

지식경제부는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 실시간 감시∙추적 시스템 개발

(2007년~2009년)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한 공격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해커의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 다. 이는 IP 주소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침입한 공격자가 어느 국가, 어느 장소에서 해킹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기술로

서울시청, 검찰청, 공군본부 등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에 활용 되었으며, 외국서적

(Practical Intrusion Analysis, Addison Wesley)에도 연구결과의 우수성이 게재되었다.

사이버 범죄, 정보유출 등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 수집∙검색∙분석을 위한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개발(2007년~2009년)을 통하여 해외 SW와 호환되면서 국산 SW(한 ,

알집 등)에 특화된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 다. 또한 용량 데이터에 한 고속 압축 수집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증거수집 도구 검증절차의 국내외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서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과학수사용 및 기업 내부 정보관리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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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지능형 사이버공격 감시 및 추적 시스템



개방형 환경에서 바이오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인식 시스템 개발(2007년~2009년)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보호형 얼굴/지문

인식 및 사용자 친화형 홍채인식 기술을 개발하 다. 바이오정보의 위∙변조 방지, 바이오

워터마킹을 통한 바이오정보 유출 응 등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등

전국민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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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프라이버시 보장형 바이오인식 시스템

[그림 3-4-2-2]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2. 2010년 기술개발 계획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보안제품 개발을 목표로 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 응을

위한 자동협력 프레임 구축 및 공격 사전 예∙경보 기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 분석 및 악성코드 전파 경유∙유포지 사이트 탐지 기술, IT 및

법률 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실시간 현장분석 포렌식 기술,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인증∙지불∙신원확인을 위한 모바일ID보안 기술, 산업기 보안을 위한 물리공간과 사이버

공간 연동을 통한 침입 탐지∙ 응 기술 등을 중심으로 신규과제의 R&D 계획을 수립

하 다.

또한, 기존에 수행해 오던 계속과제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보안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상 보안

기술, 자동차/의료-IT 융합산업을 위한 융합보안 기술, 정보기기 동작 시 발생하는 부가정보

(시간, 전력, 전자파 등)의 분석을 통한 비 정보 추출방지 기술, 40G급 광 역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DDoS 공격 조기탐지 및 응 기술, 실시간 불건전∙유해 정보 및 악성UCC 분석∙

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3편

정
보
보
호

기
반
조
성

제4장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현황226



제1장 국가∙공공부문

제2장 정보보호 개요

본 백서에서는 국가∙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가∙공공부문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62개 기관으로부터 회수된 설문 응답을 활용하 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종사자수 5인 이상의 2,300개 기업에 한

방문조사와 전국 13세~59세 인터넷이용자 4,000명을 상으로

200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 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통계로보는정보보호제4편



1.  정보보호 전담 부서 운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담 부서는 수많은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함으로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갖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보호에 한 인적 인프라 형성은 재정적 부분과 함께 정보보호에 한

그 나라의 의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 하는 기관은 15.3%로 나타나 2008년의 13.4%에 비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이 훨씬 많은 상태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보호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인원은 1~2명이 41.2%, 3~4명이 30.4%,

5~6명이 17.6%, 9명 이상이 8.8%, 7~8명이 2.0%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하여 전담부서의

인원이 1~2명인 경우와 9명 이상인 경우가 증가한 반면에 그 외의 경우는 감소추세를 보 다.

특히 1~2명인 경우의 증가와 3~4명인 경우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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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정보보호 전담부서 운 현황



정보보호 부서 최상급자의 직급은 5급이 30.4%, 4급이 21.6%, 6급이 11.8%, 1급이 10.8%,

3급이 9.8%, 2급이 7.8% 순이었으며, 기타가 7.8% 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4급과

5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에 비하여 3급, 4급, 5급이 감소한 반면에

2008년9.1%에불과하던2급이상의비율이18.6%로두배이상증가한것이눈에띄는변화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과거보다 더욱 크게 인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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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원

[그림 4-1-1-3] 정보보호 전담부서 최상급자 직급



정보보호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 정보보호 업무의 수행 주체는 정보화담당관실 등 유관

부서가 75.5%, 각 부서별 개별 수행이 6.9%, 외부 위탁기관이 0.7%, 기타 방식은 16.3%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하면 외부 위탁기관의 감소가 눈에 띄는 변화로서, 정보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성은 다소 후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방식은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와 같이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총무과 등 유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하는 형태, 정보화인력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형태, 정보화인력이 아니면서 정보보호

담당자로 지정되어 정보보호 업무를 겸하는 형태 등으로 조사되었다.

2. 정보보호 인력

정보보호 업무 수행 인력 중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를 확보한 기관은 5.9%, 공인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한 기관은 10.4%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를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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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 정보보호 전담부서 행 주체



기관이 8.8%, 공인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한 기관이 12.8% 던 것보다 더욱 감소한 수치로서

정보보호 전문가에 의한 정보보호 업무 수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담당자에 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75.6%,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20.8%,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로 나타

났으며, 일반 직원에 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62.6%,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35.8%,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로 나타

났다. 

정보보호 담당자에 한 연간 교육일수는 1~2일이 33.4%, 3~4일이 29.3%, 5~6일이

21.5%, 1주~2주가 13.5%, 2주 이상이 1.8% 순이며, 일반 직원에 한 연간 교육일수는

1~2일이 74.1%, 3~4일이 18.0%, 5~6일이 4.7%, 1주~2주가 2.4% 순이고 2주 이상의 교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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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 정보보호 관련 학위 및 공인자격증 소지자 현황

※ 정보보호 관련 학위자 : 정보보호학 전공 또는 유사학과에서 정보보호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 CISSP, CISA, SIS 등의 정보보호 공인 자격증 소지자



정보보호 담당자는 이미 정보보호 업무에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직원과 달리 교육을

면제받는경우가 많으나, 그렇지않은 경우에는일반직원보다 높은수준의정보보호 관련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면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담당자의 연간 교육일수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담당자와 일반 직원 모두 1주일 이내의 단기

교육이 부분이며 특히 일반 직원의 연간 교육일수는 1~2일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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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 연간 정보보호 관련 교육 일수

[그림 4-1-1-6] 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 현황



4.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부분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보보호 위협요인에 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의 87.4%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nti-Virus는 86.2%,

침입방지시스템은 67.2%, 유지보수 및 기타 서비스는 66.8%, 보안관리시스템은 61.7%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과반수 이상의 기관이 사용하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로는 Anti-Spam, PC보안, 보안USB 등이다. 

한편 컴퓨터 백신 업데이트 주기는 자동업데이트가 98.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컴퓨터

백신 자동업데이트가 국가∙공공 부문에서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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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현황

※ 사용 제품 및 서비스별 복수응답 수치임



5. 정보보호 예산

정보화 예산 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은 2%이하인 기관이 35.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 으며, 이어서 10% 이상이 15.6%, 2~3%가 11.9%, 5~6%가 7.4%, 4~5%가 6.5%, 3~4%가

6.3% 순이다. 정보화예산 비정보보호예산의비율이2% 이하인기관이가장많이나타난다는

것은 향후 정보보호 예산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10% 이상인 기관도

상당수 있다는 점은 정보보호 예산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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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 컴퓨터 백신 업데이트 주기

[그림 4-1-1-10] 정보화 예산 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



6. 정보보호 업무 수행 애로사항

정보보호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으로는 기술인력 부족이 51.0%, 직원들의 인식 부족이

37.6%로 나타나 이들 두 가지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혔다. 그 외에는 예산 부족, 교육

및 훈련 부족, 관리체계 부족, 기관장의 인식 부족, 관련 법∙제도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정보보호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으로 기술인력 부족과 직원들의 인식 부족이 각각

32.2%와 22.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2009년에도 이들 두 가지가 여전히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관리체계 부족은 2009년에는 다섯 번째에 머물러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부족과 교육∙훈련 부족은 애로사항으로 꼽는 순위가

상승하여 향후 개선할 과제로 보인다. 복수 응답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인식 부족은 2008년에

비하여 응답 수치가 줄어들어 정보보호에 한 기관장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전담조직 부재,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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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1] 정보보호 업무 수행 애로사항

※ 2008년은 애로사항별 단일응답 수치임
※ 2009년은 애로사항별 복수응답 수치임



7. 정보보호 수준

각 기관에서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 43.0%가‘보통이다’고 평가하고, 38.5%가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여 이 두 가지 응답이 부분을 차지하 다. 한편‘미흡하다’라는

평가가 13.4%, ‘매우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3.5%, ‘매우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1.1%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하여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감소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정보보호 수준에 한 자체적인 만족도는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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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2] 정보보호 수준 자체평가 결과



1. IT 관련 전담조직 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5인이상, 네트워크로연결된컴퓨터가1 이상있는사업체중‘정보보호전담조직’을공식적으로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사업체는 8.3%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38.0%)의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운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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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IT 관련 전담조직 운

※ 정보보호 전담조직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2008년 12월 기준)
※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 (종사자 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1 이상 보유,

2008년 12월 기준)
※ IT 전담조직별 복수응답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민간부문제2장



반면,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1 이상 보유)의 29.7%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IT 관련 총괄 책임자 임명

사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CSO(정보보호책임자, Chief

Security Officer),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Chief Privacy Officer) 등의 총괄 책임자를

직제 규정 등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사업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IO/CSO 임명 비율은 금융 및 보험업이 71.3%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정보보호 관련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는 비율이 높았다. 

CPO의 경우, 농림수산업(76.1%)에서의 임명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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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IT 관련 책임자의 명시적 임명 현황

※ CIO CSO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2008년 12월 기준)
※ CPO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종사자 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1 이상 보유, 2008년 12월 기준)
※ IT 관련 책임자별 복수응답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3. 정보보호 투자

국내 종사자수 5인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PC를 1 이상 보유한 기업의 36.3%는 정보

보호에 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1.4%는 정보화 투자 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보보호에 한 지출이 없다는 기업도 63.6%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호에

한 투자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지출이 없는 사업체를 상으로 2009년 1년간 정보보호 지출이 없었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65.0%)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음’(16.2%)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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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정보화 투자 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

※ 기준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4. 정보보호 교육

국내 종사자 5인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PC를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18.7%는

직원을 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민간부문240

4편

통
계
로

보
는

정
보
보
호

[그림 4-2-1-4] 정보보호 관련 지출이 없는 이유

※ 기준 : 정보보호 지출이 없는 사업체 (종사자 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보유)
※ 중요도 순으로 2개 항목 복수응답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그림 4-2-1-5] 정보보호 교육 실시 비율

※ 기준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이 78.2%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 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종사자 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1 이상 보유)의 59.5%는 직원 상의 정보보호 기초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정보보호 책임자급 직원 상의 정보보호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가 50.4%로 나타났다.

5. 정보보호 제품 사용

국내 종사자수 5인 이상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1 이상 보유한 사업체를 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정보보호 제품 유형을 조사한 결과, 침입차단시스템(54.7%) 및 Anti-

Virus(50.4%) 제품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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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별 실시 여부

※ 정보보호 교육 실시 사업체 (종사자 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보유)
※ 실시하고 있는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별 복수응답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6. 보안패치 적용방법

종사자수 5인 이상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PC를 1 이상 보유한 사업체를 상으로 보안

패치 적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동 업데이트 설정으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업체가 47.9%로 나타났으나, ‘패치를 거의 또는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사업체도

2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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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정보보호 제품 사용 비율

※ 기준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 정보보호 제품별 복수응답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그림 4-2-1-8] 클라이언트 PC

※ 기준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또한 IDS, 방화벽 등 정보보호 시스템에 적용하는 보안패치를 자동 업데이트 설정으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업체(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PC 1 이상

보유)가 39.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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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9] 정보보호 시스템

※ 기준 : 종사자 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 이상 있는 사업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9년]





제1장 국외 정보보호 주요정책 동향

제2장 7∙7 DDoS 침해사고

제3장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제4장 스마트폰 보안

특집에서는 미국, 일본, 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여국내 정보보호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2009년 가장 큰 정보보호 이슈 중 하나인 7∙7 DDoS 침해사고의

내용과 교훈을 살펴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와 스마트폰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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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1. 사이버공간 정책 검토

가. 배경

2009년 2월 9일 오바마 통령은 멜리사 헤서웨이(Mellissa Hathaway)를 책임자로 하여

사이버공간의 통신 및 정보 인프라에 한 사이버보안 정책 검토를 지시하 다. 검토 범위는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전략, 법제도, 표준, 취약성 감소 방안, 정보보증 체계 등이다. 이에

정부의 정보보안 전문가 중심으로 검토팀을 구성하고 산∙학∙연∙시민단체∙우방국가∙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2009년 4월 7일 멜리사 헤서웨이는 검토 결과를 통령에게 보고하여 사이버보안 정책을

백악관에서 직접 주도할 것을 제안하 으며, 2009년 5월 29일 백악관은 검토팀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 원본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들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하 다.

나. 주요내용

(1)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로에 있음

사이버보안 위험은 21세기 경제적 번 과 국가 안보 확보에 있어서 선결 과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효율성, 변혁, 경제적 번 , 자유무역을 진흥하는 동시에 안전성, 보안성, 시민의

자유,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 제시 필요

사이버보안 업무는 백악관 주도로 미래 전략 추진 방향제시, 부처별 활동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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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역별 책임과 역할 명시 필요

단일 기관이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연방정부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의하여야한다.

(4) 단기 행동계획

첫째, 미국내 사이버보안 정책 및 활동을 조정하는 사이버보안 정책 관료(Cybersecurity

Policy Official)를 임명한다. 사이버보안 정책 관료와 국가안보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사이버보안관련 전략 및 정책 개발시 정부기관간 업무를 조정한다.

둘째, 사이버보안을 美 통령의 주요 관리 업무로 지정하고 사이버보안을 증진시키도록

국가차원의홍보를확 하며교육을실시한다. 이를위해사이버보안사고 응계획을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통령실 주도로 신기술을 사이버보안 강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사이버보안 정책 주도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5) 중기 행동계획

사이버보안 관련 법∙정책 집행에 한 이견을 조정하고 제∙개정한다. 각 연방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실적에 기반한 예산을 배분한다. 이를 위해 관리예산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확 하고 산학연 연구개발 공조를 강화한다. 연방 정부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방지, 탐지 및 응을 위한 민관협력 절차를 개발한다.

국제협력을강화해사고및취약점정보공유확 (주요우방국들과양자간혹은다자간협정을

통해)한다.

2. 미국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계획 2009

가. 개관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계획(NIPP,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의 전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기반시설(CIKR, Critical Infrastructure-Key Resources)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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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실 또는 악용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방지, 봉쇄, 제압 및 경감시키고 공격,

자연재해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의 비, 응 및 복구 능력을 강화시켜 보다 안전하고

탄력성이 있는 미국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NIPP 체계를 사용하여 방지 활동, 탄력성(Resiliency)  보장 프로젝트 및 관련 자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자원 취약성을 줄이고, 위협을 억지하며,

테러리스트 공격 및 기타 인위적∙자연적 재해의 향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NIPP 위험관리 체계는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역의 보호 프로그램과 탄력성 확보 전략을

식별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CIKR 소유자 및 운 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보호 활동에는 CIKR의 자산,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및 이들간의 연계성에 발생하는

전체적인 위험을 경감시키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NIPP의 맥락으로 볼 때, 여기에는 테러리스트

공격이나 기타 사고에 관련된 위협을 억지하고 취약성을 경감하거나 사후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보안 프로토콜 개선, 시설설비

강화, 탄력성 및 체성(Redundancy) 확보, 위험에 한 저항능력을 고려한 시설 설계,

능동∙수동 응조치 수행, 보안시스템 설치, ‘자가치료’기술 사용, 인력 안심(Workforce

surety) 프로그램 촉진, 사이버보안 책 실행, 교육 및 훈련 실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복구 및 구조 활동 수행 등이 포함된다.

NIPP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목적을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CIKR 파트너들과 테러리스트 공격 및 기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이해 강화 및 공유

�정보 공유, CIKR 보호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장기적 관점의 위험관리 프로그램 구현

�CIKR 보호, 복원, 구조를 위한 자원의 사용효율성 극 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연방정부, 주, 토, 지역 및 인디언 정부, 지역 협력체, 민간부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 CIKR 파트너들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NIPP는 CIKR

파트너들이 장기간 모든 역에 걸쳐 CIKR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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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한, 역할및책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CIKR 보호 근거를 규정한다. 동 법에는 국토안보부가 CIKR 보호를

위한 포괄적 국가계획을 개발하고, ‘주 및 지역정부 기관과 당국, 민간부문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CIKR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CIKR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 방법은「국토안보 통령명령 7호(HSPD-7,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7)」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명령은‘국가의

CIKR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규정하며, 정책의 실행을 위한 국가 계획을

의무화한다. HSPD-7에서 통령은 국토안보장관을‘연방부처와 기관, 주 및 지역 정부와

민간부문 간 CIKR 보호활동을 지휘하는 선임 연방공무원’으로 지명하며, CIKR 부문에 한

책임을 역별담당기관(SSAs, Sector-Specific Agencies)에 할당한다. NIPP와 HSPD-7는

CIKR 협력기관의 권한, 관할권 및 특권을 존중하고 통합하면서 CIKR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CIKR 파트너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토안보부: 국가 전체의 CIKR 보호 활동을 조정하고, NIPP의 개발과 실행을 감독하고,

국가 응 프로젝트와 통합한다.

�SSAs: CIKR 역별 특성과 위험 범위에 맞도록 조정한 NIPP 체계 및 지침을 구현한다.

�기타 연방부처와 기관 및 사무국: HSPD-7이나 기타 관련 법령, 행정명령 및 정책명령에

명시된 특정 CIKR 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주, 지역 및 인디언 정부: 국토 안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IPP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른 CIKR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한다. 

�지방 협력기관: 특정 지역내의 CIKR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관할권과 역간 경계를

아우르는 파트너쉽을 활용한다.

�협의회, 위원회, 자문 위원회 및 기타 기구: 복수의 역과 관할권 안에서 다양한 CIKR

운 과 보호에 관련된 법규, 자문, 정책 또는 업무 감독 책임을 수행한다.

�민간부문 소유자 및 운 자: CIKR 보호, 재건, 조정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자문, 권고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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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 자문 위원회: 보호 정책과 활동에 관해 연방정부에 자문, 권고 및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학계 및 연구소: CIKR 보호에 관한 해당 역의 전문지식, 독립적 분석, 연구개발(R&D)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CIKR 보호프로그램전략

NIPP의토 는사후 향, 취약성및위협정보를조합하여국가혹은 역의위험을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위험 분석 및 관리 체계이다. 위험관리 체계는 CIKR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활동에 집중한다. 안보목표와 목적 설정, 자산∙시스템∙

네트워크 식별, 사후 향∙취약점 및 위협에 기초한 위험 평가,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험

평가 및 점진적으로는 투자수익률(ROI, Return-On-Investment)에 기초한 우선순위 결정,

조치의 효율성 측정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CIKR 위험축소 및 위험관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NIPP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미션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자산, 시스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맞춤화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개별 CIKR 역의 근원적 업무 특성에 좌우된다. 국토

안보부, SSA 및 기타 협력기관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실행에 해 공동으로 책임진다.

라. CIKR 보호조직구성 및 협력관계 구축

국가 CIKR의 방 한 규모와 복잡성, 관련 보호 아키텍처의 다양한 특성, 테러리스트에

의한위협과기타인위적및자연재해의불확실한성격때문에보호및탄력성활동을효과적으로

구현하기는상당히어렵다. 효과적인NIPP 실현을위해NIPP 목표및관련목적달성에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관련 기관간 협조는 필수적이다. NIPP는 모든 수준의 정부와 모든 역에서

이루어지는 CIKR 보호 활동의 공조가 가능한 체계를 제공하는 조직적 구조를 명시한다. 역별

계획입안과 업무협조는 각 역에 설치된 공조위원회를 통해 처리된다. 역별 공조협의회

(SCC, Sector Coordinating Councils)는일반적으로민간출신인CIKR 소유자및운 자들의

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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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조협의회(GCC, Government Coordinating Councils)는 SSA, 기타 연방부처와

기관 및 주, 지역과 인디언 정부의 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협의회들은 모든 차원의 정부와

민간부문 표 그룹이 CIKR 보호에 한 접근방식에 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조할 수 있게

하고,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한다. 국내외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 공조

하거나 협조하는 것도 미국 CIKR 보호에 필수적이다. NIPP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SSAs 및

기타 민간 역 파트너들이 CIKR 보호활동 및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을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CIKR 역, 관할권 또는 특별히 규정된 지리적 역 전체에서 공조,

의사소통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설치되는 역간 기관과 협력한다. 역간 현안은

상 적으로 식별 및 평가가 어렵다. 역간 현안과 상호의존성은 각 SCC 표로 구성된

CIKR 역간협의회(CIKR Cross-Sector Council)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파트너쉽(PCIS, Partnership for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은 국토

안보부의CIKR 담당수석비서관의지원을받고있다. 부문간현안및GCC 사이의상호의존성은

NIPP 연방고위지휘자위원회(FSLC, Federal Senior Leadership Council) 및 주, 지역,

인디언 정부 부분관 위원회(SLTTGCC,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Government

Coordinating Council)로 구성되는 연방정부 부문간 위원회(Government Cross-Sector

Council)를 통해 해결된다. 이와 별도로 지역에 기반한 CIKR 현안을 다루기 위한 포럼의

장으로써 지역 컨소시엄 조정협의회(RCCC, Regional Consortium Coordinating Council)가

있다.

상호호혜적이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정보 보호

과정은효과적으로조정되고통합된CIKR 보호프로그램과활동에필수적이다. 민∙관협력관계는

정보를공유함으로써현안을정확히파악하고위험을평가하여적절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

하는데 기반이 된다. NIPP는 보안 협력기관이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에 기초해 의사를 결정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 및 보호하는데 네트워크 차원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접근방식을 사용하면 정부와 업계 사이에 정보를 다중 방향으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근방식은 필요한 경우 정보 보호 프로토콜을 사용해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평가, 위협 경고, 사고 보고, 모든 위험에 한 충격 평가 및 모범사례 개발과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CIKR 파트너들은 이러한 정보공유 방식을 사용해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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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위험관리 기회를 식별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산을 할당하고,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 CIKR 보호 상태를 지속적으로개선할 수 있다.

NIPP 실행은민간부문이자발적으로제공하는CIKR 관련정보에기초해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은 민감한 사업∙보안 정보로서,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민간기업, 일반경제, 공공안전 또는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연방기관은 CIKR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국토안보부 및 기타 연방기관은 보호해야 할 주요

기반시설정보(PICC, Protected Critic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수의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통해 보안 관련 정보가 적절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NIPP에 규정한 CIKR 보호활동은「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에 규정한 것과 같은 법적 요구조건에 의해 진행되며, 보안 확립과 시민권 및 자유 수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마. CIKR 보호-국토안보임무의일부

NIPP는 국토안보 임무 중 CIKR 보호 요소를 정의한다. CIKR 보호업무는 모든 수준의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관계, 협조 및 협업을 기초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NIPP는

각 부문의 CIKR 계획 구조와 내용은 물론 주와 지역 국토안보 계획의 CIKR 보호관련 문제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NIPP는 역별 계획, 주 및 지역정부의 국토안보 전략 및 CIKR 보호

파트너들의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및 갱신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프레임

워크를 구축한다.

NIPP를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공격, 자연재해 및 기타 비상사태의

방지 비, 보호, 응 및 복구를 위해 설계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연방, 주, 지역 및 인디언

정부의 국토안보 계획과 전략은 해당 관할권 내 CIKR 보호 업무 책임을 명시한다.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소유주와 운 자는 업무연속성과 활성화 방법을 포함해 광범위한 CIKR 보호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점점 증 되는 위협 환경에 응하고 있다.

NIPP 실행시 파트너들간의 충분한 조정을 통해 중복적이거나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CIKR 보호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관리 요구사항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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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와 국가 재난 비 가이드라인(NPG, National Preparedness Guidelines), 국가재난

응 프레임워크(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는 국토안보 임무에 해 종합적

이면서 통합된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NIPP는 국가 CIKR 보호 입장을 정의하는 전체적인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구축하며, 국가 재난 응 계획(NRP, National Response Plan)은

국내 사고 관리에 한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NPG는 예방, 보호, 응 및 복구 임무 수행

능력 구축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 규정, 우선순위 설정, 독트린 발표 등에 해 명시하고 있다.

국토안보자문시스템(HSAS, Homeland Security Advisory System)이 설정한 위협 환경에

응하거나, 특정 위협의 맥락에 한 CIKR 보호 조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NIPP의 보호활동과

NRF에 따른 사고 관리 활동을 연결하는 중요 연결고리가 된다.

NRF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리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정한다. NIPP 협력관계와

프로세스들은 NRF의 CIKR 보호 활동에 한 근거가 되며, 사고 예방, 응 및 복구와 같은

일련의 사고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NPG는 평가, 계획수립, 훈련, 교육, 자금지원, 기술 지원

활동 수행시 목표로 하는 업무 능력 적용시에 사용된다. NIPP 구현은 국가적 재난 비

활동이면서 동시에 NPG에서 정의한 보호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된다.

바. 장기적으로효과적이고효율적인프로그램확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CIKR 보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NIPP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위협에 응하여 미국의 CIKR을 보호하고 적시에 복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수행되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등에 해 집중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CIKR 보호 프로그램, 예산

투자,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식제고 활동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조직이 향후 NIPP 관련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실습 프로그램 실행

�CIKR 조력자들이 제한된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CIKR 보호 관련 역량을

개선하거나 기존 역량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R&D 추진 및 그 결과로 얻은 기술의 활용

�개별 부문 내 및 부문간 위험평가를 개선시키고 사고 관리 비수준 향상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개발, 보호 및 유지

�지속적 관리와 갱신을 통해 NIPP, 연관 계획과 프로그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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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IKR 보호프로그램을위한자원제공

우선순위 결정, 요구조건 판단 및 국가 CIKR 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재정 할당, 주,

지역 및 인디언 기관에 한 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부문 활동 보완 등의 목적을 위한 통합되고

위험 정보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국토안보부가 국가 CIKR

보호 연례보고서(NAtional CIKR Protection Annual Report)를 통해 백악관의 통령

비서실(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CIKR 보호 우선순위 설정 및 요구사항

제안 등의 활동을 한다. 동 보고서는 각 역의 SSA, SLTTGCC, 국가 위험 프로파일 및 국가

우선순위(National Risk Profile and national priorities)의 맥락에서 평가된 RCCC 등이

국토안보부로 제출한 우선순위, 요구사항, 관련 프로그램 재정 정보 등에 기초해 작성된다.

주, 지역 및 인디언 정부에 보조금을 통한 연방 자원의 할당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국토안보부는 주, 지역 및 인디언 CIKR 보호 우선순위 설정, 요구조건 및 자금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한다. 국토안보부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CIKR 보호 활동의 우선 순위를 통보하고,

위험경감의잠재력이가장큰보호프로그램에예산이사용되도록한다. 이와같은접근방식에는

계획입안 과정에 민간부문 협력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며, 이 방식은 우선

순위 결정, 요구조건 정의, 정보 공유 및 제한된 자원의 사용 극 화를 위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지원한다. 

3. 미국 ID 도용방지를 위한 규정

가. 배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ID 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FACT법8)에서 ID 도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규정(Red Flag Rule)을

시행(2009년 8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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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D 도용방지를위한규정개요

거래정보 등을 다루는 기관은 명문화된‘ID 도용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ID 도용 등의

가능성을 표시하는 지표인 Red Flag 목록을 정하여 이를 탐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내부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TC는 ID 도용 방지를 위해‘비정상적 문서나 개인정보’, ‘ID

도용과 관련한 내∙외부로부터의신고’등 5가지 범주의 주요 26가지 지표를 제시하 다.

ID 도용방지를 위한 규정의 적용 상은 금융, 신용 관련 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용 가능성이

있는 ID 정보(신용카드, 은행계좌, 각종 요금청구서, 사회보장번호, 각종 서비스회원증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및 공공기관이다. FTC는 적용 상기관이 ID 도용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4. 미국, 온라인상의 의료정보 유출사고 통지 기준

가. 배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온라인 혈압체크 서비스와 같은 웹기반의 의료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전자 의료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에 한 통지∙세부 기준을

마련하 다. 본 세부기준은 의료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2009년

2월에 제정된「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근거를 두고 있다.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인 의료보험의 상호운용성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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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1-1-1] ID 도용 방지 프로그램

단계 내용

1단계

(Red Flag 선정)
각 기관의 서비스나 상황에 맞는 Red Flag 선별

2단계

(Red Flag 탐지)

식별정보 수집 및 신원 검증 후 기존 고객의 거래내용 인증 및 거래 내용 모니터링, 주소 정보 유효

성 검증

3단계

(Red Flag 처리)

ID 도용 증거가 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고객에 연락하여 패스워드 등 인증정보 변경, 기존의 계좌 삭제,

새 계좌 개설 등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적용

상기관(병원 및 보험사)이외의 온라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만적용된다.

나. 주요내용

(1) 통지 상 및 시기

의료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 및 FTC에 유출사고가 발견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통지해야한다. 다만범죄수사나국가보안상의이유로사법기관이통지연기를결정하는경우는

예외로 처리된다.

(2) 통지내용

사건개요, 사고일(확인된 경우만) 및 사고발견일, 침해유형, 추가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사고관련 문의처 등을 통지한다.

(3) 통지방법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다만 10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홈페이지에

90일 이상 게시하거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제2절 일본

1. Secure Japan 2009

가. 개요

일본은 2005년 내각관방 IT전략본부 內 정보보안정책회의와 정보보안센터(NISC,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설립을통해일관된정보보안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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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년간 제1차 기본계획9)을 실시하고, 2009년 제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는

모두 정보보안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동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으로 Secure Japan 200X 시리즈를 발표, 정부기관∙지방공공단체, 중요인프라, 기업,

개인4개 역별추진 책을수립하고이를달성해나가는형식으로정보보안수준을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제1차 기본계획이 2008년에 끝남으로써 이에 한 3년간 평가도 마무리되었는데, Secure

Japan 2009에서는 연도별 정보보안 향상을 위한 추진 책의 80~90% 이상이 달성되어

략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2009년 2월 3일 정보보안정책회의결정)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나. 기본방침

단순히‘IT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IT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과 사회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한다.

① 사고가 전제되는 사회에 한 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만들기

② 합리성으로 무장한 접근법의 실현을 위한 활동 개시

③ 현재 경제정세에 한 응을 지원하는 책 추진

다. 주요시책

정부기관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보안 책에 임하는 체계의 확립,

정부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정보보안 책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 구축,

전자정부의편리성과보안수준의향상, 정부기관내업무의연속성확보및긴급 응능력강화,

독립행정법인등의 정보보안 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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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cure Japan’의 실현, 진정한 의미의 정보보안 선진국 실현을 목표로 함, 2006년 2월 2일 정보보안정책회의 결정



중요인프라에 관하여는 안전기준 등의 정비 및 보급, 정보공유체계의 강화, 공통위협 분석,

모든 분야에서의연습, 환경변화에 한 응을 추진한다.

정보보안 기술전략으로서 정보보안 기술 개발의 중점화와 다양성 유지, Grand Challenge 형

연구개발, 기술개발의 효율적 실시체제 구축과 기반의 정비 추진한다.

국제적 연계와 협조를 위하여 정보보안 정책에 관한 POC 기능의 강화와 정보공유의 촉진,

세계의 위협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과 민간 연계의 확립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연계

활동의 추진, 아시아의 지혜 집결과 정보보안 수준의 향상(One-Asia의 실현), 경제활동의

로벌화에 응하는 정보보안의 확보, 표준화를 포함한 일본의 전략적 공헌 실현, 정보보안

문화의 국제적 성숙을 추진한다.

2. 일본 개인정보보호지침 표준화

가. 현황

일본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업무소관부처에따라모두37개의지침을제정하여운 중이나

다수 부처의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면서 지침마다 다른 용어, 다른 보호 원칙

등으로 사업자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현재 일본은 후생노동성의의료사업자 개인정보 취급지침,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취급 지침 등이 있고 경제산업성의 신용분야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이

존재한다.

나. 개인정보지침표준화

일본의 개인정보지침 표준화의 기본방향은 내각부가‘표준 지침’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사업별 특성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현행 부처별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용어를 통일하게 되며 명칭은‘OO 분야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통일된다. 각 부처는 정규지침 외의 사례집∙해설서 등에 지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것임을 지침의 목적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 지침과 각 협회 등의

임의 지침을 차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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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고시, 의견표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었던 지침의 발표형식은 각 부처의 고시로

일원화되며지침에 부처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삽입하게 된다.

제3절 국

1. 사이버보안전략

가. 개요

국 내각부(Cabinet Office)는 브라운 총리의 총지휘 아래 국가의 주요 시스템과 국가

기 정보 해킹에 한 보안 정책인 사이버보안전략(Cyber Security Strategy)을 2009년

6월에 발표하 다.10)

나. 주요내용

(1) 국의 사이버보안 비전

안전하고(Safe) 안정적이며(Secure) 복원력 있는(Resilient)인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민,

기업, 국가가 사이버공간의 모든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집이나 해외에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이버공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며

테러리스트와 범죄조직의 이익을 감소시켜 국의 안보와 복구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2) 추진원리

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원리는 국가의 안보전략 추진원리를 준용하면서 추진된다. 인간의

기본권, 법치원리, 정의, 자유,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시민권이침해를받지않도록하며사이버보안을위해개발되는도구가남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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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보안 추진원리를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문을 받도록 한다.

국은 사이버공간의 보안을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한다.

(3) 전략목표

국정부의 사이버공간 전략은 사이버공간의 위험 축소 및 기회활용을 통해 지식∙능력∙

의사결정의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이버공간의 위험 축소는 시스템 방어, 공격 응, 공격의

향 감소 활동을 포함한다. 사이버공간의 기회활용은 사이버보안과 국가의 안보정책을

지원하도록 사이버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테러에 한

응이나 조직적인 범죄에 한 처를 포함한다. 위협활동에 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국의

활동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식∙능력∙의사결정의 향상은 앞에서 언급한 2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안, 도구,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 정책과 원리를 개발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4) 새로운 사이버보안기관 설립 추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부는 사이버보안실(Office of Cyber Security)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사이버보안운 센터(Cyber Security Operations Centre)를 신설하여

네트워크 침해 분석 및 응을 신속하게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사이버보안기관은 기존의

기관들(경찰, 법무부, 외교부, 상무부, 내무부, 국방부, 정보원, 기술전략위원회, 합동테러분석

센터)과 신설기관의 유기적 연 와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업무 수행 절차를 제시한다.

2. 유럽연합 데이터 유지지침 실행

가. 개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1년간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데이터를 보관하게 한 유럽연합의 지침(Data Retention Directive)을 국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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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데이터 유지지침(DRD, Data

Retention Directive)은 그동안 각국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어 왔다.

나. 주요내용

ISP들이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IP 주소와 함께, 세션 데이터는 물론 사용자의

이름, 출생년도, 주소지, 신용카드에관한정보까지포함되어있다. 개인간에오고간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하지만,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ISP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서는 국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국정부는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에 한 모든 접근은 수사권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에 의해 규제하며, 이러한 규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

안보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4절 프랑스
11)

1. 개요

2008년 6월 프랑스 사르코지 통령은 국방 및 국가안보 백서에서 정보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보보안에 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 다. 2008년 7월에는‘사이버 방어 : 국방의 새로운 전략’에 관한 상원보고서에서

정보시스템보안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

정보시스템보안기구(ANSSI, Agence nationale de la se、curite、des syste、mes d’information)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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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2009년 7월 국무총리 명령(d’ecret)에 따라 설립된 정보시스템보안기구는 국무총리실의

국가보안비서실(SGDN, 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nationale)의 산하기구로서 기존의

정보시스템보안국(DCSSI, Direction centrale de la se、curite、des syste、mes d’Information)을

체하는개념으로정보시스템보안기구의인력은100여명이며향후3년내에250명까지확충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보안기구는 정보시스템보안국의 업무를 그 로 수행하지만 다음의 역할에 중점을

두게된다.

�정부의 전자커뮤니케이션의 보안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담당하며 국가 정보시스템보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을 감지

�2008년 10월에 DCSSI가 시험적으로 도입한 인증제를 좀더 세분화하여 보안제품의 평가와

등급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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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7∙7 DDoS 침해사고의개요

1. 7∙7 DDoS 침해사고의 개요

7∙7 DDoS 침해사고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를 상으로

계획적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DDoS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서비스 장애 및 지연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 응센터(KISC), 정부통합전산센터는 7월 7일 18시 44분에

침해사고 응지원시스템 및 DDoS 응시스템을 통해 청와 , 국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의 주요 홈페이지가 DDoS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최초로

인지하고 19시경 상기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 다. 당시

공격으로 인해 청와 , 국방부 등의 12개와 미국 14개 사이트가 접속 장애 상태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비상 응체제를 구축하여 DDoS

공격에 즉각적으로 응하 다. 

7월 8일 18시에 있었던 2차 공격은 1차 공격 상에 해 공격이 지속되었고 보안 업체가

공격 상에 추가되었다. 7월 9일 18시에는 3차 공격이 있었으나 이미 많은 사이트가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거나 DDoS 응 장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응하는 등 국내에서는 7개

사이트에서만접속장애가발생하 다. 3차공격이후에는악성코드에감염된PC의하드디스크

또는 파일이 파괴되거나 부팅 에러를 일으켜 전국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 다.  

2. 응현황 요약

7∙7 DDoS 침해사고및접속장애를최초로인지한한국인터넷진흥원(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등에이를통보하 다. 이후정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 ISP/IDC와

통신사업자, 그리고 백신/보안업체 등은 긴 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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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네트워크정책국장을반장으로한비상 응반을즉각적으로구성운 하는

등의 비상 응체계를 구축하여 7∙7 DDoS 침해사고에 적극적으로 응하 다. 정부는 국무

총리실장주재, 통령실국정기획수석주재, 국무총리주재회의등을개최하여범정부차원에서

사이버위기에공조 응하 다. 방송통신위원회는DDoS 피해확산방지를위해 국민경보를

발령하 으며 수차례의 언론 브리핑과 방송사, 신문사 등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 홍보를

실시하 고 지상파 3사, YTN,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긴급자막 방송을 실시하 다. 특히

7월 9일 23시 경에는‘PC 스스로 하드 삭제 경고’방송과 문자 전송을 실시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7월8일새벽에인터넷침해사고경보단계에 해‘주의’경보를발령하고

인터넷침해 응센터의 평시 모니터링체제를 비상체제로 전환하면서 주간 6명, 야간 4명이

24시간 상황실 근무 및 45명의 직원이 철야로 유∙무선 비상 기를 유지하 다. 또한 보호나라

등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지 및 게시하 으며 악성코드 숙주(총 449개)와 유포 사이트

(총 89개)를 차단하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차에 걸친 공격의 피해 사이트에 보안장비

(방화벽)에 한 임시설정 방법 등을 제공하여 공격차단을 지원하 고 백신업체에게 DDoS

전용백신 개발을 의뢰하여 좀비 PC(IP 약 11만 5천여 개)에 한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주요 ISP와 포털 사이트에 국내 공격트래픽에 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 고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 경고문을 공지하 다.

좀비 PC 하드 디스크 손상이 발생되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0일 새벽부터 PC가

포맷되는 악성코드에 해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하 고 DDoS 관련 좀비PC 하드디스크 손상

주의에 한 보안 공지문을 게시하 다. 또한 이동통신 3사를 통하여 DDoS 관련 좀비PC

하드디스크 손상 주의에 한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하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히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KT IT 서포터스가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 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하드디스크 손상 악성코드 다운로드 관련 IP의 차단을 위한 상황전

파문을 발송하 고, 더불어 악성코드 제거를 위하여 좀비 PC에 한 조치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다. 또한 KT IT 서포터스와 협력하여 좀비PC에서 악성코드 제거를 지원하 다.

제2장 7∙7 DDoS 침해사고264

특집



한편, 중앙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DDoS 응

종합상황실을 긴급 구성하여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동 응 활동을 강화하고, 다단계

방어시스템(7방어 3분석)을 통해 신속히 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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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집-2-1-1] 7∙7 DDoS 침해사고 응 내역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 응센터(KISA)C)]



전체적인 단계별 응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해 및 복구 현황

가. 사이트피해

3차에 걸친 DDoS 공격으로 국내 22개 사이트와 미국 14개 사이트가 피해를 입었다.

� 1차 공격 피해 : 국내 12개 및 미국 14개 사이트에 접속장애 발생

� 2차 공격 피해 : 국내 15개 및 미국 1개 사이트에 접속장애 발생

� 3차 공격 피해 : 국내 7개 사이트에 접속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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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2-1-1] 단계별 응 내용

응

단계
응 세부 내용

1
‘DDoS 응 종합상황실’

긴급 구성(7.8 10시)

�침해사고 응팀 소집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 응 활동 강화

2
‘7방어 3분석 체계’

전면 가동

�외부유입 량 유해 트래픽 선별 및 차단

※ 7방어 : DDoS, 스팸차단, 침입탐지, 침입차단, 웹방화벽, 서버보안, DB보안

※ 3분석 : 유해트래픽 분석, 취약성 분석, 종합보안 분석

3
‘통합센터 DDoS 응

실무 가이드’긴급 적용

� 전∙광주센터, 국가정보통신망 등 분야별 DDoS 응에서 일원화된 응체계로 전환

�DDoS 공격 유형에 최적화된 단계별 세부 응 조치 방안 적용

4 조기 정상화 �통합센터에서 운 중인 전자민원(G4C) 및 외교부 홈페이지는 신속한 응으로 조기 정상화

구 분 방어 시스템 단계별 조치 내용

1단계 DDoS 차단시스템
� 트래픽 부하, 접속유지시간 설정 등 임계치 조정

을 통한 공격 차단

2단계
침입방지시스템

(IPS)

� 패턴설정을 통한 공격 트래픽 차단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차단

3단계
침입차단시스템

(FW)
� 외부기관에서 권고한 좀비PC IP 차단

4단계
통신장비

(라우터∙스위치)

� 보안시스템 과부하시 예비 장비로 활용

� 역폭 공격 발생시 부하 조절장치로 활용



나. PC 손상피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백신사업자를 통해 접수된 악성코드 감염 PC 수 중 하드웨어가 손상된

PC는 총 1,466 으며 이 중 다수 PC는 고장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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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2-1-3] PC손상 악성코드 응 현황

(2010년 7월 15일 15:00 종료)

※ PC 손상관련 피해접수는 KISC 및 백신사업자를 통해 진행

신고접수 기관 손상 수 침해사고 응 조치

인터넷침해

응센터

(KISC)

1,306

�홈페이지(KrCERT, 보호나라) 팝업공지를 통한 예방 및 조치 안내

�KISA ‘118’전화상담을 통한 응 방법 안내

※ 신고자 상 현장 복구지원서비스(KT IT서포터즈) 연계

� 국민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안내

�주요 HDD 복구전문업체가 복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자료 제공

백신사업자 160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기능 프로그램 제공(악성코드 실시간 차단 및 손상방지 프로그램)

[표 특집-2-1-2] DDoS 공격 상 사이트

공격지수
기관명 비고

1차 2차 3차

■ ■ 청와 국방부

국내

(22개)

사이트

■ 외교통상부 국회 한나라당 네이버(블로그)

■ 농협 신한은행 외환은행

■ ■ 전자민원G4C 다음(메일) 파란(메일) 국민은행

■ NCSC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알툴즈 안철수연구소

■ ■ ■ 옥션 조선일보 네이버(메일)

■ ■ 한미연합군사령부

미국

(14개)

사이트

■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 국토안보부 연방항공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거래소

■ U.S. Bank 야후 VOA 위싱턴포스트

■ U.S. auctions live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 응센터(KISC)]



다. 사회∙경제적피해

이번 7∙7 DDoS 침해사고 때 중요자료 유출 등의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으나, 피해기관은

신뢰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피해현황은 각 기관의 분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소 수백억 원 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피해액은 최소 363억원에서 최 544억원으로 추정된다. 최

피해액인 544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8년 풍수해 피해액인 580억원에 거의 근접한

수치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는 심각하다고할 수 있다. 

또한 취약한개인 PC가 사용자가 인지하지못하는사이에악성코드에감염되어DDoS 공격에

악용되었고, 응 과정에서 국민 협조를 얻기 위해 지상파 3사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7∙7 DDoS 침해사고의특성및교훈

1. 7∙7 DDoS 침해사고의 특성

이번에 발생한 7∙7 DDoS 침해사고의 경우 공격 시간 및 공격 목표가 설정된 파일이

좀비PC에 저장되어 있어 명령제어서버와의 접속을 실시간으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공격이 수행되었다. 즉 감염된 PC를 백신으로 치료하지 않고서는 공격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다. 

공격 시간 및 공격 목표가 설정된 파일은 숙주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었으며

일부 공격트래픽의 IP를 위조하여 좀비PC 파악을 어렵게 하 다. 하나의 좀비PC가 발송하는

트래픽의 양은 사이트 당 최 1.5MB/분에 불과하지만, 수 만 의 좀비PC로부터 동시 공격을

받는 웹사이트는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다른기능인파일시스템손상의경우, 공격에사용된좀비PC 정보를손상시켜제거함으로써

역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파일시스템 손상 기능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MS .NET Framework 3.5 설치)이 필요하여 이것이 좀비PC규모에 비해 피해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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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 기능의 경우, 최초 감염 시 좀비PC에 저장되어 있다가 2009년

7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실행하도록 제작되었다. 7∙7 DDoS 침해사고 악성코드의 경우

전반적인 기능이 타이머 기반으로 동작하여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 7∙7 DDoS 침해사고의 교훈

7∙7 DDoS 침해사고는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등

정부기관과 백신업체 등 주요 민간업체 등이 최선을 다해 서로 공조하여 사태를 조기에

일단락 지었지만, 국민 홍보 등에 있어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업체 등이 상호 확인∙조율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부 혼선이 초래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이지능화되고조직화되고있는것에비해DDoS 공격에 한훈련과국제협력이미흡하다는점,

인터넷 이용증가에 따른 정보보호 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및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전문 인력의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정보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

전문인력의확보, 정보보호에 한지속적투자, 일반국민의보안의식제고가얼마나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등을 통해 DDoS 등 사이버공격에 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으로‘국가사이버위기 종합 책’을 마련하 다. 

국가사이버위기 종합 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 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가 사이버부 를 새로 개편하여 군사 분야를

보강하게 하 다. 당면 과제로는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관 합동 범정부 책기구를

구성, 위협분석및경보발령, 외국과공조체계가동등을총괄하며, 언론창구는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 개정을 통해 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구체화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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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정의및구조

1.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정의

가. 개인정보정의

개인정보는규정하고있는가이드나법률에따라정의가약간다르다. 국제기구인OECD(경제

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에서는‘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혹은

당사자)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상기 정의가 담아내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 된다는 점이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성명∙주민 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마케팅 등의 수집 및 활용에서 이용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쿠키

(Cookies) 정보 및 가입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정보까지 새로운 개인정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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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레임워크정의

프레임워크(Framework)라는 의미는 관련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기술과

시 가 변하면서 그 의미도 변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공학뿐만 아니라 건축, 비행기, 선박, 다리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모든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실체가 있는 구조물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정책, 전략에도 사용

�정책수립에서 정책집행까지정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의 틀을 제공하는 것

- 정보통신부, 정부정책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GPLC framework), 2003년 6월 -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로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것

- 랄프 존슨(Ralph Johnson) 교수 -

다.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정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기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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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모델

프레임워크는 OECD 8가지 원칙 및 APF의 9가지 원칙 등 가이드라인과 ISTPA, PISA등과

같은 관련연구 분석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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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집-3-1-1]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모델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개발, 2009년 6월



세부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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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PA(The International Security, Trust, and Privacy Alliance) : 프라이버시 원리를

만족시키는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법적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개발

■ The Val IT Framework : IT 서비스, 자산 및 기타 자원 등 IT 관련 지출 포괄

■ MIPA(Medical Information Privacy Assurance) : 건강정보 표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기술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인프라구조 개발

■ IDMS(IDentity Management service System) : ETRI에서 개발한 ID 관리시스템

■ PISA(Privacy Incorporated Software Agent) : 지능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모델 개발

■ PRIME(Privacy and Identity Management for Europe) : 주요 표준화기관과 연계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 APEC Privacy Framework :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제적 이전을 촉구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 IBM’s Tivoli : 민감한 개인정보의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

■ Safe Harbor Framework : 데이터 수집 사용 및 보유에 한 미 상무부에서 정한 표준

■ RAPID(Roadmap for Advanced Research in Privacy and Identity

Management) : 프라이버시와 신분관리의 역에서 특수한 PIM 연구 목적을 지원

■ ISO-7498-2 : OSI의 보안구조로 보안 서비스(Security Service)와 보안 메커니즘(Security

Mechanism)에 관한 사항

■ CC(Common Criteria) : 보안 평가기준

■ NTTCom : 비 정보 분산 기술에 의해 비 성을 유지

■ PiMI(Privacy in the Mobile Internet) : 모바일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증 에 한 기술적

솔루션

■ PORTIA(Privacy, Obligation, and Rights in Technologies of Information

Assessment)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하나의 효과적이고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

■ PiMI(Privacy in the Mobile Internet) : 모바일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증 에 한 기술적

솔루션

■ SSE-CMM(Systems Security Engineering Capability Maturity Model) : 시스템

보안공학 능력 성숙도 모델로써 정보보호시스템의 개발과정을 평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개발, 2009년 6월]



3.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구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개인정보 적용 역 또는 상에 따라 크게 주체별, 생명

주기별, 기능별, 정책, 규제∙관리, 기술, 보안, 서비스 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가. 주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이용되는 상으로써 사용자/

소유자, 요청자, 제공자의 3가지로 구분한다.

�사용자/소유자(Owner)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정보의주체

�요청자(Requestor) - 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 관리하는 주체

�제공자(Provider) - 국민 서비스와 같은 비 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

처리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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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집-3-1-2]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개발, 2009.06]



나. 기능

개인정보보호 기능별은 OECD 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참조로 고려하여 7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다. 규제∙관리

규제∙관리적분야는국내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포함하는의무규제와윤리및규정을포함하는

자율규제, 마지막으로 OECD, ISTPA, IPC, APF 원칙에 의한 가이드라인으로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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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3-1-1]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기능별 7가지 원칙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개발, 2009년 6월]

원칙 상세설명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공개

열람 및 수정 자신의 개인정보의 보유여부 및 교정∙보완∙삭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용이성 보장

목적명시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 이용

정보정확성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요구하고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행 및 정책을 해당 개인들에게 명료하고 알기 쉽게 공지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공개 금지

개인참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청구권 보장

[표 특집-3-1-2]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규제∙관리적 분야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개발, 2009년 6월]

의무규제
�각 주체(이용자, 사업자, 정부)는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별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법률과 세부사항 설명

�관련 법률로는 크게「정보통신망법」과「정보통신기반법」으로 구분

자율규제

�윤리와 규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각 주체가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시행

�윤리적 규제 기능

-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적인 기능

- 예방 윤리(preventive ethics)적인 기능

- 변형 윤리(transformative ethics)적 기능

- 세계 윤리(global ethics)적 기능

- 책임 윤리(responsibility ethics)적인 기능

- 종합 윤리(comprehensive ethics)적 기능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운 자, 관리자 측면에서 역할 비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

�관련 가이드라인

- OECD :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 ISTPA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8가지 프라이버시 원칙을 정의

- IPC : 개인정보보호와 접근 이슈들에 한 연구를 지휘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접근 이슈에 하여 공공 교육을 지원,

10가지 원칙을 제안

- APF :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제적 이전을 촉구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9가지 관련 원칙을 제정



라. 기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기술로 정의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기반기술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반기술은 정보기술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기술로써

기술의 적용범위와 적용 상에 따라 역별로 상세분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은

정보인프라를바탕으로개인정보의안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개인정보진단, 보호및정책관리

기술로써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마.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상위 방침을 규정하는 문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향성과 책임자의 의지, 기 성, 무결성, 가용성이 고려된 정책들의 선언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정책 아래에서 지침과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포괄하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보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의 관련 기술적, 물리적∙환경적, 인적∙관리적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역 - 개인정보 취약점방지 및 저장 기술, 개인정보 정책/관리기술, 개인정보

강화기술, 개인정보 응용기술, 개인정보 기반기술

�물리적∙환경적 역 - 시설통제, 화재, 물리적절도/실수, 아웃소싱, 이동성 저장매체의

위험으로 부터의 보호

�인적∙관리적 역 -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 하기 위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책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과 임무 규정 및 보안 수립방안 적용

이들 각각은 정보보호 요소기술, 안전규칙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보안이 효과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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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명주기

생명주기별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및 관리, 이용 파기하는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말한다.

�수집 - 개인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저장 및 관리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하여 관리하는 단계

�이용 및 제공 - 제공자는 필요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단계

�파기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하는 단계

아.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의 서비스 역은 정부에서 공개되어 사용되는 역과 상업적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개 정보의 제도를 고려한다. 개인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작용, 활용, 운 ,

접근 측면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전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및 기술적 정보보호 등

여러 분야와도 유기적인 결합을 해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 개인정보 서비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상품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할 때나 제3자 또는 위탁업자에게제공 시 주체 동의

�활 용 -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적합한 사용이나 공유 등을 정확히 명시

�운 -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 해당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맞게 사용

�접 근 - 허가되지 않은 주체들에게는 접근통제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나 적법한 사용자에게 원활한 정보의 공유를 보장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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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필요성및활용방안

1.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필요성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급변하는 현 사회는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정보간의

신뢰적유통및보안이중요시되고있다. 하지만급변하는정보화사회는새로운정보역기능의

피해발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람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서비스기관과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해지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기업들은

보안환경을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이 두되면서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며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전적이기

보다는 사후적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한 처벌 위주 식이여서 법제도적인 부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특집 3-2-1]의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황을 살펴보면 외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관련 법규는

점점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이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어 그 효율성은

미비하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는 독립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러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개인정보의 특성상 어느 한 분야만 발달되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각 분야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법제도 및 기술로써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일목요연하게정리한 개인정보보호의전체적인 기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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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활용방안

개인정보보호의 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한 100%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확실한 보안이더라도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으며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연일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이나 개인정보 노출에 한

피해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다양한 법제 활동 및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책 수립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도록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활용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요구사항으로 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가장

취약한 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체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보호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운 되면서 운용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시스템

및서비스환경분석을통해체계적인기반구조를제시하고실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위한 체제를 수립 및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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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집-3-2-1] 개인정보보호 현황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개발, 2009년 6월]



제1절스마트폰보급현황및확산

1. 스마트폰 보급 현황

2009년하반기부터2009년옴니아2, 2009년아이폰등연이어출시됨에따라스마트폰보급

확산이 진행 중이며, 2009년 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104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4,800만명 중 약 2.2%까지 증가하 다.

또한 2010년에는 안드로이드폰 출시,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진입으로 스마트폰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통3사는 2010년 말까지 스마트폰 가입자가 약 400만명(SKT :

200만명, KT : 180만명, LGT :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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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4-1-1]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외 발표자료, 2010년 1월]

(단위 : 명)

구분 SKT KT LGT 계

2G 43,363 0 81,462 124,825

3G 411,940 504,264 0 916,204

계 455,303 504,264 81,462 1,041,029

[표 특집-4-1-2] 국내 스마트폰 출시 현황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동향보고서, 2010년 2월]

제품명 옴니아2 아이폰3Gs 모토로이 210 넥서스원

업체 삼성전자 애플 모토로라 LG전자 구

출시 2009년 10월 2009년 11월 2010년 1월 2010년 1월 미정



2. 스마트폰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스마트폰은 기존 음성통화 외에 모바일웹(Web), 모바일앱(App)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정부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4월부로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탑재 의무 정책을 폐지하여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으며, 2009년 9월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스마트폰 보급 확 방안을

발표하 다.

이후 2009년 이통3사가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적용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스마트폰이 연이어 출시되는 등 각 추진과제가 이행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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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4-1-3] 스마트폰 보급 확 방안 세부내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 2009년 9월]

목표 �2013년까지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을 20% 수준으로 증가

추진 과제

요금

부문

�사용량에 따른 한도 정액제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제 출시 유도

�정액 요금제 및 종량 요금제 요금 인하 유도

�음성+데이터 등 결합요금제 출시 유도

단말

부문

�저가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저변 확

�WiFi 탑재를 통한 용량 콘텐츠 이용환경 제공

�인터넷 이용편의를 위한 모바일 웹브라우저 탑재 확



제2절스마트폰보안취약성및위협요인, 해킹사례

1. 스마트폰 특징

스마트폰은 일반 PC와 비슷한 사양(CPU, 메모리, 네트워크 통신 등)으로 일반 휴 전화의

통화 기능은 물론,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을 통해 PC와 같이 이메일, 웹브라우저 및 다양한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구동이 가능한 단말기로, 휴 성 및 이동성이 높아 개인 및 업무용

중요 정보 저장 매체, 모바일 상 금융거래(은행, 증권, 소액결제 등)를 위한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사용되어 점차 개인화된 단말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특징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 때문에, 최근 스마트폰 보안 위협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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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집-4-2-1] 스마트폰 특징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0년 2월]



2. 스마트폰 보안 위협 및 응 방안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 PC상의 운 체제, 웹브라우저,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취약점이 그 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침투 가능한 다양한 감염경로로

인해 해킹 위협이 높다. 또한 스마트폰의 휴 /소형화는 분실 및 도난사고의 가능성을 높여

의도하지 않은 보안 위협을 낳는다. 이는 스마트폰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나, 분실 및 도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모바일 결제 도용은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 사용자들 층에서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순정 스마트폰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스마트폰을 인위적으로 해킹 위협에 노출시킨다는 점을 일반

사용자들이인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악성코드로 인한 침해사고는 다양한 감염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폰 악성코드는 국외의 경우 2009년도 상반기까지 520여종이 발생하 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된 바 없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보안 위협으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침해사고 유형으로는 개인신상정보(수신메시지, 전화번호부, 일정, 메모, 위치정보 등),

기 정보(업무용 파일 등)를 유출하여 악용하는 개인정보유출형, 단말기 UI(사용자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변경, 단말기 파손(오류 발생), 배터리 소모, 정보(파일, 일정, 전화번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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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4-2-1] 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경로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0년 2월]

감염 경로 세부 내용

사회공학적기법
무료 지하철 프로그램, 동 상 플레이어, 인터넷뱅킹 프로그램 등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위장하여 온라인 마켓

(구 마켓, 애플 앱스토어 등) 또는 이메일(및 문자메시지)의 첨부 파일 형태로 감염

이동저장장치 감염된 메모리카드 또는 PC와 스마트폰 직접 연결될 때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을 감염

무선 침투 무선랜, 이동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USB, 블루투스를 통한 통신 기능을 이용한 감염

취약점
스마트폰 운 체제 및 웹 브라우저(IE, Safari 등)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악성코드 감염을 시도, 또는 네트워크

취약점(블루투스, 무선랜, 이동통신망)을 통한 특수하게 조작한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스마트폰 감염



및 프로그램 삭제 등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치이용제한형, SMS(단문메

시지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MMS(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Multi-Media

Message Service) 등 스팸문자 발송, 휴 전화 소액결제, 무선인터넷 이용, 유료전화서비스

악용 등을 통한 금전적 손실 유발하는 부정과금유발형으로구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마트폰 침해사고에 비하여 유관기관(이동통신사,

보안업체 등)과 2007년도부터 공동 응 훈련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특히 2010년 1월부터는

ETRI,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보안업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 응반’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침해사고에 비한 예방 및

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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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4-2-2] 심비안폰에서 발생한 최근 악성코드 내역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0년 2월]

악성코드명 유형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 설명

PBStealer 개인정보유출
2005년에 등장하 으며 전화번호부 압축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악성코드로서 단말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외부 단말기로 유출

Mosquit 부정요금유발

2004년에 등장한 악성코드로 Mosquitos라는 유명한 게임의 해적판을 가장하여 P2P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 단말기 사용자 몰래 SMS 메시지를

해당 전화번호로 보냄으로써 고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

CommWarrior 부정요금유발

MMS(멀티미디어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되는 최초의 모바일 웜(스스로 전파하는 악성코드)으로

2005년 러시아에서 제작, MMS 메시지에 자신의 복사본을 첨부하고 단말기 주소록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발송함으로써 단말기 소유자에게 고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

Stealwar 장치이용제한
2007년 등장한 Stealwar는 블루투스를 통해 다른 단말기에 여러 악성코드를 배포하고

감염, 과도한 블루투스 트래픽을 생성하여 단말기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

BlankFont 장치이용제한
2005년 등장하 으며 감염된 단말기의 폰트 파일을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이용자가 자를

읽지 못하도록 방해

Bootton 장치이용제한

2005년 등장한 Bootton은 블루투스를 통해 감염되는 악성코드로서 심비안 플랫폼 단말기를

공격, 단말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변경하고 전화통화 외에의 다른 기능은

사용하지 못함

Skull 장치이용제한

2004년에 등장한 악성코드로 심비안 운 체제 단말기를 공격, 감염된 단말기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파일로 교체함으로써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며,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단말기 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은 해골 이미지로 변경되거나 전체

화면에 해골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이 출력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 응반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 이슈 응 방안, 참여기관별

공동 응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 고, 최근에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스마트폰 이용자 상

10 안전 수칙을 2010년 2월 8일에 발표하 다. 

현재는 주체별(이동통신사, 스마트폰 단말 제조사, 보안업체 등) 응 안내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르면 2010년 4월 배포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스마트폰 관련 주체별(이용자, 사업자, 정부)로 적절한 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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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집-4-2-3] 스마트폰 보안 관련 주체별 응 방안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0년 2월]

스마트폰‘이용자 10 안전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④ 비 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 번호 변경하기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⑩ 운 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응주체 응 방안

이용자 �스마트폰 이용자 10 안전 수칙 준수

사

업

자

이동

통신사

�문자메시지로 전파되는 악성코드 원천 차단∙탐지 기술 개발 및 적용

�스마트폰 분실/도난을 비한 원격 제어 서비스 구축 및 운 등

단말기 제조사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송∙수신 시 보안기술(키보드 보안 등) 적용

�단말기 내 저장된 개인정보(문자메시지, 전화이력 등) 암호화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운 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등록된 SW에 한 보안 검증 기준 및 체계 수립

�개발자를 위한 안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안내서 제작∙배포 등

백신업체
�단말기의 저장장치∙배터리 용량을 고려한 최적화된 백신 개발

�운 체제별(Mac OS,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백신 연구∙개발 등

정부 및 KISA

�유관기관(이동통신사, 제조사, 백신업체 등) 응협력체계 구축

�스마트폰 침해사고 비 공동 응 훈련 실시

�주체별 스마트폰 침해사고 응 절차 안내서 개발 및 보급 등

※ 이용자 및 사업자별 보안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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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9년 주요 정보보호 행사

제3장 국내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현황

제4장 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활동 현황

본 편에서는 정보보호에 관심을 갖는 독자를 위하여 정보보호

인증 및 검증필 제품 목록, 2009년 주요 정보보호 행사, 국내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현황, 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활동 현황을

소개하 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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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인증및검증필제품목록제1장

[ 정보보호제품 인증현황 ]

제품명 업체명 보증등급 구분 인증일

SecureWorks ezWall V3.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3.10.08

SecureWorks V3.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3.10.08

SecuwaySuite 100 V2.0 퓨쳐시스템 EAL3+ 국내 ’04.01.29

SecuwaySuite 6000 V3.0 퓨쳐시스템 EAL3+ 국내 ’04.08.05

RAPTUS ICS V2.0 for x86 Solaris 9 모보 EAL3+ 국내 ’04.10.21

SECUREWORKS 1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4.11.15

SECUREWORKS 2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4.11.15

SECUREWORKS 3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4.11.15

SECUREWORKS V3.0 for SWOS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4.12.30

SECUREWORKS IPSWall 2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4.12.30

SECUREWORKS IPSWall 3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4.12.30

Secuve TOS 2.0 시큐브 EAL3+ 국내 ’05.02.17

RedCastle V2.0 레드게이트 EAL3+ 국내 ’05.02.17

REDOWL SecuOS V4.0 티에스온넷 EAL3+ 국내 ’05.02.17

SNIPER IPS V4.0 나우콤 EAL3+ 국내 ’05.05.24

SafezoneIPS V2.0(SZ-400) LG CNS EAL3+ 국내 ’05.06.15

SafezoneIPS V2.0(SZ-2000) LG CNS EAL3+ 국내 ’05.06.15

Syskeeper OS Solaris9 V2.0 티맥스소프트 EAL3+ 국내 ’05.06.27

RedCastle V2.0 for HP-UX 레드게이트 EAL3+ 국내 ’05.06.27

Secuve TOS 2.0 for HP-UX 시큐브 EAL3+ 국내 ’05.06.27

WormBreaker IPS (v2.0) 지모컴 EAL3+ 국내 ’05.07.26

REDOWL SecuOS V4.0 for AIX 티에스온넷 EAL3+ 국내 ’05.07.26

Soligate VPN-ng200 V1.0 인프니스 EAL3+ 국내 ’05.10.20

VForce 1200 V1.0 넥스지 EAL3+ 국내 ’05.10.20

RedCastle v2.0 for AIX 레드게이트 EAL3+ 국내 ’05.10.20

Secuve TOS 2.0 for AIX 시큐브 EAL3+ 국내 ’05.11.15

SecuwaySuite 6000 V3.0 +IPS 퓨쳐시스템 EAL3+ 국내 ’05.12.29

eNDeSS Professional V1.0 니트젠 EAL2+ 국내 ’05.12.29

NeoWatcher@ESM Package V4.0 인젠 EAL3+ 국내 ’06.02.02 

SafeZoneIPS V2.0(SZ-2400) LG CNS EAL3+ 국내 ’06.02.02 

(인증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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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ZoneIPS V2.0(SZ-4400) LG CNS EAL3+ 국내 ’06.02.02 

SNIPER IPS V4.0(A1000) 나우콤 EAL3+ 국내 ’06.03.10 

SNIPER IPS V4.0(A4000) 나우콤 EAL3+ 국내 ’06.03.10 

SECUREWORKS V3.0(for HP-UX)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6.03.10 

VForce 5200 V1.0 넥스지 EAL3+ 국내 ’06.04.14 

REDOWL SecuOS V4.0 for HP-UX 티에스온넷 EAL3+ 국내 ’06.07.27 

Secuve TOS 2.0 for HP-UX 11.23 시큐브 EAL3+ 국내 ’06.07.27 

SECUREWORKS IPSWall 1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4 국제 ’06.08.30 

SafeZoneIPS V3.0(SZ-4000) LG CNS EAL4 국제 ’06.08.30 

MULTOS SM10 삼성SDS EAL4+ 국제 ’06.09.29 

Vforce 1700 V1.0 넥스지 EAL3+ 국제 ’06.10.27 

Vforce 2200 V1.0 넥스지 EAL3+ 국제 ’06.10.27 

SNIPER IPS V5.0(E2000) 나우콤 EAL4 국제 ’06.10.27

SNIPER IPS V5.0(E4000) 나우콤 EAL4 국제 ’06.10.27

ActiveTSM V3.0 이오소프트 EAL4 국제 ’06.10.27

TESS TMS V4.5 정보보호기술 EAL4 국제 ’06.12.22

RedCastle V2.0 for RedHat 레드게이트 EAL3+ 국제 ’06.12.22 

RedCastle V2.0 for Asianux 레드게이트 EAL3+ 국제 ’06.12.22 

REDOWL SecuOS V4.0 for RHEL4 티에스온넷 EAL3+ 국제 ’07.01.05 

SafezoneIPSⓤ V1.0(SZ5XU) LG CNS EAL4 국제 ’07.04.05

SafezoneIPSⓤ V1.0(SZ240U) LG CNS EAL4 국제 ’07.04.05

WEBS-RAY V2.0 트리니티소프트 EAL4 국제 ’07.05.11

SECUINXG V1.6 시큐아이닷컴 EAL4 국제 ’07.06.22

NXG IPS 6000 V1.6 시큐아이닷컴 EAL4 국제 ’07.06.22

REDOWL SecuOS V4.0 for MS Windows 2003 티에스온넷 EAL3+ 국제 ’07.06.22 

Absolute IPS-NP v1.0 for 2000, 4000 안철수연구소 EAL4 국내 ’07.08.21

Soligate UTM V2.0 인프니스 EAL3+ 국내 ’07.09.17

TESS UTM V4.5 정보보호기술 EAL3+ 국내 ’07.09.17

V3Net for Windows Server 6.0 and AhnLab Policy

Center 3.0
안철수연구소 EAL4 국제 ’07.09.17 

V3Pro 2004 and AhnLab Policy Center 3.0 안철수연구소 EAL4 국제 ’07.09.17 

XecureBOX V1.0 XN시스템즈 EAL3+ 국내 ’07.11.01

FutureUTM V1.0 퓨쳐시스템 EAL4 국내 ’07.11.16

FutureUTM 100 V1.0 퓨쳐시스템 EAL4 국내 ’07.11.16

FutureUTM 3000 V1.0 퓨쳐시스템 EAL4 국내 ’07.11.16

FutureUTM 6000 V1.0 퓨쳐시스템 EAL4 국내 ’07.11.16

SNIPER IPS V6.0.e 나우콤 EAL4 국제 ’07.12.21

SNIPER iTMS V5.0(ETAS) 나우콤 EAL4 국내 ’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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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V2.0 for Windows 레드게이트 EAL3+ 국제 ’07.12.21

SECUREWORKS SEPION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4 국내 ’08.01.04

NXG V1.2.5.R-3 시큐아이닷컴 EAL3+ 국내 ’08.01.30

NXG SE V1.2.5.R-3 시큐아이닷컴 EAL3+ 국내 ’08.01.30

Anti-Virus for ViRobot Desktop 5.0 하우리 EAL4 국내 ’08.01.30

WAPPLES V2.0
펜타시큐리티

시스템
EAL4 국내 ’08.01.30

SNIPER IPS V6.0.a 나우콤 EAL3+ 국내 ’08.03.14

SecuwaySuite V3.0 퓨쳐시스템 EAL3+ 국내 ’08.03.31

TUTELA WebFirewall V1.3 잉카인터넷 EAL4 국내 ’08.04.24

Tuskan Professional Server GTMS Version 9 틸론 EAL2 국내 ’08.04.24

SNIPER WAF V2.0 나우콤 EAL4 국내 ’08.04.30

RedCastle v3.0 for Asianux Server 3 레드게이트 EAL4 국제 ’08.04.30

eXshield V1.0.1.R 삼성네트웍스 EAL4 국제 ’08.06.13

Anti-Virus for ViRobot Windows Server 3.0 하우리 EAL4 국내 ’08.06.13

V3 Internet Security 7.0 Platinum Enterprise and

AhnLab Policy Center 3.0
안철수연구소 EAL4 국내 ’08.06.13

OfficeServ 7400 GWIMC 삼성전자 EAL3+ 국제 ’08.07.16

Chakra V3.1 웨어밸리 EAL4 국내 ’08.07.29

Secuve TOS 3.0 for Windows 시큐브 EAL4 국내 ’08.07.29

GTMS Enterprise Suite 4.0 for Windows 백업코리아 EAL2 국내 ’08.07.29

Anyclick NAC V4.0 유넷시스템 EAL4 국내 ’08.08.29

Anyclick AUS V4.0 유넷시스템 EAL4 국내 ’08.08.29

SECUREWORKS TRUiN V1.0 어울림정보기술 EAL4 국내 ’08.08.29

DB-i V3.0 소만사 EAL4 국내 ’08.09.19

WEBFRONT V1.4 파이오링크 EAL4 국내 ’08.09.19

WAPP SAFER V2.5 이지서티 EAL4 국내 ’08.09.19

S3FS91J/S3FS91H/S3FS91V 삼성전자 EAL4+ 국제 ’08.09.24

KCOS e-Passport Version 1.0 한국조폐공사 EAL4+ 국제 ’08.09.24

XSmart e-Passport V1.0 LG CNS EAL4+ 국제 ’08.09.24

삼성 SDS SPass V1.0 삼성 SDS EAL4+ 국제 ’08.09.24

Virus Chaser V5.0 and Virus Chaser

Management Server V2.0
뉴테크웨이브 EAL3 국내 ’08.10.10

Secuve TOS 2.0 for Asianux 2.0/RHEL 4 시큐브 EAL3+ 국내 ’08.10.10

SECUREWORKS ezWall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8.12.02

SECUREWORKS V4.0 어울림정보기술 EAL3+ 국내 ’08.12.02

TrusGuard SCM V1.0 and TrusGuard SCM Manager

V1.5
안철수연구소 EAL4 국내 ’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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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Msg-i V7.0 소만사 EAL2 국내 ’08.12.02

Samsung MFP Security Kit Type_A V1.0 삼성전자 EAL3 국제 ’08.12.22

SECUI NXG W V1.0.1 시큐아이닷컴 EAL4 국제 ’08.12.22

AhnLab Suhoshin Absolute v3.0 안철수연구소 EAL4 국제 ’08.12.22

WEBS-RAY V2.5 트리니티소프트 EAL4 국제 ’08.12.22

AGS-NPS v4.5 에어큐브 EAL2 국내 ’08.12.23

SecuwaySSL V2.0 퓨쳐시스템 EAL4 국내 ’08.12.23

SECUI NXG V2.2.0 시큐아이닷컴 EAL4 국내 ’08.12.23

REDOWL SecuOS v4.0 for Solaris 10 티에스온넷 EAL3+ 국내 ’08.12.23

WebCON V1.0 엘앤디시스템 EAL2 국내 ’09.01.14

e-Pentagon ESM V4.0 제이컴정보 EAL4 국내 ’09.02.16

RAPTUS ICS V2.0 for RAPTUS_OS_V1.0 모보 EAL3+ 국내 ’09.02.16

SecuPlat ESM Package V2.1 인젠 EAL3 국내 ’09.03.02

Middleman V2.0 바넷정보기술 EAL4 국내 ’09.03.02

SPiDER TM v3.1 이 루시큐리티 EAL4 국내 ’09.03.12

REDOWL SecuOS V4.0 for HP-UX 11i v3 티에스온넷 EAL3+ 국내 ’09.03.12

Anyclick NAC V5.0 유넷시스템 EAL2 국내 ’09.03.12

AhnLab Suhoshin Absolute v2.5 안철수연구소 EAL4 국내 ’09.03.30

WaterWall V3.0 워터월시스템즈 EAL2 국내 ’09.03.30

SmartFilter V3.0 이월리서치 EAL2 국내 ’09.03.30

NXG V1.2.4.R-8 시큐아이닷컴 EAL3+ 국내 ’09.03.30

NXG SE V1.2.4.R-8 시큐아이닷컴 EAL3+ 국내 ’09.03.30

WATCHER V6.3.9 다우기술 EAL2 국내 ’09.04.10

AhnLab TrusGuard v1.0 안철수연구소 EAL4 국내 ’09.04.10

SECUI NXG SE V2.2.0 시큐아이닷컴 EAL3+ 국내 ’09.04.10

SNIPER IPS V6.0.v 나우콤 EAL4 국내 ’09.04.10

WEB INSIGHT SG v2.1 모니터랩 EAL4 국내 ’09.04.20

DB INSIGHT SG v2.0 모니터랩 EAL4 국내 ’09.04.20

nProtect Anti-Virus/Spyware 3.0 잉카인터넷 EAL3 국내 ’09.04.20

S3FS91J/S3FS91H/S3FS91V/S3FS93I 32-bits RISC

Microcontroller for SmartCard with SWP
삼성전자 EAL4+ 국제 ’09.05.04

SNIPER WMS V2.0 나우콤 EAL3 국내 ’09.05.06

SysKeeper OS 3.0 for HP-UX 11.23 티맥스소프트 EAL3 국내 ’09.05.06

SNIPER DDX V5.0 나우콤 EAL4 국내 ’09.05.06

SafeUSB+ V2.0 닉스테크 EAL2 국내 ’09.05.15

GENIAN NAC V3.0 지니네트웍스 EAL2 국내 ’09.06.12

BMCore v2.0 에스엠에스 EAL2 국내 ’09.06.30



제1장 정보보호 인증 및 검증필 제품 목록292

부록

FX-USB Management System V2.0 for Enterprise 프롬투정보통신 EAL2 국내 ’09.07.10

DBSAFER V3.0 피앤피시큐어 EAL4 국내 ’09.07.10

SNIPER WAF V3.0 나우콤 EAL4 국내 ’09.07.10

SECUI SCAN V2.0 시큐아이닷컴 EAL2 국내 ’09.07.10

nProtect WebScan v1.4 잉카인터넷 EAL2 국내 ’09.07.10

Corona V2.0 타임네트웍스 EAL3 국내 ’09.07.31

VXSAFE V1.0 블루젠 EAL2 국내 ’09.08.07

SNIPER IPS V6.0.xg 나우콤 EAL3 국내 ’09.08.14

BigLook WASS V1.20.00 이븐스타 EAL2 국내 ’09.08.28

IGM-Public V3.0
솔루션

어소시에이트
EAL2 국내 ’09.08.28

WeGuardiaTM V1.0 퓨쳐시스템 EAL3 국내 ’09.08.28

ToFAZ X V1.0 에스티지시큐리티 EAL4 국내 ’09.08.28

WebKeeper V7.0 소만사 EAL2 국내 ’09.08.28

SECUREWORKS V5.0 어울림정보기술 EAL4 국내 ’09.09.03

SECUREWORKS V5.0(NP) 어울림정보기술 EAL4 국내 ’09.09.03

SNIPER IPS V7.0.e 나우콤 EAL4 국내 ’09.09.03

nTracker USB Enterprise V4.0 엔트랙시스템 EAL2 국내 ’09.09.03

VForce V4.2 넥스지 EAL4 국내 ’09.09.03

XSmart OpenPlatform V1.0 LG CNS EAL4+ 국제 ’09.09.08

NacFront v5.1 에어큐브 EAL2 국내 ’09.09.16

nProtect Netizen V5.5 잉카인터넷 EAL2 국내 ’09.09.16

TESS UTM V5.0 정보보호기술 EAL3 국내 ’09.09.16

SecuYouSB V1.0 비젯 EAL2 국내 ’09.09.16

Safezone XDDoS V2.0 LG CNS EAL4 국내 ’09.09.29

SecuPlat ESM Package V2.1 for HP-UX 11i 인젠 EAL3 국내 ’09.09.29

SecuPlat ESM Package V2.1 for AIX 5.3 인젠 EAL3 국내 ’09.09.29

Nade UMS Enterprise v3.0 아이티네이드 EAL2+ 국내 ’09.10.16

nProtect UMS v2.0 잉카인터넷 EAL2+ 국내 ’09.10.16

SECUI NXG W V2.0 시큐아이닷컴 EAL4 국제 ’09.11.03

SecureGate-II V1.0 모보 EAL3 국내 ’09.11.05

SafePC Enterprise v3.5 닉스테크 EAL2 국내 ’09.11.27

nProtect Anti-VirusSpyware 3.0 for windows Server 잉카인터넷 EAL3 국내 ’09.11.27

알약 2.0 and ASM 2.0 이스트소프트 EAL3 국내 ’09.12.10

V3 Internet Security 8.0 안철수연구소 EAL3 국내 ’09.12.10

FINALeRASER V2.0 파이널데이터 EAL2 국내 ’09.12.18

SePros V3.0 비앤비쏠루션 EAL2 국내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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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i V3.1 소만사 EAL4 국내 ’09.12.18

SNIPER TSMA V3.0 나우콤 EAL4 국내 ’09.12.18

PS ScanW3B Core V4.0 패닉시큐리티 EAL2 국내 ’09.12.30

SecuDrive V3.0 브레인즈스퀘어 EAL2 국내 ’09.12.30

LANKeeper Version 3.0 아이앤아이맥스 EAL2 국내 ’09.12.30

DefConSecureUSB v2.0 세이퍼존 EAL2 국내 ’09.12.30

SpamSniper V3.6 지란지교소프트 EAL2 국내 ’09.12.30

[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현황 ] (등재일자 순)

제품명 업체명 제품군 등재일자

INISAFE Web V6.0 이니텍 구간암호화 ’09.06.01

INISAFE Net V6.0 이니텍 기타(암호툴킷) ’09.06.01

INISAFE Nexess V3.5 이니텍 SSO ’09.06.01

SafeDB V2.1 이니텍 DB암호화 ’09.06.01

Ksign Access V3.0 케이사인 SSO ’09.06.01

Ksign SecureDB V1.5 케이사인 DB암호화 ’09.06.01

Xecure Web V7.0 소프트포럼 구간암호화 ’09.06.01

SafeIdentity V4.0 소프트포럼 SSO ’09.06.01

Xecure Express V2.0 소프트포럼 메일암호화 ’09.06.01

Xecure DB V2.7 소프트포럼 DB암호화 ’09.06.01

ClientKeeper KeyPro V3.0.1.2 소프트씨큐리티 키보드암호화 ’09.06.01

nProtect KeyCrypt V6.0 잉카인터넷 키보드암호화 ’09.06.01

ISSAC Web V2.5 펜타시큐리티 구간암호화 ’09.06.01

D'Amo V2.3 펜타시큐리티 DB암호화 ’09.06.01

SignGATE SecuKit V3.7.5 한국정보인증 기타(암호툴킷) ’09.06.01

SignGATE EWS V3.2 한국정보인증 구간암호화 ’09.06.01

e-Page Safer V3.7.5 마크애니 문서암호화 ’09.06.01

Document Safer V3.1 마크애니 문서암호화 ’09.06.01

Magic Line V4.0 드림시큐리티 PKI ’09.06.01

Magic SSO V3.0 드림시큐리티 SSO ’09.06.01

EsayKeytec V2.0 스페이스인터내셔널 키보드암호화 ’09.06.15

ezCertificate V2.5 비씨큐어 문서암호화 ’09.06.22

Fasoo Enterprise DRM V4.0 파수닷컴 문서암호화 ’09.06.22

SoftCamp Document Security V4.0 소프트캠프 문서암호화 ’09.06.23

SoftCamp Secure Keystroke V5.0 소프트캠프 키보드암호화 ’09.06.23

K-Defense R6 킹스정보통신 키보드암호화 ’09.10.01

CubeOne V2.5 이 로벌시스템 DB암호화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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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별도 지정 제품 현황 ] (등재일자 순)

제품명 업체명 제품군 등재일자

EDE Personal  Edition V3.0 데이터텍 데이터 구삭제 ’09.08.28

KD-1 코엠아이티 데이터 구삭제 ’09.08.28

DK-9000 이네트렉스 데이터 구삭제 ’09.09.23

SD-100 세이프하이텍 데이터 구삭제 ’09.09.23

SD-200 세이프하이텍 데이터 구삭제 ’09.09.23

Space Eraser V2.0 스페이스 인터내셔널 데이터 구삭제 ’09.09.23

APM-10 휴먼랩 데이터 구삭제 ’09.10.28

BH-14000 벤투스테크놀로지 데이터 구삭제 ’09.10.28

SECUI NXG 4000D V1.0.0 시큐아이닷컴 DDoS 응 ’09.11.12

SNIPER DDX 5000 V5.0.XG 나우콤 DDoS 응 ’09.11.12

SECUI NXG 10000D V1.0.0 시큐아이닷컴 DDoS 응 ’09.12.11

SECUI NXG 2000D V1.0.0 시큐아이닷컴 DDoS 응 ’09.12.11

DK-Double 이네트렉스 데이터 구삭제 ’09.12.22

DK-Multi 이네트렉스 데이터 구삭제 ’09.12.22

CM-0401 동호E&C 데이터 구삭제 ’09.12.22

CM-1201 동호E&C 데이터 구삭제 ’09.12.22

[ 검증필 암호모듈 현황 ] (등재일자 순)

제품명 업체명 등급 등재일자 비고

XecureCryptoV1.2.0.2 소프트포럼 VSL1 ’05.11.05 신규검증

INISAFE Crypto V1.0 이니텍 VSL1 ’06.09.30 신규검증

SECUREWORKS IPAWall 2000 V4.0 어울림정보기술 VSL1 ’06.09.30 신규검증

KSignCASE V2.1 케이사인 VSL1 ’07.09.06 신규검증

Korea Library(KLIB) V1.4 고려 학교 VSL1 ’07.12.03 신규검증

SignGATE V1.0 한국정보인증 VSL1 ’07.12.28 신규검증

BTW-Crypto  V1.0 비티웍스 VSL1 ’08.03.20 신규검증

T-Crypto V1.1 티맥스소프트 VSL1 ’08.04.25 신규검증

Magic Crypto V1.0 드림시큐리티 VSL1 ’08.07.04 신규검증

CIS-CC V3.0 펜타시큐리티시스템 VSL1 ’08.07.04 신규검증

XecureCrypto V1.2.3.0 소프트포럼 VSL1 ’08.12.01 재검증

MPowerCrypto V1.3 유비엠정보 VSL1 ’09.02.02 신규검증

INSAFE Crypto for Java V1.0 이니텍 VSL1 ’09.03.10 신규검증

K-Crypto V2.0 킹스정보통신 VSL1 ’09.04.01 신규검증

SCORE CRYPT V2.0 한국무역정보통신 VSL1 ’09.07.03 신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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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ER Crypto V1.0 나우콤 VSL1 ’09.10.09 신규검증

Fasoo Crypto V1.0 파수닷컴 VSL1 ’09.10.09 신규검증

Magic Crypto V1.1 드림시큐리티 VSL1 ’09.07.03 재검증

Korea Library(KLIB) V1.5 고려 학교 VSL1 ’09.09.15 재검증

KSignCASE V2.2 케이사인 VSL1 ’09.09.15 재검증

SECUREWORKS Crypto Library Module 

V1.0(구. IPSWall)
어울림정보기술 VSL1 ’09.09.15 재검증

XecureCrypto V1.2.4.0 소프트포럼 VSL1 ’09.09.15 재검증

Magic Crypto V1.1.1 드림시큐리티 VSL1 ’09.11.19 재검증

INISAFE Crypto for Java V4.0 이니텍 VSL1 ’09.11.19 재검증

SignGATE V1.1 한국정보인증 VSL1 ’09.12.03 재검증

CIS-CC V3.1 펜타시큐리티시스템 VSL1 ’09.12.03 재검증

KSignCASE V2.3 케이사인 VSL1 ’09.12.24 재검증

BTW-Crypto V1.0.3 비티웍스 VSL1 ’09.12.24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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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주요정보보호행사제2장

(개최일자 순)

행사명 주최 일시 장소 주요내용

국제 보안컨퍼런스

2009

(CODEGATE

2009)

�주최 : MBC(주), 소프트포럼(주) 

�주관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후원 : 지식경제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7~8
코엑스

(서울 삼성역)

해킹전문가에 한 인식 변화유도

및 전문인력의 저변확 를 위한

국제 해킹경진 회 및 컨퍼런스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1회 : 4. 9

�2회 : 6. 22

�3회 : 11. 13

한국프레스센터

한상공회의소

포스트타워

녹색성장, 스마트그리드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 및 과제 논의

제14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워크숍

(NETSEC-KR)

�주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

보호산업협회 및 학, 업체 등

4.15~16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강남역)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기술적,

정책적 이슈 및 최근 기술동향과

연구성과, 정보보호 기술 및 안

수립을 위한 토론의 장

제1회

학정보보호

동아리 정보보호

컨퍼런스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경제신문

�주관 : 한 국 정 보 보 호 진 흥 원 ,

학정보보호동아리연합회

5.13~14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강남역)

한국정보보호 동아리연합회 상

으로 정보보호 관련 우수주제 발표

및 사이버범죄 등에 한 전문가

초청 강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샵

및 컨퍼런스

�주최 : 행정안전부

�주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후원 : 전자신문, 보안뉴스

�제7회: 5.21

�제8회: 10.14

교육문화회관

(서울 양재동)

공공기관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상 워크샵과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한

인식을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관리능력 향상

제14회

정보보호

심포지움(SIS)

�주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6.11

롯데호텔

(서울 잠실)

‘융합과 소통의 시 , 진화하는

정보보호’를 주제로,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에서의 네트워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 기술 조망

2009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주최 : 국방부

�주관 : 기무사령부

�후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16~17
기무사령부

(경기도 과천)

정보보호의 현실조명과 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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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SO협회

창립 워크샵

�주최 : 한국CSO협회

�후원 : 행정안전부
6. 19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한국CSO협회 창립총회, 특별

초청강연, 창립기념 워크숍

CSO 포럼
�주최 : 한국CSO협회

�후원 : 행정안전부

�1차 : 7. 16

�2차 : 8. 26

�3차 : 12. 3

마포가든호텔

롯데호텔

프라자호텔

최신 정보보호 이슈에 한 초정

강연 및 토론

정보보호

국제 학술회의

(WISA)

�주최 : 한국정보보호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8. 25 ~ 27

한화리조트

(부산 해운 )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등 총 11개 Session 37개 논문

발표

제3회

금융 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09)

�주최 : 금융보안연구원, 금융정보보호

협의회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9. 3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강남역)

최근 금융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 소개를

통한 금융IT 보안수준 제고

ISEC2009

국제정보보호

컨퍼런스

�주최 : 행정안전부

�주관 : 보안뉴스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인터넷진흥원

9. 8 ~ 9

코엑스 그랜드볼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정보보호유공자 시상

정보보호 세미나

해킹 및 방어 회

정보보호우수제품및기술전시회

2009

RFID/USN

보안컨퍼런스

�주최 :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

한국RFID/USN협회

�주관 : 모바일RFID포럼, 전자신문,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

처리학회, 한국통신학회, 한

전자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후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

보호산업협회, 금융보안연구원 등

10. 14
NIA 회의실

(서울 무교동)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RFID/USN

의 정보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에

한 인식확산과 정보보호 최신

기술에 한 정보공유

제8회

정보보호

교육 워크숍

(WISE 2009)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한국정보보호학회
11. 6.

서울 양재동

엘타워

정보보호 교육과정, 정보보호

교육방법, 정보보호 교육제도,

평가 및 정책에 한 토의

제13회

해킹방지

워크샵

�주최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침해

사고 응팀협의회(CONCERT)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이버

테러 응센터, 금융감독원, 금융

결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17~18
교육문화회관

(서울 양재동)

신규 보안위협과 방지기술 및

기업차원의 정보보호관리 업무

등에 한 토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관리기관

워크샵

�주최 : 행정안전부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11.24~25

명리조트

(경기도 양평)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현황 설명

및 취약점 평가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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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원사명 표이사 주력분야 홈페이지

1 가인소프트 박수호 파일암호화솔루션 www.gainsoft.co.kr

2 그래픽스연구원 용환승 PC보안, 데이터보안 www.igi.re.kr

3 나일소프트 송 호 취약성 점검 www.nilesoft.co.kr/

4 넥스지 주갑수 VPN www.nexg.net

5 넷시큐어테크놀러지 박동혁 침입탐지시스템, 방화벽 www.netsecuretech.com

6 뉴테크웨이브 김재명 안티바이러스 www.viruschaser.com

7 니츠 양태연 가상사설망, 침입탐지 www.nitz.co.kr

8 니트젠앤컴퍼니 현명호 바이오인식(지문) www.nitgen.com

9 닉스테크 박동훈 PC보안 www.nicstech.com

10 닥터소프트 홍윤환 네트워크 보안 www.doctorsoft.co.kr

11 닷큐어 손 청 웹방화벽, 보안USB www.dotcure.co.kr

12 정아이앤씨 황규 통합보안솔루션 www.djic.co.kr

13 더존정보보호서비스 이찬우 통합네트워크보안솔루션(UTM) www.duzoniss.co.kr

14 데이콤 정홍식 네트워크솔루션 www.dacom.net

15 드림시큐리티 황석순 PKI, 암호 www.dreamsecurity.com

16 디아이세미콘 윤여훈 정보보안솔루션 공급 개발 www.cybertek.co.kr

17 디앤에스테크놀로지 이원우 통합pc보안 www.dnst.co.kr

18 디엠디 양해인 네트워크보안솔루션 www.dmdworld.com

19 디엠엑스코리아 김민철 VoIP 솔루션 www.dmxkorea.com

20 디젠트 안필현 지문인식 www.digent.co.kr

21 디지털에셋 신익섭 DRM www.digitalasset.co.kr

22 레드게이트 김기현 서버보안 www.redgate.co.kr

23 롯데정보통신 오경수 정보보호컨설팅 www.ldcc.co.kr

24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송종해 바이오인증(지문) www.realid.co.kr

25 마이그룹 김진환 인식시스템, 서명인증 www.mmigroup.net

26 명정보기술 이명재 데이터복구 www.myung.co.kr

27 모니터랩 이광후 네트워크보안(웹방화벽) www.monitorapp.com

28 무한비트 한남석 무선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 www.Muhanbit.com

29 민인포 김민수 DB보안 www.mininfo.co.kr

30 바이오인식 이민 지문인식 www.biokeysystem.com

31 베니트 조 천 IT서비스 컨설팅 업체 www.benit.co.kr

32 브레인즈스퀘어 강선근 DRM(보안USB) www.brain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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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루닉스 김의선 지문인식 www.bluenics.com

34 블루문소프트 김 PC보안 www.bluemoonsoft.com

35 비전파워 이용악 통합PC보안 www.vpower.co.kr

36 비티웍스 권오준 보안솔루션개발, 유무선보안 www.btworks.co.kr

37 사이버시큐리티라크 채문석 정보보호컨설팅 www.cslac.co.kr

38 산업기술보호특화센터 김귀남 산업보안 업체 지원 www.kcis.kr

39 삼성에스디에스 김 인 SI, ESM 등 www.sds.samsung.co.kr

40 삼양데이타시스템 변수식 보안자격증, 보안교육 www.syds.com

41 서울통신기술 오세형 홈네트워크 www.adva.scommtech.com

42 세이퍼존 권창훈 통합PC보안시스템 www.saferzone.com

43 소만사 김 환 DB보안 www.somansa.com

44 소프트런 황태현 보안패치(PMS) www.softrun.com

45 소프트씨큐리티 한형선 SSO, EAM, 계정관리 www.softsecurity.co.kr

46 소프트캠프 배환국 PC보안, DRM www.softcamp.co.kr

47 소프트포럼 윤정수 PKI, 암호 www.softforum.com

48 솔메이즈 전동열 사용자인증, 스팸방지특허 www.solmaze.com

49 슈프리마 이재원 지문인식 www.suprema.co.kr

50 시만텍코리아 윤문석 안티바이러스 www.symantec.com

51 시큐베이스 이경호 정보보호종합컨설팅 www.secubase.net

52 시큐브 홍기융 PC보안 www.secuve.com

53 시큐아이닷컴 김종선 네트워크보안(IPS) www.secui.com

54 씨앤씨 최상호 데이터복구 www.data114.com

55 아이리텍 김 훈 홍채인식시스템 www.iritech.com

56 아이디테크 강필경 바이오인식 www.idteck.com

57 아이에스엔 이용희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공급, 판매 www.isone.co.kr

58 아이탑 이은성 유해정보차단시스템 www.itop.biz

59 아이티스테이션 이장규 ESM www.itstaion.co.kr

60 안랩시큐브레인 이병철 서버보안 www.secubrain.com

61 안철수연구소 오석주 안티바이러스 www.ahnlab.com

62 애드시큐 김원태 지문인식 www.adsecu.com

63 어울림정보기술 박동혁 네트워크보안(VPN) www.oullim.co.kr

64 에스원 서준희 첨단 무인경비 시스템, 보안컨설팅, 정보보호 www.s1.co.kr

65 에스티지시큐리티 도익상 보안컨설팅 www.stgsecurity.com

66 에어큐브 김유진 인증서비스(유무선통합인증) www.aircuve.com

67 에이디티캡스 테크니컬센터 이혁병 보안시스템 설계 및 구축 www.adtcaps.co.kr

68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한재호 보안관제, 컨설팅 www.a3sc.co.kr

69 엑스큐어넷 이재형 백신 www.xcurenet.com

70 엔라인시스템 김월 보안솔루션개발, 해킹방지 www.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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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엘앤디시스템 김선기 웹어플리케이션방화벽개발 http://ilogis.co.kr

72 엘지씨엔에스 신재철 네트워크보안(IPS) www.lgcns.com

73 엠큐릭스 박현주 유무선 보안인증솔루션 www.mcurix.com

74 예스인코퍼레이티드 정수진 전자파, 전파무향실 www.yesinc.co.kr

75 오리엔트측기컴퓨터 서울사무소 강창구 하드디스크 크러셔 www.orient-jnk.co.kr

76 오픈정보기술 김정기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공급, 판매 www.opit.co.kr

77 온오프비스컨설츠 전귀선 웹서버보안인증서공급,판매 www.ucert.co.kr

78 와이즈파이스트코리아 박치만 PC보안, 네트워크보안 www.wyse.co.kr

79 와치텍 박권재 EMS www.watchtek.co.kr

80 워터월시스템즈 이종성 내부정보유출방지 www.wwsystems.co.kr

81 웨어밸리 손삼수 DB보안 www.warevalley.com

82 위너다임 강창구 개인정보보호솔루션 www.wdigm.co.kr

83 나우콤 김 연 네트워크보안 www.nowcom.co.kr

84 윈아이티 곽남 무선 취약점진단 www.cqcom.com

85 유넷시스템 심종헌 네트워크 접근제어 기술 www.unetsystem.co.kr

86 유니온커뮤니티 신요식 지문인식 www.unioncomm.co.kr

87 유풍정보기술 최 문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공급, 판매 www.ypit.co.kr

88 이 로벌시스템 강희창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www.eglobalsys.co.kr

89 이 루시큐리티 이득춘 통합관제(ESM) www.igloosec.co.kr

90 이니텍 김중태 PKI, 암호 www.initech.com

91 이븐스타 이상권 로그관리/분석툴, 보안컨설팅 www.evenstar.co.kr

92 이비즈네트웍스 박기범 통합보안백신 www.pcclear.co.kr

93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PC보안, 바이러스 백신 www.estsoft.com

94 이오소프트 윤금란 NMS, EMS. SMS www.eosoft.co.kr

95 이월리서치 김종모 내부정보유출방지 www.ewall.co.kr

96 이지스원시큐리티 임장순 정보보안교육 www.aegis-one.kr

97 인젠 임병동 네트워크보안 www.inzen.com

98 인젠시큐리티서비스 육동현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www.isservice.co.kr

99 인포섹 김봉오 보안관제, 컨설팅 www.goinfosec.co.kr

100 인프니스 정규수 통합보안솔루션 www.infnis.com

101 잉카인터넷 주 흠 PC보안 www.inca.co.kr

102 정보보호기술 조명제 네트워크보안(IDS) www.infosec.co.kr

103 제이컴정보 문재웅 통합보안관제(ESM) www.jcsi.co.kr

104 조은시큐리티 최성백 침입방지시스템 www.joeunsecurity.com

105 지니네트웍스 이동범 NAC(네트워크 접근 제어) www.geninetworks.com

106 지란지교소프트 오치 안티스팸(스팸메일차단) www.jiran.com

107 컴트루테크놀로지 박노현 PC보안, 데이터보안 www.comture.com

108 케이사인 최승락 PKI, 암호 www.k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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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케이씨씨시큐리티 이상훈 보안관제, 컨설팅 kccsecurity.com

110 코드원 이관목 웹보안솔루션 www.code1.co.kr

111 코스콤 김광현 PKIM ESM, NAC www.koscom.co.kr

112 크리니티 유병선 메일보안, 스팸브레이커 www.3rsoft.com

113 킹스정보통신 오충건 PC보안, 키로깅 방지 www.kings.co.kr

114 테스텍 박상길 바이오인식(지문) www.testech.co.kr

115 테크스피어 최환수 바이오인식(손혈관) www.tech-sphere.com

116 트루컷시큐리티 심재승 해킹방지솔루션 www.truecutsecurity.com

117 트리니티소프트 김진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www.trinitysoft.co.kr

118 티아이에스에스 허창용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공급, 판매 www.tissnet.com

119 티에스온넷 임연호 시큐OS www.tsonnet.co.kr

120 파수닷컴 조규곤 콘텐츠보안(문서보안, DRM) www.fasoo.com

121 파이오링크 조 철 보안장비 스위치(L4~7) www.piolink.co.kr

122 퍼스텍 전용우 바이오인식(얼굴인식) www.firsteccom.co.kr

123 퍼스텍아이앤씨 기술마케팅본부 선상규 통합보안시스템, CCTV,DVR www.firstech.co.kr

124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이석우 네트워크보안 www.pentasecurity.com

125 포디컬쳐 김종성 바이오인식 www.4dculture.com

126 포어사이트 박 민 NAC(네트워크접근제어) www.foresight.co.kr

127 퓨쳐시스템 김광태 네트워크보안(IPS, 통합보안) www.future.co.kr

128 프롬투정보통신 김 국 통합보안(라우터) www.from2.co.kr

129 피앤피시큐어 박천오 DB보안/보안컨설팅 www.pnpsecure.com

130 하우리 김희천 백신 www.hauri.co.kr

131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외협력실 유재성 보안SW www.microsoft.co.kr

132 한국사이버결제 송윤호 전자결제 www.kcp.co.kr

133 한국IBM 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 이휘성 보안컨설팅 www.ibm.com/kr

134 ㄜ한국IT감리컨설팅 최지윤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시스템감리기술사업 www.itall.net

135 한국전자인증 신홍식 인증서비스 www.crosscert.com

136 한국전자증명원 박명길 인증서비스 www.evali.com

13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문기 정보보호 www.etri.re.kr

138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서광석 보안교육 www.kisec.co.kr

139 한국정보보호인식 문승주 보안교육 wecuritya.kr

140 한국정보인증 김인식 인증서비스 www.signgate.com

141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보안컨설팅,보안관제 www.kt-is.co.kr

142 한국트렌드마이크로 장명정 안티바이러스 www.trendmicro.co.kr

143 한비로 권택술 스팸차단, 보안서버 S니 http://hanbiro.com

144 훠엔시스 박찬호 상정보보안 www.4nsys.com

145 휴비텍 이승익 상정보보안 www.huvitech.com

146 휴제닉스 이남일 지문인식 www.hugen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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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세부내용 주요활동 참여빈도

OECD 
OECD 정보통신정책(ICCP) 위원회

산하 정보보호작업반(WPISP)

정보보호 분야 주요 아젠다(디지털 ID 관리 및 보호, 말웨어

방지, 센서네트워크 환경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 토의

및 보고서, 지침 발간 등

연 2회

APEC
TEL 산하 보안 및 번 조정그룹

(SPSG)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온라인 아동보호, 사이버 테러 응방향

논의 등
연 2회

ITU-T(표준화) 운 위원회(SG)17 Q.6

RFID/USN 보안, 모바일(스마트폰 등) 보안, IPTV 보안 등

유비쿼터스 보안 분야 표준화

※ 개인 선출직으로 인계 불가. 

연 2회

ITU-T(표준화) 운 위원회(SG)17 Q.6 USN, 멀티캐스트 보안 분야 표준화 연 2회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JTC1 SC6 WG7 멀티캐스트 보안 분야 표준화 연 1회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JTC1 WG7 USN 보안 분야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운 위원회(SG)G17 Q.5
휴 폰, 이메일, 인터넷전화 등 융합서비스 상 스팸 응

기술/정책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운 위원회(SG)17 Q.5 인터넷전화(VoIP)의 스팸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법들 표준화 연 2회

IETF AVT, MSEC WG 인터넷전화(VoIP)의 보안통신을 위한 보안프로토콜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운 위원회(SG)17 Q.10 개인정보보호 및 ID관리 기술 분야 보안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6 USN 보안 분야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4 사이버보안 분야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6 USN 미들웨어 보안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5 봇넷을 이용한 스팸 응 기술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4 봇넷 탐지 및 응 관련 보안기술 표준화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9 바이오인식 기반 원격의료 관련 표준화 진행 연 2회

ITU-T(표준화) ITU-T SG17 Q.4 SIP 침해 응 기술 표준화 연 2회

AP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회의 참석

개인정보보호관련 국내 동향 발표 및 회원국(호주,뉴질랜드,

홍콩, 캐나다) 동향 수집
연 2회

ITU-T(표준화) 운 위원회(SG)17 Q.3 정보자산관리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관련 국제 표준 추진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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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표준화) 운 위원회(SG)17 Q.3 중소 정보통신 조직을 위한 정보보호관리 가이드 국제표준 추진 연 2회

ABC
아시아바이오인식컨소시움(ABC)

집행위원회(Exco)

아시아지역 바이오인식분야 시험 및 국제표준화 공동 응

협의체로서 학술교류 및 협력
연 1회

ABC
아시아바이오인식컨소시움(ABC)

집행위원회(Exco)

아시아지역 바이오인식분야 시험 및 국제표준화 공동 응

협의체로서 학술교류 및 협력
연 1회

CCRA DB 위원회 국제공통평가기준(CC) 내용 검토 및 개정 연 3회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JTC1 SC17 WG1

신원확인을 위한 스마트카드에 한 시험방법론 국제표준동향

파악 및 국내 이슈 표준 반 을 위한 노력
연 1회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JTC SC27 WG3

CCDB활동과 연계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 표준 동향

파악 및 제∙개정 의견 개진
연 1회

APCERT 아태침해사고 응협의회 인터넷 침해사고 응 아태지역 협력체 연 1회

아시아PKI

컨소시엄

아시아PKI컨소시엄

총회∙조정위원회

아시아PKI컨소시엄 주요 운 안건 심의∙의결(공공정보보호

단장 참)
연 1회





김태성 (충북 학교)

류재철 (충남 학교)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진완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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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길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조찬형 (한국인터넷진흥원)

홍순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홍승필 (성신여자 학교)

박춘식 (서울여자 학교 교수)

원유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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