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95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동빌딩

Tel : 02-405-5118  www.kisa.or.kr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 02-750-1114  www.kcc.go.kr

정
보
보
호
관
리
체
계(

)

인
증

모
범
사
례
집

I
S
M
S

2
0
1
0
∙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수립을 통한 기업의 보안 수준 및 경쟁력 제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발 간 번 호

KISA-2010-0002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관련 상담은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관련 상담은





주의사항

본 사례집의 이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

증을 취득한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며, 상

표 및 제품명 등에 한 권리는 해당 기업에 귀속되어 있

습니다. 또한 기술된 예시, 사례 등은 특정 기업에서 구성

한 IT 환경 및 운 여건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수립∙운 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여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발 간 번 호

KISA-2010-0002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관련 상담은



머리말

최근유∙무선통신과방송기술이융합되면서WiBro, IPTV 등 IT 환경이새로

운 변화를 맞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환경과 Web

2.0의 등장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의료, 문

화, 교육등각분야에서의IT 기술을활용한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다.

이는 IT 환경이 국민들의 생활문화 속에 깊숙이 안착하여 하루도 없으면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

시역기능이존재하기마련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유수 기업의 핵심기술, 고객정보 유출, DDoS 공격 등 크

고 작은 보안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사이버침해사고의 기법도 매우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경

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

용하고있다.

실제로 지난 1.25 인터넷 란이나 7.7 DDoS 공격의 피해 규모를 산출한 자료

에 의하면‘03년 1.25 인터넷 란 시 피해액은 약 1,675억 원, ’09년 7.7 DDoS

공격에 의한 피해액은 400~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00억 원

상당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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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

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각 분야의 실정에

맞게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응할 수 있는 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

고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각도의 정보보호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자산 유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도입

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정

보보호의필요성을인식하고스스로추진할수있는환경기반마련을위하여각종

교육, 세미나, 가이드개발등다양한기술지원정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인식도가 높아지고 의료, 문화,

학 등 각 분야에서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 하는 등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활

성화를위한노력과목소리가높아져가고있다.

이번에발간하는정보보호관리체계모범사례집에는이러한기업들의목소리를담

아중요자산보호를위한위험관리방안,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전략, ISMS를활용

한개인정보보호 응방안, 효과적인정보보호교육및캠페인등다양한사례를담

았다. 그러니현재정보보호관리체계구축을준비하고있는기업이나기정보보호관

리체계인증을취득한기업등에서참고자료로널리활용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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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소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는 2001년 (구)정보통신부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을 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 다. 즉‘정보보호관리체계(ISMS)’란 조

직이 보존해야 할 정보자산의 기 성∙무결성∙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문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 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단편적이고 일회적이

었던 조직의 정보보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사적으로 균형잡힌 정보보

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에 한 표준적 모델 및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운 을 촉진하고 정보보호활동에 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동시에 기업의 주요 정

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인증절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이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받기까지는 약 3개월

의 시간이 소요되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 준비단계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인증신청, 사전심사, 계약, 수수료 납부 등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

▶ 심사단계

심사팀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기술심사를 수행하고, 그 심사결과로 발견된 결함사항을 신청기관이 보

완조치(보완조치기간 : 1개월)하여 확인하는 단계

ISMS 인증제도소개및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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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단계

심사팀의 인증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단계

▶ 사후관리단계

인증 취득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 ∙유지하는 지를 점검

� 인증심사 종류

인증심사는 최초심사, 사후관리, 갱신심사, 재심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 최초심사

인증을 신청한 기업(기관)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보호활동을 기반으로 수립하여 운 하는 정

보보호관리체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하여 최초로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 사후관리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 하고 유지하는지 1년

에 1회 이상 점검하는 심사를 말한다.

[그림1] ISMS 인증절차의 기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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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심사

인증을취득한기관이유효기간(3년) 만료전에유효기간연장을위하여받는심사를말한다.

▶ 재심사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내 인증 받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상에 중 한 변화가 발생하여, 신

청인의신청에의해인증기관이실시하는심사를말한다.

� 인증심사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은 필수사항인‘관리과정 14개 통제항목’, ‘문서화 요구사항 3개 통제항

목’, 선택사항인‘정보보호관리통제항목120개항목’등총137개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137개통제항목은

세부통제항목446개로세분화되어있다. 인증신청기업은관리과정과문서화요구사항인17개항목은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선택사항인 정보보호 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 통제항목은 120개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된다. 이렇게선택된심사기준의요구사항을충족하여야인증을받을수있다.

[그림2] ISMS 인증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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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보호 관리과정 5단계

정보보호관리체계는 ①정보보호정책 수립 ②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설정 ③위험관리 ④구현 ⑤사후관리

등의 5단계위 과정을 거쳐 수립∙운 된다. 새로운 위협요소 및 취약성 발견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IT 및

인터넷 환경에서 내부 주요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위험분석을 통한

지속적인사후관리가필요하다. 이관리과정은일회적인단계가아니라, 지속적으로유지관리되어야하는순

환 주기의 형태를 가진다. 그림 3에서 이러한 관리과정의 순환적 절차를 보여준다. 정보보호 관리과정 5단계

에 한심사기준은총14개통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나. 문서화 과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 의 근거는 정책, 지침, 절차 등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문서관리에 한요구사항을인증심사기준에서다음과같이3개항목으로제시하고있다.

▶ 문서요건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된 문서는 기업의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

의규모및운 환경, 기능등을고려하여문서화해야한다.

[그림3] ISMS 5단계 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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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통제

작성된문서는문서의발생타당성승인, 갱신, 배포, 폐기등의통제를위한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 운 기록의 통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 운 기록을 확인, 유지보수, 보존, 폐기하는

문서화된절차를수립하고유지∙관리하여야한다.

다. 정보보호 책

정보보호관리체계는쉽게말해정보보호에관련된위험을통제하기위한 책을수립하고관리하는체계라

고할수있다. 따라서, 인증심사기준에 해서는15개분야로구분하여총120개통제항목을제시하고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방통위고시, TTA표준)]

통제분야 통제내용 통제사항 수 세부통제사항수

관리과정

1. 정보보호 정책 수립 2 7

2. 관리체계 범위 설정 2 4

3. 위험관리 5 19

4. 구현 2 7

5. 사후관리 3 10

소 계 14 47

문서화

1. 문서요건 1 1

2. 문서의 통제 1 1

3. 운 기록의 통제 1 1

소 계 3 3

정보보호 책

1. 정보보호 책 5 10

2. 정보보호 조직 4 11

3. 외부자 보안 4 8

4. 정보자산 분류 4 7

5.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4 14

6. 인적 보안 5 18

7. 물리적 보안 12 36

8. 시스템개발 보안 13 33

9. 암호 통제 3 6

10. 접근 통제 14 38

11. 운 관리 22 99

12. 전자거래 보안 5 21

13. 보안사고 관리 7 20

14. 검토, 모니터링 및 감사 11 37

15. 업무 연속성 관리 7 18

소 계 120 396

총 계 137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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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상 조직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받게 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 하고 있으면 어떤 조직이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가 ISMS 인

증을필요로하는분야라고할수있다.

� 추진현황 및 전망

2002년 5월 첫 인증서를발급한 이 후, 2009년 12월까지총 77건의 인증서를발급하 다. 제도 시행 초기

부터 2004년까지는 주로 정보통신망의 가용성을 고려하는 통신, 금융,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에 집중되었

던 인증 분야가 2005년 이후에는 고객정보 등 민감한 정보자산을 취급하는 포털, 쇼핑몰, 의료, 교육 분야 등

으로 확 되었다. 특히 원격교육설비기준(교과부 고시 제2008-93호)에 ISMS 인증 취득을 권고사항으로 반

된 여세를 몰아, 2009년 5월에는 한국원격 학협의회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감한 학사정보를 취급하

는 원격 학교를 중심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 고, 국내 원격 학교 다수가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ISMS 인증에 관심이 많은 기업에서 정보자산의 보안관리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정보보호관리

체계인증이조직의정보보호관리수준을향상시키는데큰도움이된다는점을인정받은것이라고할수있다.

[그림4] ISMS 인증 필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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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기존 인증심사원에 해 보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심사원의 전문성 유지와 함께 앞으로 새롭

게 시행될 정보보호심사원 제도에 반 될 예정이다.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인증심사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

라, 교육, 의료등국민의생활에직접적으로 향을미치는분야로인증이확 될전망이다. 또한모범사례집

및 구현 가이드 개발,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운 에 한 교육이 강화되어 정보보호실무자 및 관리자, 일

반직원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 되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접하

게됨으로써정보보호관리체계에 한인식이한층더향상될수있을것으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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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를 위한 주요 활동

◈ 5월 : KISA, 원 협과 MOU 체결

지난 5월 20일, KISA와 (사)한국원격 학협의회(이하 원 협)

는원격교육분야의정보보호수준제고및인식활동강화를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정보보호

분야 인적교류, 정보보호교육프로그램 공동 운 , 고등 교육분야

전반에 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보급 및 확산 등을 적극 협력

키로 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하 다. 이와 더불어

이날 KISA는 원격 학에 한 ISMS 인증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격 학의 정보보호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인정받아원 협(이사장이 세)으로부터감사패를전달받았다.

그동안 KISA는 18개 원격 학 중 14개 원격 학에 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ISMS 인증을 부여했다.

ISMS 인증 취득 과정에서 이들 원격 학 교육서비스의 정보보호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양 기관

의지속적인협력관계를통해원격교육서비스의안전성및신뢰성이높아질것으로기 된다.

◈ 6월 :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전략 세미나 개최

KISA는 지난 6월 1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체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에 발생하는 해킹 유형과 공격

기술이 고도화,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ISMS 인증과 관련된 기업을

상으로, 최근 정보보호 기술 동향, ISMS 사후관리의 중요성 등

에 한설명을통해기업의정보보호인식을제고했다. 그외보안

이슈사항인 정보보호 거버넌스 소개 및 표준화 동향, 최신 DDoS

공격사례 및 응 전략,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기술적 적용 방안 등을 다룸으로써 행사의 만족도를 한층

더높이는성과가있었다. 관련자료는ISMS 홈페이지(isms.kisa.or.kr)에서확인할수있다.

◈ 8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보수 교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22명의 심사원을 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4회로 실시하 으며, 최신 정보보호 동향 습득, 인증심사 기법의 향상, 인증심사시 주의

할 점 등에 한 교육으로 진행하 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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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가졌으며, 교육수료자는 향후 인증심사원 자격 갱신 시 반

할예정이다.

◈ 10월 : 제2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운 관리자 상 워크숍

KISA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운 관리자를 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경희사이버 학교, Daum,

NHN, 한항공등의정보보안담당자60여명이참석했다. 1박2일

의 일정동안 ISMS 운 사례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인증 제도

개선방안등에 해 논의했다. 특히’08년및’09년워크숍의설문

조사 내용을 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

다. 워크숍관련발표자료및사진은ISMS 홈페이지(isms.kisa.or.kr) 자료실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 12월 : 서울디지털 학교, 2009년 정보보호 상 우수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KISA가 주관하는 [제8회 정보보호

상 시상식]에서 서울디지털 학교가 우수상을 받았다. 12월 28

일, 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서울디지털 학을

비롯해 국내 정보보호분야 발전에 기여한 9개 기관이 상, 우수

상, 특별상을 받았다. 올해 정보보호 상은 SK텔레콤이 차지했으

며,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서울디지털 학교와 LG

CNS, 파수닷컴이수상했다. 이외에특별상은하나은행, 소만사, 제이투씨엔에스, 호스트센터, 비아웹이각각

선정됐다. 특히 서울디지털 학교(www.sdu.ac.kr)는 2008년 8월에 이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함

으로써정보자산의안전과ISMS에 한신뢰성및우수성을공식적으로검증받은바있다.

※정보보호 상은 2002년부터 기업 등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과 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정보보호 수준을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고 매년 연말에 시상식을 개최해 격려하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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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표 : 최세훈)은 1995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3,800만 이용자를 확

보하고있는 한민국의 표적인인터넷포털사이트이다.

다음은 1997년 한민국 표적인 메일 서비스인‘한메일’서비스를 시작으로 1999년 기존의 PC 통신과

차별화된‘카페’서비스와 포털 서비스 등으로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끌어 왔다. 다음은 현재 기존의 포

털서비스를더욱진화시켜쌍방향커뮤니케이션의장인‘미디어다음’, 멀티미디어기반의동 상UCC 서비

스‘Tv팟’, 개방형 블로그‘티스토리’등의 UCC 서비스를 선보여 창의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많은 사랑

을 받고 있다. 다음은 설립 이래 지속되어 온‘참여와 개방’의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다음으로 바꾸

자. 생활이바뀐다! Life On Daum’이라는슬로건을내세워이용자의삶과생활을한층업그레이드하고새로

운가치를창조하는플랫폼으로나아갈예정이다.

제1장

인증개요

∙ 기 관 명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 인증범위 : Daum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운

∙ 인증취득일 : 2006년 2월 17일

∙ 수행개요 : 인터넷 업체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당면 보안과제와 인증 획득

이후의 개선사항을 사례를 들어 소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 KISA-ISMS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응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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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배경 및 목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서 올 한해 최 의 정보보호 이슈 중에 하나는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 2009.8.7) - 이하 고시- 에 한 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기존에 8개 업종 상에서 올해 7월 1일부로

14개업종이추가되면서모두22개업종이준용사업자의범주에포함되

면서개인정보와관련된법률적규제 상이되었다.

변경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인

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리(고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에 한 사용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음)와 개인정보의 암호화 상(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

호)에 한 적절한 암호화 적용이라고 한다.(암호화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2010년1월29일까지적용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개인정보이슈

는 기존에도 포털의 최우선 순위 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의 주요

한분야로써그중요성이더해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내∙외부적환경변화를가장적절하게 응하기위해서는보

안장비나솔루션을통한단편적접근방식으로는한계가있음을알고있

기에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하여운 하고있다. 특히, 인터넷업체최초로2006년에KISA-ISMS 인증을

획득하고현재까지인증을유지하면서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어떠한효과가있는지에설명하고몇몇중요

항목에 해소개하고자한다.

3.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고시에 응하기 위한 ISMS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는 고시의 주요 내용인

3조 부터 6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이 가능한지 설명하 다. 고시에서 제1조는 목적을 표시

하고, 제2조는 고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에 해 구체적인‘정의’를

내려놓고있어서생략하 다.

가. 고시 제3조(내부관리계획 수립) 응

제3조에서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



2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개인정보책임자, 취급자의 역할과 책임,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시내용에 한내부점검계획, 그밖의필요한조치를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경우, 정보보호조직체계를통해정보보호관리활동을계획, 관리하는관

리자가 있어야 하고, 필요시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도

록하고있다. ISMS가구축된사업자라면고시내용을쉽게적용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겠다. 즉, 총괄정

보보호관리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겸임을 하거나, ISMS에서 요구한 정보보호 조직을 통해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정리할 수 있으며, 내부 관리계획 또한 기존의 사업계획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을종합하여수립할수있다.

또한, 고시 제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한 교육도 ISMS기준의

‘정보보호교육및훈련’지침을통해계획을통합하여실시할수도있다.

나. 고시 제4조(접근통제) 응

고시제4조에서는‘접근통제’에 한내용을정리하고있다. 1항부터8항까지구분되어있는부분으로,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한 접근권한과 권한 변경 관리, 이에 한 기록 보관, 외부 접근 시 보호조치, 안전한

비 번호 사용, 개인정보시스템 및 취급자 PC 보호조치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접근통제’내용은 ISMS 통제항목‘10. 접근통제’내

용을통해많은부분정리가가능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1항의경우, ISMS 통제항목‘2. 정보보호조직’을통해책임과역할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2항의 경우

ISMS 통제항목‘10.2 사용자 접근관리’를 통해 접근통제 규칙을 설정하

고, 사용자에 한등록과사용자패스워드관리, 접근권한의검토를통해

해결이가능하다.

3항의 접근권한기록의 5년 보관은, ISMS 통제항목‘11.2.7 로그관리’

기준을 통해 접근권한에 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에 적용

되던로그관리프로세스에개인정보관련권한기록을5년이상보관할수

있도록필요한리소스(인프라)만확보하면해결이될수있는부분이다.

고시 4항은, ISMS 통제항목‘11.3.3 원격운 관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외부에서 서버

에직접접근자체가불가능하도록디자인되어있는인프라구조를마련하 으며, 이를통해자연스럽게해결

이된경우라고볼수있다.

[그림 1-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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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의경우도, ISMS 통제항목‘11.2.8 보안시스템운 ’기준에따라방화벽과NIDS를운 하고있었으며,

추가적인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한식별을통해해당되는 역에 해서만추가하여조치를할수있었다.

6항과 7항의 경우, 이용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패스워드 관리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ISMS 통제항목‘10.2.3 사용자패스워드관리’를통해기존에시행하고있던부분을고시기준으로변경하여

적용하도록내부적으로협의하여처리할수있었다.

다. 고시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응

고시 제5조에서는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에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ISMS 통제항목‘14.3.1 접근 및

사용 모니터링’기준을 통해 기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프로세스에, 추가적으로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을 확인하여 해당 접속 기록을 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고 결재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감독하고 있다. 3항에서 요구하는 접속기록 위∙변조방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로그 서버를 두어 정

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ISMS 통제항목‘11.2.5 백업 및 복구관리’와

‘11.2.7 로그관리’를통해구축된프로세스를활용하고있다.

라. 고시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응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암호화 내용이며, 일반적인 사업자 입장에서 까다로

운부분이라고볼수있다.

ISMS 통제항목으로 보면, ‘9. 암호통제’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암호 사용에 한

정책을 수립하는‘암호정책’과 암호정책에 따른 암호 사용 시 적절한 알고리듬의 유형, 신뢰성 및 키 길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암호사용’, 마지막으로 암호 키에 한 관리지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시 복

구방안을마련하도록하는‘키관리’내용을규정하고있다.

가장먼저1항에서는, “비 번호및바이오정보는복호화되지않도록일방향암호화하여저장한다.”고규

정하고있는데, 이는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에해당하는것으로일방향암호화란, 복호화해서원

본비 번호를확인할수없도록하라는의미를담고있다.

2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및계좌번호에 해서는안전한암호알고리듬으로암호화”하도록요

구하고있으며, 이부분은기존의개인정보암호화규정이너무포괄적이고사업자부담등의이슈로인해, 명확하게

암호화 상을지정한것으로위3가지에 해서는안전한암호화알고리듬을이용하여암호화를하도록규정하 다.

4항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보관할 경우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한 가장

일반적인 응 방법은DRM을 도입하여개인정보취급자PC에서이용자의개인정보저장시암호화를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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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환경에 따라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저장 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암호설정’기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한 모니터링 및 내부 감사를 통

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ISMS 통제항목‘14.2 정

보보호정책및 책준수검토’와‘14.4 보안감사’를통해구축된내부프로세스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고시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도 정보보호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운 이 되고 있다면 충분히

응가능한내용들이어서생략하기로하겠다.

보안강도
NIST

(미국)

CRYPTREC

(일본)

ECRYPT

(유럽)
국내

안전성 유지기간

(년도)

80비트 이상

AES-128/192/256 

2TDEA�

3TDEA�

AES-128/192/256 

3TDEA

Camellia-128

/192/256

MISTY1

AES-128/192/256 

2TDEA

3TDEA

KASUMI

Blowfish�

SEED

ARIA-128/192-256
2010년까지

112비트 이상
AES-128/192/256 

3TDEA

AES-128/192/256 

3TDEA

Camellia-128

/192/256

MISTY1

AES-128/192/256 

Blowfish

KASUMI

3TDEA

SEED

ARIA-128/192-256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최 20년)

128비트 이상 AES-128/192/256

AES-128/192/256 

Camellia-128

/192/256

MISTY1

AES-128/192/256 

KASUMI

Blowfish

SEED

ARIA-128/192/256

2030년 이후

(최 30년)

192비트 이상 AES-192/256
AES-128/192/256 

Camellia-192/256

AES-192/256 

Blowfish
ARIA-192-256

256비트 이상 AES-256
AES-256

Camellia-256

AES-256

Blowfish
ARIA-256

[표 1-1] 보안강도에 따른 칭키 암호 알고리듬 분류 (출처:고시 해설서)

※ 본 표에서는 국외 암호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암호 알고리듬 중에서 국가적으로 다수 사용되지 않는 암호 알고리듬은 제외하 음

�2TDEA(3TDEA) : 두개의 키가 다른(세 개의 키가 다른) TDEA(Triple Data Encryption Algorithm)

�Blowfish : 32~448 비트의 가변적인 키 길이를 제공하므로 각 보안강도 이상의 비트를 가질 경우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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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및 기 효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9년 한해 정보보호에서 가장 큰 이슈 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고시에 해ISMS 인증의여러사항들이어떠한방식으로적용가능한지살펴보았다. 가장중요한점은,

이러한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각각의 이슈마다 응하기 바쁘고, 장기적으로 내부적인 혼

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ISMS가 구축된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던 업무에 추가하여 응하거

나, 기존프로세스를개선하여보다쉽게접근할수있는부분은가장큰장점이라고보여진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과 지속적 운 은 서비스 인프라에 한 취약성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보안을

강화하면서, 전 임직원의 보안에 한 인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사

이클을 거치면서 ∙내외적인 리스크는 점차 감소하고 이를 통해 회사는 수익극 화에 집중할 수 있는 토

를만들어갈수있으리라판단된다.

“잘 갖춰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응을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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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NHNㄜ는 No. 1 검색 포털 네이버(www.naver.com), 국내 최 인터넷 게임 포털 한게임

(www.hangame.com), 국내최초어린이전용포털쥬니어네이버(jr.naver.com), 국내최초온라인기부포

털 해피빈(happybean.naver.com)을 운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전문 기업입니다. NHN은 검색과

게임을 양축으로 혁신적이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라이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인터넷서비스지표조사에서확고한선두지위를확보하며최고의인터넷기업으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

또한NHN은핵심서비스인검색과게임분야에서검색광고, 게임유료서비스등의안정적인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시켜 국내 최고의 순익률을 자랑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하 습니

다. 이밖에도해외시장진출에있어선구적인역할을하고있는NHN은일본과중국에서탄탄한비즈니스기

반을확보하는데성공하 으며, 미국에도법인설립후게임포털이지닷컴(www.ijji.com)을런칭하는등세

계최고의인터넷기업으로도약하기위한 로벌역량을갖추게되었습니다.

2. 배경 및 목적 : NHN 보안의 문화적 배경 및 목적

가. NHN 보안의 문화적 배경 및 목적

보안에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일까요? 시스템? 강력한규제? 모두아닙니다. 가장중요한것은임직원의

마인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마다 기업의 문

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안을 지키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실행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안이

인증개요

∙ 기 관 명 : 엔에이치엔(주)

∙ 인증범위 :『한게임 시스템 운 부문』

∙ 인증취득일 : 2007년 7월 23일

∙ 수행개요 :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 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실천 문화 조성 및 정보보호

중요성에 한 인식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NHN(주) : 임직원의 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보안 캠페인/아카데미

(“내 마음속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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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생각합니다.

‘보안’이라는 단어가 갖는 딱딱한 이미지와 같이 기존 기업의 경우, 보안 솔루션을 통해 USB 포트(이동

저장매체등) 통제, 문서유통통제및사내출입규제등의매우엄격한보안통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효과가 매우 좋을 수 있지만,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음성적인 활동이 부작용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보안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NHN의 보안은 강력한 통제를 통해 보안을

지키고 있는 타 기업들과는 달리 창의성 및 도전적, 혁신적 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자율적/자발적

참여와신뢰를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

NHN의경우, 인터넷기업으로서특히한국의인터넷서비스환경을생각해보건 매우변화가많은분야

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모두 통제 혹은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NHN 환경에 필요한 보안을 하기 어렵다고 생

각합니다. 다른 말로보안을 위한 보안을하기보다, 회사 또는 서비스를지원하는입장으로서의보안이NHN

을 위한 보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자발적인 보안으로 회사를 위험에서 지킬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규제를하는방법에 한의견이나올수있습니다. 이러한방식으로는NHN을발전시키는원동

력인 창의성, 혁신적/열정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오히려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상적인 업무에서 NHN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보안사고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이와같은NHN 보안문화가건강함을반증하는것은아닐까생각해봅니다.

임직원들의 자율적, 자발적 보안 참여가 NHN과 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 임직원의 보안참여를 위하여 지난 4년간 총 5회에 걸쳐 보안캠페인을 진행하 고,

임직원의 전문적인 보안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간 총 50여회 이상의 전문 보안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

는보안아카데미를운 하고있습니다.

3. 수행 내용

가. 보안 캠페인

보안이회사문화의일부분으로보다손쉽게자리잡아, 보안인식및보안에 한수준을일정하게유지할

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위해매년실행하고있는보안캠페인에는임직원의자발적참여를위한‘보안표

어/포스터공모전’, ‘코스프레’, ‘생활보안수칙자석’, ‘포스터’, ‘웹툰만화’등다양한형태의보안인식제고

를위한이벤트를수행하여많은호응과참여를이끄는데성공하 습니다.

보안 캠페인은 소소한 부주의나 귀찮음으로 인한 보안 수칙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NHN 임직원들이 왜 이러한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간단한 카툰 형식이나 포스터로 제작하여 다 같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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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서많은임직원의참여를독려하 습니다. 선정된수칙 부분이약간의노력만으로

도NHN을지킬수있는것들이 부분이며, 조금만관심가져주의를기울이고행동으로실천할수있도록홍

보를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매년임직원이업무생활속에서지켜야할7가지항목을레인보우생활보안

교육을 통해서 그 해에 유의하고 지켜야 할 보안 수칙을 정하여 각종 홍보용 매체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서 알기 쉬운 보안수칙을 하나하나씩 마음 속에

각인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나. 보안 아카데미

보안 캠페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보안 인식을 높이는 차원이라면, 보안 아카데

미는 보안에 한 전문지식을 각 직무별, 기능별

특성에 따라 습득하게 하는 맞춤식 보안 교육 프

로그램입니다. 최근 기술정보유출 및 해킹사고

등의사고사례를통하여보안의식의중요성이인

식되고 있으며, 임직원 보안의식 향상을 위한 보

다 체계적인 보안교육 수행을 통하여, 전사차원
[그림 1-3] 보안 아카데미 교육 목표

[그림 1-2] 보안 포스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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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안마인드를제고하고, NHN 보안문화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

전사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보안 마인드(Mind)를 확립하고 개발, 기획, 디자인 등 직무별 특화 보안교육

을통하여업무수행시보안실무역량을향상시키고NHN Global 법인에 한보안수준제고활동수행이보안

아카데미의목적입니다. 보안아카데미의교육목표는임직원보안인식강화, 직무별보안역량강화를위하여

전임직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 공통 교육과 직무(기획, 개발, 운 )별 심화교육등을통한보안인식제고입니다.

그리고교육의 상은NHN 임직원, 신입직원뿐만아니라관계사의개인정보취급담당자, 개발자등을포함하여

운 하고있습니다.

보안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크게 전사보안/직무특화보안/외부직원 보안교육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운

하고자 하며, 그 중 직무특화보안은 교육 상자에 따라 크게 5개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

다. 전사공통보안은 매년 Rainbow 생활보안 교육을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생활 속의 보안을 쉽게 이해하

고접근할수있도록다양한컨텐츠를재미와흥미롭게꾸며운 중에있습니다.

직무특화보안 교육은 개발자/시스템운 자/기획자/디자이너/STAFF보안 실무과정으로 직무별 특성에 맞

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 중에 있습니다. 외부직원 보안교육은 내부 임직원의 보안인식 제고도 필요하지만,

NHN과협업하는외부직원들도NHN의회사규정을준수해야하며, 이에따른보안인식교육이반드시필요

하여 개발/운 등의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부직원들에게도 내부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

기위한교육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림 1-4] 보안아카데미 직군별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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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및 효과

보안아카데미의 경우, ’07년의 개정 개설수가 4개에서 2008년 이후에는 25개의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

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09년에는 개설 과정 중 중복으로 인한 교육 효과성 부분이

낮아지는 유사한 과정을 통폐합하여 18개로 과목수를 줄여 운 하 고,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 만족도/교육

이해도/업무 연관성 부분에서 전년도 비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과정에 한 양적, 질적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있습니다.

보다 효율/효과적인 보안아카데미를 운 하기 위해서 교육 체계의 정기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하 으며, 환경분석을통해교육 상직무/부서요구사항등을파악하고교육과정에필요한프레임워크를개

발하 습니다. 또한 질적 수준이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교육관련부서, 직무별업무기능개선담당부서, 보안조직이상호유기적인관계를통하여실무자에

게제일필요하고적합한교육체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림 1-5] 보안아카데미 개선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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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보안아카데미 개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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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1982년 출범한 비씨카드는 선진화된 신용카드 분업체계로 11개 회원사와 업무 위임관계를 맺고, “Global

Payment Service Provider”비전 달성을 위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로벌네트워크를확장하여국내제1의신용카드회사에국한되지않고지불결

제 서비스 분야의 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도래하는 산업간의 컨버전스 시 에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인프라를준비하고있다.

2. 배경 및 목적

비씨카드사는 웹서비스 상으로 2006년 9월 ISO 27001 표준 적용 및 인증을 획득하 다. 2008년 12월

“Global Payment Service Provider”비전 달성을 위해 신규 전산센터인 퓨쳐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도약

인증개요

∙ 기 관 명 : 비씨카드

∙ 인증범위 : 퓨쳐센터(’08년 10월 신규 구축한 비씨카드사의 전산센터)

∙ 인증취득일 : 2009년 11월 25일

∙ 수행개요 :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국내 표준 체계 수립,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작업,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IT보안의 수준 향상과 지속적 발전 모델을 구현 함

비씨카드(주) : 정보보호 모범사례 체계 고도화 작업을 통한 보안

수준 제고 및 인증 획득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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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다. IT 부문의 종합적 위험분석 및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정보보호표준인증사업을추진하게되었으며, 추진배경및방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가. 추진배경

(1) 웹서비스 상의국제정보보호표준적용의한계성

웹서비스 상으로만 제한된 기존의 표준 체계 적용에서 벗어나 IT 전 부문에 걸쳐 정보보호 표준 적용

및관리운 필요

(2) 국내정보보호표준의적용및인증필요성

국내기업실정에맞는국내정보보호표준(KISA ISMS)을신용카드업무프로세스에적용필요

(3) 신규사옥인퓨쳐센터에 한종합적위험분석필요

신규전산센터에 한물리적, 기술적, 관리적보안현황에 한위험분석및개선조치필요

나. 추진방향

(1) People 관점

�내부직원(People)들의정보보호생활화정착

- 내부직원들의올바른보안의식고취를위해정보보안생활가이드작성

- 보안교육을통해직원들의정보보호생활화도모

[그림 2-1] 비씨카드사 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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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관점

�국제/국내정보보호표준프로세스를신용카드업무에적용

- ISO 27001 및KISA ISMS 통제항목을포괄적으로적용함

(3) Product 관점

�데이터암호화모듈(product) 구현및가이드라인제시

- 암호화구현현황을점검하고PC와서버간데이터암호화모듈호환성구현및가이드라인제시

3. 수행 내용

가. 국제/국내 표준체계 수립

(1) 퓨쳐센터종합적취약점점검및 책수립

�국제/국내표준에 한정보보호수준점검및측정

�IDC 보호조치이행검사점검표(방송통신위원회)를기준으로신규전산센터인퓨쳐센터의보안진단을실시

(2) 상세취약점진단및모의해킹

�중요도가높은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에 한취약점진단실시

�OWASP 기준홈페이지취약점진단실시

(3) 암호화구현현황점검및구현가이드라인제시

�윈도우와유닉스간호환이가능한암/복호화모듈개발및배포

[그림 2-2] 암/복호화 모듈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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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1) 정보보호문서체계고도화

�국제/국내보안표준프로세스를신용카드업무에적용하여문서체계고도화

- 규정, 지침, 매뉴얼, 양식/체크리스트등4레벨로재정립

- 최신보안동향과보안가이드를연계한평가지표개정

- 보안점검시보안기준항목으로활용

(2) 사용자인식제고를위한정보보안생활가이드신규작성

�임직원들에게일상적으로적용되는중요한보안활동으로구성

- 정보보안이해하기, 생활하기, 더잘해보기, 사무용PC안내로구성

- 전임직원에게가이드북배포

[그림 2-3] 정보보호 문서 체계

[그림 2-4] 정보보안 생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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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국내정보보호인증체계구현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국제 (ISO27001) 및 국내(KISA ISMS) 인증 규

격에서요구하는문서를 작성하여국제/국내표준인증획득을위한제반사항제공

다. 임직원 보안 교육 강화

(1) 전직원보안교육실시

�정보보안생활가이드배포후, 동 상직무과정으로제작하여전직원을 상으로수강웹사이트오픈

(2) 특성화보안교육실시

�웹보안교육, 암호화개발교육을개발자 상으로실시함

�교육후교육만족도조사실시

[그림 2-5] 국제/국내 정보보호 인증체계 구현

[그림 2-6] 보안 교육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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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및 효과

가. 기 효과

“금융권최초국제/국내정보보호표준인증동시획득”

비씨카드는지난2008년부터전사정보보안체계재정비및보안위험평가를통한개선작업을추진해왔으

며, 지속적인정보보호관리체계운 을위해국제∙국내정보보호표준체계를구축하 다. 그동안금융권의

정보보호표준인증 획득은 특정 부문 또는 시스템에 한해 한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IT 서비스 전 부문에 한

국제인증 획득 및 전산센터에 한 국내 정보보호 표준 인증까지 동시에 획득한 경우는 금융권에서는 비씨카

드의사례가처음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비씨카드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고객에게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정보보호인프라를구축하 다.

나. 향후 발전방향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달성을 목표로 국제/국내 보안 표준 내재화를

통한다음과같이비씨카드의보안수준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할것이다.

(1) 보안점검강화

- 내부정보자산

�본사, 퓨처센터의정보시스템

�보험사업팀, MD사업팀, 콜센터팀, 업점등의정보시스템

�외부전문업체에의한취약점진단

- 외부정보자산

�재해복구센터의정보시스템

�제휴사, 자회사, 외부주문업체, 거래중개업체등

�협력업체등프로젝트수행외부인력사용전산자산

(2) 정보보안시스템의운 적적성제고

- 운 중인H/W, S/W 등정보보안솔루션의가용성및효과성검증분석

�도입목적에부합한운 및장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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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협에 한 응및기능업그레이드등

�개선방안도출및적용

(3) 지속적인 로벌수준의정보보호체계구축

- 보안솔루션확충

�GRC 인프라강화를위한보안솔루션도입

�신기술위협요소에 한위험분석및보안시스템구축

- 기존보안솔루션개선/보완

�기존보안시스템의업그레이드및보완

�국제/국내정보보호표준인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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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2000년6월MCASH라는브랜드로휴 폰결제를시작한(주)모빌리언스는국내휴 폰결제라는신규결

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인터넷의 활성화에 기여하 고 해마다 필요한 각종 결제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

함에따라유무선통합결제서비스업체로발전하게되었다.

현재 75명의 짜임새 있는 인원이 20여 개의 결제 수단을 2500여 개 기업 7000여 서비스에 제공하여 연

650억(2008년 기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주력 결제서비스인 휴 폰 결제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70%가 결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50% 이상은 월 1회 이상 휴 폰 결제로 구매를 하는 인터넷 결제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또한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정성에 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거래액

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 배경 및 목적

가. 운 환경변화와 보안 강화 필요성의 농축

모빌리언스에 있어서 보안의 필요성에 한 의식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보안강화에 한 역량이 농축되어

져이루어진것이라고볼수있다. 그첫번째는인프라개선을통한결제장애의최소화이다. 결제장애가발생

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부족한 부분에 해 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두 번째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통한 업무 연속성을 이룩한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함으로

인증개요

∙ 기 관 명 : (주)모빌리언스

∙ 인증범위 :『유무선 통합결제서비스 운 』

∙ 인증취득일 : 2009년 3월 5일

∙ 수행개요 : 유무선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모빌리언스는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기업들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는 중에 보안 관점의 올바른 프로세스 정립과 보안수준의 정량화된 평가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에 한 솔루션으로 ISMS의 방법론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보안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주)모빌리언스 : 결제에 있어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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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역시보안강화에 한역량이농축되었다

이러한 운 환경의 변화와 때마침 큰 보안적 이슈들이 발생하여 이것이 회사 존폐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인식함으로써보안강화의필요성이강하게 두되었다.

(1) 2006年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강화

2000년 사업 시작 이후 결제 인프라의 점진적인 개선 활동을 지속하 지만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다변

화와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이 기업의 중요 경쟁력이 됨으로써 기존 인프라 운 한계가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쳐의 변경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춰 2006년 하이엔드급 서버와

네트워크장비도입을통해결제안정성및운 의효율성을완성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기존 단품 위주의 서버구성에서 하이엔드급 서버도입과 가상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구성하

[그림 2-7] 고성능 처리를 위한 High-end 컴퓨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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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통합 네트워크 장비도입을 통해 L2, L3, L4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방화벽까지 단일 장비에

서모듈형태로구축하고전네트워크를이중화함에따라결제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2) 2007年업무연속성강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고도화되어 결제 장애에 한 부담감이 적어지면서 안정성을 위해

2007년 새로운 노력들이 시도 되었는데, 그것은 장애뿐 아니라 재해에서도 결제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를구축하는것이었다. 기존운 되었던장비들을활용하여메인전산센터와별도로전산센터

를 구축하고 메인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동기화시킴으로써 두 센터가 동시에

운 가능한핫사이트(Hot Site)로써구축되었다. 이러한재해복구센터의구축은보안강화를위한역량강

화의중요한축이되었다.

(3) 2008年보안능력강화

장애 및 재해에 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후 결제서비스에 한 새로운 위협 요인들의 인식이 필

요해졌고이러한인식들중에서가장시급하고중요한요인은보안강화로규정되었다. 결제데이터의중요

성을감안하여꾸준히보안강화에 한노력들을지속적으로추진하 지만, 현재상태에 한객관적인평

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아가야 할 목표 설정에 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여러가지 보안 프레

[그림 2-8] 센터 이중화를 통한 장애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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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를 검토하면서 ISMS에 해 관심을 가졌고 보안강화의 성과로서 ISMS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가시

적성과를도출하 다.

3. 수행 내용

가. 기업 정보보안 프로젝트 수행

(1) 수행목표

(가) 전사적보안의식고취

�사내임직원의기업정보보안필요성의식고취

�업무프로세스의보안적관점으로의전환

�정보보안관련법률교육

�정보보호피해사례교육

�정보보호교육정례화

(나) 기술적보안능력향상

�모의해킹컨설팅을통한취약점개선

�보안컨설팅을통한기술보안취약점개선

�시스템운 /관리의통제절차수립

�보안사고발생시의 처체계정비

(다) 관리적보안강화

�정보보호추진조직의체계화

�업무프로세스내보안정책강화

�인적/물적정보자산통제강화

�정보보호정기감사제도도입

(2) 수행프로세스

전사적 보안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발현하 고, 8개월의 보안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보

안수준의전체적인향상과체계적인관리프로세스를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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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상세내역

보안프로젝트는보안캠페인, 보안솔루션도입, 보안컨설팅진행, ISMS 인증획득의4가지카테고리로

진행되었다.

나. ISMS 인증

ISMS 인증은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보안 프로젝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속적

으로보안프로세스를유지할수있는방법이기에인증획득을보안프로젝트의최종산출물로정의하 다.

4. 개선 및 효과

가. 개선 효과

(1) 보안 역별수준향상

(가) 관리∙물리 역의보안수준은평균95%로상승

구분 상세

인증서명 ㄜ모빌리언스「유무선 통합 결제서비스 운 」

서비스 및 시스템 결제서비스, 결제지원서비스, 운 서비스 시스템, 운 지원 시스템

물리적 위치 메인전산센터, 재해복구전산센터, 본사

조직 인프라기술팀, 솔루션개발팀, 기술지원팀, 빌링개발팀

자산 유형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PC, 문서, 물리자산, 인적자산

[그림 2-9] ISMS 인증 전후 수준 비교

[표 2-1] ISMS 인증 범위



46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나) ISMS 인증결과후속조치에따른보안수준추가상승

(다) 문서보안및DB 접근제어도입에따른정보유출통제강화

(2) 개선세부내역

(가) 교육훈련성과측정및측정결과활용

(나) 비 취급인가자재정의

(다) 운 시스템소스코드제거등의개발보안강화

(라) 시스템변경기록및승인

(마) 데이터베이스접근통제및활동기록강화

(바) 공개서버에 한접근통제및무결성강화

(사) 침해사고 응및업무연속성체계

나. 향후 계획

(1) 단기∙중기추진사항

(가) 단기중점추진

�보안관리시스템개발

�DB 암호화솔루션도입및적용

(나) 중기중점추진

�업무연속성관리강화(BS25999 인증획득)

(2) 보안수준지속적향상

[그림 2-10] 보안 수준의 지속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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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개

국내 최 재학생(1만 2천여명), 최다 교과과정, 최 장학금, 최저 수업료를 자랑하는 서울디지털 학교는

2001년설립이후현재까지사이버 학의패러다임을이끌어온명실상부한 한민국No.1 사이버 학교이다.

인증개요

∙ 기 관 명 : 서울디지털 학교

∙ 인증범위 :『원격교육시스템 운 』

∙ 인증취득일 : 2008년 8월 4일

∙ 수행개요 : 사이버 학운 의 핵심요소인 원격교육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2008년 8월 수립된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학사행정 프로세스 및 정보(학적부, 성적 등)의 기 성, 가용성, 무결성을 향상시켰으며,

지속적인 체계 최적화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정보보호업무 및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서울디지털 학교 : No.1 사이버 학교, 서울디지털 학교만의

차별화 된 정보보호 운 은?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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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 학은 열린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 실천적 역량, 외지향적 기상을 지닌 진취적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교육서비스와 휴 컴퓨팅 기반의 교육서비스를 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울디지

털 학의교육서비스는국내외우수 학과기업의벤치마킹 상으로선정되고있으며, 특히세계적인IT 기

업에우리 학의노하우를전수하는등국내e-Learning 산업의위상강화에기여를하고있다.

2. 배경 및 목적

가. 구축배경

사이버 학은교육기관으로서의사회적책임과신뢰할수있는교육및학사행정서비스의제공하는것이

주요 임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학의성공적인역할 수행을 위해 서울디지털 학교는타기관과 연계되는학

적부 및 성적 정보,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평가 정보, e-Learning 인프라에 한 무결성, 기 성, 가용

성보장이라는중요한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이는 학의공신력과도직결되는중요한관리범주에속한다.

정보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립된 사이버 학은 그 운 기반 자체가 다양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정보 침해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응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상황이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의각급 학에 한정책의변화와특히IT 부문의의존도가상 적으로

[그림 3-1] 서울디지털 학교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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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이버 학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권고하는 등 법∙제도의 변화 또한 사이버 학의 체질 개

선을강요하고있다.

이러한환경적∙사회적배경을바탕으로우리 학은2008년도에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하여한국인터

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 으며 지속적인 체계 최적화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정보보호업

무및활동을시행하고있다.

나. 목 적

우리 학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정보시스템 부문의 제 2의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정보기

술, 보안, 서비스 3 요소를 총괄하는 우리 학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조직 전체의 보안인식향상, 정보 인프라에 한 체계적인 통제, 그리고 학사정보에 한 안전한 관리와

높은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의 최우선

과제로선정하 다.

3. 수행 내용

가. 고위경 진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참여 및 적극적인 예산 지원

고위경 진의 정보보호에 한 의지와 참여는 정보보호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학의 고위

경 진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보호 현안 및 규정 및 지침 재∙개정 등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

로참여함으로써하향식(Top-Down) 정보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고위경 진의정보보호의지와참

여로인해우리 학은전체정보화예산의21%에달하는정보보호예산이지원되었다.

나. 외부침입에 비한 심층적인 기술적 정보보호 조치

우리 학은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외부침입에 비하여 심층적인 기술적 정보보호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

보보호시스템을구축∙운 하고있다. 특히데이터베이스보안강화를위해웹서버/DB서버간의네트워크를

분리 구성 하 으며, 분리 구성된 DB 네트워크에 별도의 침입차단시스템 및 DB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

로써심층적인방어(DiD, Defense in Depth) 환경을갖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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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보호 전담인력 구성을 통한 업무 수행

아무리 보안성이 우수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심층적인 보안구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하더라도 해당

체계와 시스템을 관리∙운 할 전담인력이 없고 또 전담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운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면효과적이고안정적인보안운 을할수없을것이다.

이에 우리 학은 CISA(2명), CISSP(2명)으로 구성된 총 4명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에 의해 관리∙운 되는 보안운 은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심층적인 보안구성 및 시스템과 연계되어

최상의시너지효과를나타내고있다.

구분 기술적 정보보호 조치 비고

IDC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VPN, 웹방화벽(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DDoS 차단

시스템(12월 1일 예정), DB용 별도 침입차단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보안서버

(SSL), 공인인증서시스템(PKI), 통합백업시스템 외

정보보호시스템

웹 서버/DB서버 간 네트워크 분리구성 (DB 보안 강화), DB서버 접근의 최소권한

부여, 별도 침입차단시스템 및 접근제어시스템 적용으로 심층적인 보안 적용
정보보호 구성

캠퍼스(마포)

침입차단시스템, 장애 비용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VPN, VMS(백신, PC

용 침입차단시스템), PMS, IP관리시스템, 개인정보탐지시스템(이 아이), 내 PC 지킴

이(교과부 배포 보안시스템) 외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민감도에 따른 네트워크 분리구성 및 별도 보안 정책 적용 - 일반 네트워크 :

일반 교직원, 교수, 조교 사용 네트워크

- 정보관리실 네트워크 : 정보관리실 직원 및 개발용 서버 네트워크

- DMZ : 학부 실습용 서버, 외부 방문자 인터넷 지원 (무선 랜 등)

- DR네트워크 : 재난복구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호 구성

[표 3-1] 기술적 정보보호 조치내역

[그림 3-2] 단계적 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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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다 실제적인 정보보호 운 및 활동

우리 학은 보다 실제적인 보안운 및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개인정보실태점검’, ‘모의훈련수행’, ‘ISMS 운 감사’등이있다.

마. 전체 구성원의 보안인식 교육 및 내부 보안전문 인력 양성

우리 학은전체구성원의보안인식향상을위해지속적인인식제고교육을시행하고있다. 특별히연2회

시행되는보안인식교육중1회를사이버 학의온라인강의인프라를활용한온라인교육으로시행하여전체

교육참석율을향상시키는효과를거두었다.

또한 지속적인 내부 보안전문인력양성을 위해 CISA ,CISSP 과정의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전액 지원하

고 있으며, 특별히 2010년도에는 정보보호석사과정에 3명이 입학하여 내부 보안전문인력의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것으로예상된다.

구분 업무 내용 주기 및 시기 보안 적용 실적

정보자산분류 정보자산 장 관리 년 1~2회
- 정보자산 장의 정기적 업데이트

- 정보자산 별 스티커 부착

연적 보안 보안서약서 관리 상시 외부 출입자에 한 보안서약서 징구

물리적 보안
보호(통제) 구역 출입 장 상시 IDC 출입내역 관리 (마포캠퍼스)

사무실 보안점검 상시 정보관리실 보안 관리 일지 작성

접근통제
사용자 계정 관리 상시 서버 별 계정신청서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상시 비 번호 관리 장 (내화금고 보관)

운 관리

백업 관리 매일/주1회 보고 주간 백업 현황 보고서, 소산 백업 현황 보고서

로그 관리 월 1회 로그 검토 결과 보고서

보안성 검토 상시 보안성 검토 결과서

보안정책 관리 분기 1회 룰셋 관리 장, 보안정책 요청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월 1회 백신 현황, 패치 현황, PC 보안상태 점검

개인정보실태점검 년 1회 실태점검 보고서

소프트웨어 관리 분기 1회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보고서

업무연속성 관리 모의훈련 수행 년 1~2회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데이터 복구테스트 결과 보고서

복구 기술서

외부컨설팅 ISMS 운 감사 년 1회 ISMS 운 감사 보고서

[표 3-2] 정보보호 운 및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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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및 효과

2008년에 수립된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전체 구성원의 보안인식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체계

최적화와적극적이고능동적인보안운 및활동을가능케하는서울디지털 학교정보보호의핵심키워드가

되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통해 자칫 시스템과 문서로만 존재하는 보안운 이 아닌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운 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보보호업무의 큰 틀을 확립함으로써 이로 인해 보다 최적화되고

실제적인보안운 을가능케했다.

이러한 서울디지털 학의 보안운 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에서 주관하는‘2009년 정보보호 상(우수

상)’을수상함으로써, 그우수성을 외적으로평가받게되었다. 서울디지털 학교는이러한보안운 을더욱

심층적으로 적용하고자 2010년도에는 서버 보안(Secure OS), DB 암호화시스템, DRM 등의 시스템 도입 및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예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내부 보안전문 인력 양성과 외부 전문가컨설팅(위험분석,

취약점분석, 모의해킹, ISMS 운 감사)을 시행하여“No.1 사이버 학교”의 위상에 맞는“No.1 정보보호 학

교”를실현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그림 3-3] 교직원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인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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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개

사이버한국외국어 학교는한국외국어 학교를운 하고있는학교법인동 육 회가설립한사이버 학

이다. 2004년 3월 사이버외국어 학교로 개교하여 2008년 4월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 사이버한국외국

어 학교는 외국어특성화 학으로서 어학부를 포함한 외국어계열과 경 학부를 포함한 사회계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회계열의 전공과 외국어계열의 연계전공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 학교는 한국외

국어 학교가쌓아온 55년의 외국어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재현하여 외국어능력과현장 실무능력을갖춘

로벌리더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사회계열과외국어계열의복수전공을장려하고교양과정에다양한외국어강좌를개설함으로써국제화능

력을배양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있다.

■ 외국어 특성화 학 : 실용적 외국어교육 커리큘럼과 공인 받은 우수 콘텐츠

사이버한국외 의교과과정은‘전문성’과‘실용성’에중점을두어자격증취득과함께실무에바로적용할

수있는능력을배양하도록구성되어있다. 어학부에서TESOL을전공한학생은졸업시TESOL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학부에서 한국어교육실습 등 해당 역별 지정 학점을 이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다.

사이버한국외 의 콘텐츠의 우수성은 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공모

한‘원격 학경쟁력강화콘텐츠개발과제’에서2005~2007년3년연속최우수∙우수콘텐츠에선정되었고

2009년에도최우수콘텐츠로선정되었다.

인증개요

∙ 기 관 명 : 사이버한국외국어 학교

∙ 인증범위 :『원격교육시스템 운 』

∙ 인증취득일 : 2009년 3월 5일

∙ 수행개요 : 온라인 교육의 정보보호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학생들의 신상정보, 학사정보 등 중요 정보

유출에 한 내∙외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여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사이버한국외국어 학교 :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원격

학의 사이버교육 신뢰도 향상



제3장 사이버 교육 서비스 분야 모범사례 55

■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학 : 해외 우수 학 학점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이버한국외 는 방학기간 동안 미국 하와이 학, 중국 남경 학, 일본 벳푸 학, 만 국립사범 학 등

해외우수 학과공동으로‘장∙단기언어연수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연수에참가한학생들은현지언

어문화를 직접 체험할 뿐 아니라 해외연수 학점인정 제도에 따라 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

도가 단히 높고 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국어학부는‘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과정을 마련하

여학생들이해외에서현지외국인들에게한국어를교육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실습시간별로일정학점

을인정해준다.

■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학 : 석∙박사급 튜터 제도와 오프라인 수업 실시

사이버한국외 는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사관리 시스템

을운 하고있다. 표적인프로그램이‘튜터(tutor)제도’다. 석∙박사학위과정의전문인력으로구성된튜

터제도는전과목에걸쳐학생개개인의학습활동보조및학업독려, 학습진도관리, 출석관리, 1:1 외국어첨

삭지도, 주말 오프라인수업을 도와줌으로써 온라인 강의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준다. 또 학기 중 매주 주말

마다 전 학부에 걸쳐 30여 개의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시스템(Blended learning system)을운 하고있다.

2.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에 힘입어 웹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

보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제 강력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정보보호 활동은 기업이나 학, 연구소 등의 주요 자산인 정보시스템과 핵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요소가되었다.

인터넷 환경에 기반 한 정보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두되면

서사이버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고등교육기관들이증가하고있다. 사이버교육서비스가온라인상에서이루

어지는교육이라는특수성때문에학생들에게는많은편의성을제공하는반면에악의적인해킹위협에노출되

어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에 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신상정보 및 학사정보 유출에

한 ∙내외위협을철저히차단하여안정적인교육환경을제공하는것은본교의신뢰도확립을위한필수과

제이다. 사이버한국외 는2009년3월5일에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취득하 으며, 이를통해사이

버 학교육시스템의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큰토 를마련하 다. 사이버한국외 는향후연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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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사후관리심사를 통해 ISMS 인증의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를체계적으로구현할계획이다.

3. 수행 내용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일회성 보안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 되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본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운 환경에 최적화 된 체계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

는 ISMS 각 통제 역별 인증기준과 학교의 운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Gap을 도출하고 목표보안수준을 설

정하여 단계별 정보보호 이행계획을 수립하 다. [그림 3-4]에서와 같이‘현황분석’→‘ 책수립’→‘구현 및

이행지원’→‘사후관리’의 과정을 운 하면서 책수립 단계에서 수립된 역별 정보보호 이행계획을 즉시

(Quick-Fix)/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이행하 다. 또한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안

준수사항을 교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보안점검 및 IT보안감사 활동을 통해 준수여부를 점검하

고적발사항은시정되도록하 다.

이러한과정을통해ISMS가궁극적으로추구하는PDCA(Plan-Do-Check-Act)모델기반의체계적보안

관리활동이이행될수있도록하 다.

[그림 3-4] 단계별 정보보호 수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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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분석

1) 범위설정

사이버 학은 원격교육시스템(학습관리, 학사관리, 기타사이트 관리)을 통하여 학운 및 학관리업무

를 수행한다. 현황분석에서는 본교 원격교육시스템 및 운 인력( 학 내∙외부관계자)을 상으로 하 으며,

인증범위를원격교육시스템운 으로설정하여분석하 다.

2) Gap 분석

2-1) 관리∙물리적보안현황

개인정보보호를포함하여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각보안통제 역별로자체평가한결과평균27점으

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많은 역에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기존

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가용성 보장 중심의 설비 확충과 운 에만 초점을 두었고 정보보

호 관련 내부 규정이 부재하 기 때문이므로 관련 정책 및 세부 지침 수립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단기간 내

개선가능할것으로파악되었다.

[그림 3-5] 관리∙물리적 정보보호 수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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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보안현황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PC, 서버, 네트워크 장비,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및 DB, 웹 방화벽 등

주요 보안장비에 해 기술적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적으로‘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도가

높은웹취약성이발견되어이에 한 책적용이필요한상황으로파악되었다.

2-3) To-Be 보안목표설정

앞단계에서수행한 역별Gap 분석및취약성진단결과를근거로본교의정보시스템인프라각 역별정보보

호수준, 내부의정책적지원노력, ISMS 인증시급성등을고려하여‘우수’의정보보호권장수준을 설정하 고,

이를실현하기위해정책, 조직, 기술적보안등전반에걸친정보보호 책구현이필요한상황으로파악되었다.

[그림 3-6] 기술적 정보보호 수준 현황

[그림 3-7] 정보보호 현황 및 향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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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 수립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To-Be 목표 수준을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행계획을수립하 다.

�관리∙물리적보안부문에서는정보보호정책수립, 보안조직구성, 자산분류및통제, 운 보안, 접근통

제, 개인정보보호등보안통제 역별로세부이행과제를통해구체적이행내용을제시하 다.

�기술적 보안 부문에서는 PC, 서버, 네트워크,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장비 등 기술적 조치 및 장기적 세

부이행과제를통해구체적이행내용을제시하도록하 다.

�각 보안 부분 중 시급하거나 비용적 투자가 필요한 이행과제 등은 학 정보화위원회를 통한 별도 관리

하에빠른의사결정및 책수립이가능하도록하 다.

다. 구현 및 책 이행

현황분석(Gap 분석 및 취약성 진단)결과로 도출한 분야별 주요 문제점 개선 및 책방안에 해 8개의 중

점추진과제를도출하고상기와같이구현및 책을이행하 다.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정책서 1부, 하위세부지침 관리부분 9종, 기술∙물리부분 10종에 한 정보보호

정책을수립하 으며규정화하여공표하 다.

�정보보호조직구성및책임역할을정의하여임명하 다.

�외주운 에관한계약서에보안요구사항을반 하 으며, 정기적인보안점검및감사를실시하 다. 또

한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계약 이전까지의 추가보완조치로‘업무 협정서’를 체결

하여보안요구사항이준수될수있도록조치를하 다.

�유형별 정보자산 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주기적인 자체 보안점검과 IT 보안감사 활동, 취약

성 책이행확인활동을강화하 다.

�주요업무취급부서에 한통제구역정의및출입통제시스템도입, IDC 내주요시스템보호를위한전

용CCTV 설치, 사무실보안강화를통해물리적보안을강화하 다.

�사용자계정및패스워드지침수립을통해계정등록/변경/해지에관한절차를수립하고, 정기적인접근

권한검토, 불필요한서비스제거, 관리공유해제, 로그분석등을통해시스템보안을강화조치하 다.

�네트워크보안 강화를 위해서 IDC접근 시 암호화통신(VPN도입), 웹접근시통신채널암호화(SSL도입),

학내망내부접근통제를위한포트별VLAN 사설IP 할당, 학내망침입차단시스템(FW)을도입하 다.

�Application/DB 보안강화를 위하여 입력 데이타 검증, 내부처리 검증, 출력데이타 검증, 보안로그,

접근권한통제, 다중접속제한시행및DB 보안솔루션은구축을위한예산반 을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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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후관리

본교의 보안수준 현황분석 결과 초기‘미흡’수준에서 책 이행을 통해 보안수준을‘우수’로 향상시켰다.

그러나지속적인보안관리및운 현실에맞는정책이설정되지않을경우시간이지남에따라다시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교는 상기와 같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운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를유지하여나가고자한다.

�매달셋째주수요일은“사이버보안진단의날”을운 하여보안자가진단및보안인식향상이될수있

도록운 한다.

�현재운 중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실무및업무상부득이하게발생하게되는문제점을모든현업부서

와공유하며현실에맞는관리체계가될수있도록개선한다.

�주기적으로 교직원 상“지식나눔 런치 시간”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전문가를 통한 세

미나등을진행하여지속적인보안인식을가질수있도록한다.

�정보보호 이행계획의 실행에 관한 학교 임원진의 정책적 지원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인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학내보안활동의성과보고및주요이슈사항에 한정책결정을시행한다.

[그림 3-8] 지속적인 보안관리를 통한 보안수준 강화



제3장 사이버 교육 서비스 분야 모범사례 61

4. 개선 및 효과

가. 객관적인 보안수준 현황파악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가능

기존 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보안 업무의 진행 등은 내∙외부의 보안사항 발생 시 응책으로 운 해

왔으며, 투자부분도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운 은 현황파

악을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가되었으며, 그에따른중장기계획도체계적인수립이가능하게되었다.

나. 학생들의 신상정보, 학사정보 관리에 한 운 자 보안 인식 향상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사이버 학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

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사이버 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한 교육내용뿐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환

경을제공하여야한다. 이에학생들은안정적인기반하에서학업에매진할수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은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상정보 및 학사정보 유출에 한 ∙내외 위협을 철

저히차단하기위한과정이었으며, 더나아가 학운 자의보안인식향상을통해, 발생할수있는위험요소

를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한과정이었다.

다. 온라인 교육의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향상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학이 출범하 지만, 학운 및 서

비스제공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 던 것이 현실이었다. 정보보호관

리체계 수립은 사이버 학이 한 차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고등교육

기관으로도약할수있는디딤돌이된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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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 1999년 국내 PC통신, 인터넷 사업의 핵심 분야 경력을 지닌 전문 인력을 중심으

로 설립된 IT 기술과 IT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젊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 다. 설립 후 2001년 법인 전환과

함께 정보보호 교육훈련 분야 및 정보보호인력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 경험 및 교육훈련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지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기업으로 한국

을 표하는 정보보호인식(Security Awareness) 전문기업으로 예방적 차원의 지식정보보안서비스, 정보보

안체계수립및수준진단∙수준제고를돕는전문기업이다.

본사는광주에, 지사는서울에위치한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경험과지식으로무장한핵심인력을보유하

고 있는 정보보호인식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의 지리적 위치와 제약과는 관계없이 이미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정책사업의수주, 중요기관및주요그룹의정보보호관리체계의수립, 정보보호인식컨설팅경험은정보보호

인식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직의 비즈니스에 한 고객 신뢰성 확보 및 내부보안 강화

인증개요

∙ 기 관 명 : 한국정보보호인식(주)

∙ 인증범위 :『전사』

∙ 인증취득일 : 2009년 9월 4일

∙ 수행개요 : 전체 사업 역을 인증범위로 하여 업무시스템의 보안 강화, 보안컨설팅 산출물 유출통제, 교육서비스

고객정보 관리체계, 지식자산에 한 보호체계, 시설 인프라는 물론 보안컨설팅, 교육고객 정보 등의

정보(Data)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운 하 으며, 특히 내부 정보유출 통제를

목표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중점을 둠

한국정보보호인식(주) : 정보(Data) 자산의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보안통제의 적용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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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2009년8월에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획득하 다.

향후 1~2년 이내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보호인식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노력하고있다.

2. 구축배경 및 목적

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 기업 구성원의 인식정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수준, 정보보호 기술적용 가능성

등을 적용하여 내부자산 및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한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심사기준의정보보안규정과지침을토 로운 중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존재하고있다.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부서(팀)에 기존보다 강도 높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

었고, 특히 고객 프로젝트를 통한 취약점 진단, 위험평가, 연구보고서 등의 각종 산출물과 국비훈련, 기업교

육서비스를통한고객정보등의중요정보(Data) 자산에 한분류와보호 책, 업무기준마련이요구되었다.

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 2009년 9월 4일에 회사의 중요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

는인적자원, 업무프로세스및정보시스템모두를포함하여“전사범위”의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취득하고

이를유지하고있다.

3. 수행 내용

▶ ISMS 추진경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 획득을 통하여 회사의 ISMS 안정적 운 과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도모하

고, 나아가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및교육기관활성화, 외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한다.

[그림 4-1] ISMS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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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수행 포인트(1) :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리과정

조직에서ISMS를효율적으로기능시키기위해서는기작성한보안정책을기초로정보보안 책의계획으

로부터 운용, 감사, 보고, 개선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ISMS 인증 기준

의5단계관리과정을되풀이해행하는것으로정보보안수준의향상을도모한다.

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5단계정보보호관리과정에따라[1단계] 정보보호정책서및세부지침(총17종) 개

정 및 배포(2009년 2월 6일), [2단계] 전사를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 [3단계] 위험평가 실시 및 정보보호 책

선정, [4단계] 정보보호 책 단계적 구현, [5단계] 사후관리(보안감사 실시, 관리체계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등)를수행하 다.

▶ ISMS 적용 포인트(2) : 정보(Data)자산 위험관리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기업에 비해 열악한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에 제약이 있어

한정된자원을가지고효율적이고효과적인정보보호투자를이루어내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정보보호인식(주)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

[그림 4-2] ISMS 관리과정 단계별 세부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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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구성원의인식정도, 기술적용가능성등취약성분석결과에따라현보유자원을활용한부문별개선과정

이 이루어졌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경 진의 정보보호 마인드, 직원의 인식, 정보(Data)자산의 운

관리 등을 정보화전략, 경 전략으로 연결하여 일상의 비즈니스, 업무 활동간에 자연스럽게 정보(Data)자

산을보호할수있도록하 다.

가. 정보(Data)자산 식별 및 평가

자산분석은 위험 분석 및 평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자산분석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정보자산을식별하여정의하고, 해당자산이가지고있는중요도를산정하여자산의가치를평가하는

작업이며, 이러한자산분석을바탕으로위협및취약성분석을수행하고추후정보보호 책수립의기초자료

로 활용된다. 회사 전사의 범위내의 정보자산은 시스템(서버), 네트워크장비(스위치, 라우터), 정보보호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설비장비(CCTV, 출입통제시스템, 내화금고, UPS), PC(인증범위 PC-업무용, 교육용), 정보

(Data)로구분하고정보자산식별및분류, 자산형태, 책임자, 사용부서, 용도등을포함하여목록화하 다.

회사 내 정의한 정보자산 목록을 조사한 결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수가 방 하기 때문에 적절

한분류기준을정의하고, 이에따라구분하여파악하게함으로써자산의중복이나누락등의문제를최소화하

도록그룹화하 다. 결론적으로, 자산범위내에포함되는자산유형에 한식별은아래와같이이루어졌다.

정보자산의 가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또는 접근허가 정도, 정보(시스템)의 비인가 변경 시의 손실가

치, 정보(시스템)의 사용불가 시 복구비용 등 자산에 한 Confidentiality(비 성), Integrity(무결성),

Availability(가용성)의3가지(이하C, I, A라표기함) 측면을고려하여측정하 다.

NO 자산그룹 자산번호 정보(Data) 관련시스템

1 재무/회계 정보 DA-1 재무회계 처리 데이터 파일서버

2 개인정보
DA-2 학생정보

파일서버
DA-3 이력서

3 교재개발 정보

DA-4 Linux System Security

파일서버DA-5 Linux Sever Network

…… ……

…… …… …… …… ……

8 출입통제 데이터 DA-28 출입통제 로그정보 파일서버

[표 4-1] 정보자산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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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협 및 취약성 분석

앞서 목록화 한 정보자산에 의하여 각 자산들의 가치를 산정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정보(Data)자산의 위

협유형은내부정보유출과관련하여내부자, 외부자, 시스템(네트워크), 하드웨어, 전원공급등의유형으로기

준을수립하 다. 정보시스템이나조직의목표에손해를유발할수있는주요취약성과보안취약점진단결과

를기반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통제항목에따른관리/물리/기술취약성목록을작성하 다.

다. 위험도 산정 및 기존 응책 파악

위험도 산정은 앞 단계에서수행한 자산의 가치(C, I, A)와 위협 및 취약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

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응책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위해서실행하고있는보안 응책을파악하고, 이에근거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보안 응책을추출하

여야한다. 현재적용중인 응책은담당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파악하 다.

구분 취약성 내용

관리

보안 정책
정보보호 정책 미흡

운 보안 지침 미흡

보안 조직 및 인원

정보보호 위원회 부재

정보보호 담당자 미지정

정보보호 담당자별 보안책임 및 역할 부여 미흡

외주업체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 명시 미흡

자산분류 및 통제 정보자산 분류 미흡

보안교육
주기적인 보안 교육 미흡

보안교육 홍보 및 직원 인식 부족

위협 위협 설명

내부자의 논리적 접근 내부의 인가자 또는 비인가자가 시스템(DB)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보 유출, 변조, 삭제 수행

내부자의 물리적 접근 내부의 비인가자가 시스템(DB)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보 유출, 변조, 파괴 수행

[표 4-2] 위협유형(예시)

[표 4-3] 취약성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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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Data)자산 보안 책

정보(Data)자산 보안 책은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그로 인한 향의 최소화와 빠른 복구 등이 포함된다. 보안 책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

호조치로서 절차, 기법,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 다. 특히 컨설팅을 통한 산출물, 교육을 통한 고객정보, 교육

교재등과같은중요자산을효율적으로보호하기위해업무수행공간, 문서및전산자료보호 책, 인원보안

책을현업실무담당자가적용하도록쉽게정의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인원, 시간, 예산, 정보자산의 특성, 조직 문화 등과 연계된 많은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보

화시스템을도입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회사내정보보안규정∙지침개정, 세부과제로도출된운 과정

자산명 문서 자산 중요도 C(M), I(M), A(M)

위협 취약성
기존 응책

위험도

위협항목 평가 취약성 내역 평가 C I A

내부자의

물리적 접근
L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폐기

절차 미흡
L 정책에 폐기절차 명시 운 중 4 4 4

자산 반/출입 통제 미흡 및

자산 반/출입 통제 지침 부재
L

운 정책에 반 출입 통제 명시

시행 중
4 4 4

외부자의

물리적 접근
L

출입통제 지침 부재 및 출입통제

기록 미흡
L

지침에 따라 4F, 5F에서 통제

및 기록
4 4 4

위협항목 취약성 내역 보안 책 보안활동 방안

내부자

논리적 접근

사용자 문서관리 및

보안인식수준 제고

문서에 한 보안규정에 따라 통제

- 문서의 보관과 접근통제, 버전 관리 등

시설 및 장비에 한

접근통제

시설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접근통제

- CCTV 및 출입통제관리시스템

- CCTV 월1회 점검

- 출입통제 기록 월 1회 점검

내부자

물리적 접근

서버실 출입통제

백업, CD, 전산자료

- 접근통제 여부

-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업무를 유지

담당자 마다 보안서약서

네트워크 설치

침입탐지시스템

백업 자동백업(Backup Safe)

네트워크 설치 관련 자료에 한 백업(2차 소산백업)

침입탐지시스템 보안정책 적용

기타 기록 및 자료에 한 물리적 접근통제

[표 4-4] 위험도 산정(예시)

[표 4-5] 정보(Data)자산 보안 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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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이행하고자 했다.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과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위협이나취약성을고려하여지속적인위험관리를위해서는중∙장기과제로선정하고정보보호마스

터플랜에반 하여수행해야할필요가있다.

4. 개선목표 및 기 효과

▶ 개선목표

첫째로, 직원의 보안의식이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ISMS 수립 이전에는 명확한 지침이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개개인이관심이없었다. 하지만ISMS 수립후, 직원및교육생 상으로보안인식교육과ISMS 수립

목적을통하여보안필요성을깨닫고준수하기시작하 다.

둘째로, 파일서버를구축하여프로젝트산출물, 교육교재등중요한정보자산에 하여일괄적으로관리하

도록 하 다. 관리만 하는것이 아니라 자동 백업솔루션을이용하여주기적인백업 수행과 월 1회 소산백업을

통해정보(Data)의관리에신경을쓰기시작했다.

셋째, 취약성 분석 프로세스를 재정하 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만, 진단결과의 미

흡및정확도부족으로취약점분석점검사항을재정립하여더욱보다확실한점검이가능할수있도록하 다.

넷째, 물리적인 보안의 강화를 목표로 하 다. 기술적인 보안에 비해 물리적 보안의 미흡함을 파악하여 인

증범위내건물(4F, 5F)의출입장치이외에서버실, 임원실, 시험센터등출입통제시스템, CCTV 장치를도입

하여출입문관련로그와CCTV의정보를주기적으로분석함으로써접근권한및책임추적성을강화하 다.

▶ 기 효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인증을 받는 것은 외적으로 잘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서는안된다. ISMS의구축∙운 을통해서기업전체가종합적이고일관성이있는정보보호관리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조직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수있다는것이다.

현재 정보보호 교육 및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있는것이므로, 외적으로는“ISMS 체계하의모든보안활동을실제하고있는기업이정보보호전

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경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전사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교육을통해조직구성원들의보안의식과기술수준을한단계이상끌어올릴수있었다.



부 록

부록1 최근 정보보호 이슈 살펴보기

부록2 Log in KISA의 ISMS 인증

부록3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현황(2009.12 기준)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결함 분석(Top 10)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자료 이용

� 만화로 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업체 로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7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부 록

부록1 최근 정보보호 이슈 살펴보기

� 기업보안을 위한 위기 응 및 위험관리 전략

(주)안철수연구소ㅣ김 지 훈 분석2팀장

우리는 지난해 7.7 DDoS 란을 통해 규모 사이버보안위협의 위험성에 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보안위협은정해진시간에발생되는예측할수있는속성의산물이아니다. 지속적인정보수집과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 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전열을 갖추고

있을때만이보다안전한IT 인프라운 이가능해진다.

1. 위기 응 인프라의 필요성

위기관리(Risk Management)는 급변하는 보안위협환경에 빠르게 응함으로써위험을 완화하여 비즈니

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현재의 위기관리체계가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한 충분한 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위기 응 인프라만이 잠재적인 침해요인

을조기에발견하여사전에제거/감소시킴으로써침해의발생자체를미연에억제/방지하거나, 일시적인보안

위협발생시이를감지하여즉각적으로신속한 응/복구활동으로연결될수있다.

▶ 실무 위주의 위기 응 전문 인력

폭넓은Case Study와다양한경험을바탕으로한전문가집단의형성이필요하다. 기업내에이미발생한

적이있거나, 공격가능성이높은잠재된보안위협을 상으로시나리오기반의위기 응매뉴얼(노하우)이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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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있어야하고, 사고발생시즉각 응할수있도록전문가집단의꾸준한 비태세훈련이요구된다.

▶ IT 보안 인프라에 한 아낌없는 투자

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은오래전부터전체예산의10%를보안에투자해오고있다. 하지만우리의현실은1% 투

자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안 인프라에 한 적절한 투자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한번의 피해로 사후복구에 얼마나

많은비용이투입되어야만하는지우리는이미많은경험을했다.

▶ 보안위협에 한 신속한 정보 공유 채널 확보

기업 보안을 담당하는 많은 외부 협력자들이 존재한다. 각 기업 보안 담당자는 외부 협력자들과 함께 보안

위협에 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응방안을 도출하고, 기업의 실 환경에 적용하는 등 안정적인 응 인프라

유지활동을항상수행해야한다.

▶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위기관리 의식

현보안위협 응패러다임은전사적인 응모델이요구된다. 모든임직원이내집지키듯내PC를보호하

는생활화를통해기업의보안이시작된다. 내부주의로인해기업뿐아니라국가보안도위협할수있다는사

실을잊지말아야한다. 각기업의보안담당자는임직원들의자발적인보안활동을유도하고, 정기적인보안의

식함양교육(Awareness)을통해회사의보안수준을향상시키는데적극적인지원자역할을수행해야한다.

그림 1-4 ISMS 인증 필요 분야
[그림-1] 사이버보안 위기 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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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관리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

기업에적합한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전략수립및실행을통해가능한모든보안위협으로부터보

호되어야하고, 침해사고가발생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 위기관리 전략 수립

보안(Security)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중요 정보 자

산에 한 비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함으로써 한 기업의 비즈

니스연속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최근보안위협은지능화되고복합적이며, 로벌한확산이동반되기도

하지만때로는공격 상이뚜렷한(타케팅) 특징을갖기도한다. 따라서, 다양한보안요구사항을해결할수있

는종합적인 응전략수립이동반되어야한다.

▶ 위험관리 사이클

위험관리를 위해 기업 성격에 맞는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론과 보안통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한번수행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 지속적이고반복적인순환과정을통해급변하는보안위협에 해

언제라도신속한 응수준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활동이된다.

▶ 위험관리 활동

우리가 지켜야 할 정보 자산에 한 가치 평가, 내재되어 있는 위험 분석 및 취약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

그림 1-4 ISMS 인증 필요 분야[그림-2] 위기관리 사이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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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한다. 새로운취약점이나기존에발견된취약점이보호되고있는지, 이들을악용하는보안위협이기업

내에발생하고있지는않는지지속적인관찰(모니터링)이요구된다.

위험분석및취약성분석을통해보안위협의정도에따라, 사전/사후 응, 또는위험도측면에서의상/중/

하를토 로기업내에서어떠한 응체계로보안위협에 응해나갈것인지결정해야한다.

또한, 현존하는 보안 인프라 만으로는 새로운 보안위협을 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동일한 유형의 보안솔

루션이라도 최근의 보안 응 기술이 포함된 진일보한 솔루션으로의 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내의 보안 인프라를 재조명하고 이에 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속성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현실적인보안인프라의개선이요구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험관리 사이클을 통해 보안위협에 한 예방, 탐지/분석, 응, 복구의 일련의 과정들이 시의 적절한 것

인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주기적인 점검활동이 기업의 보안 목표수준을 유지하는

데중요하다.

아무리 큰 비용을 들여 구축한 보안서비스 인프라라도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해 적절히 응하지 못한다

면, 보안 인프라에 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위기 응 체계는 자멸하게 될 것이다. 보안 인프라를

잘동작시켜줄수있는윤활유역할은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을통해가능한일이다.

[그림-3] 보안위협에 한 예방 및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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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발생시수행해야할제반사항은미리준비/계획하고, 다양한보안교육활동을통해보안인식을제고

하도록 한다. 정보자산에 한 주기적인 보안 취약성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침해징후나 징조탐지 시, 초기 분석을 통해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침해에

해즉각적으로 응할수있는태세를강화시키기위한지속적인훈련또한필요하다.

3. 정보보호에 한 의식 전환 필요

첫째, 기업보안의 시작은 임직원 개개인의 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더이상보안이전산담당부서, 보안담당부서만의책임이아니다. 전산담당자또는보안담당자의역할은임

직원의 보안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집을 보호하지 않아 중

요한 물건이 도난된 경우, 그 책임을 경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도어락 설치 등의 보호수단이 생활에는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하는 사용자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IT 환경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임직원 개개인이 자기 컴퓨터를 내 집 보호하듯

지켜내는데적극적인참여가선행되어야한다.

둘째, 보안의 유지는 보안 생활의 습관화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

보안과사용자편이성은동전의양면성을갖는다. 보안이강화되면편이성이위축되고, 편이성이좋아지면

안전한정보자산운

∙사용자계정및패스워드를안전

하게설정

∙웜 바이러스를 포함한 악성코드

방지 방안 수립

∙백신 최신 업데이트 유지

∙공개서버가위치한DMZ 구간에

한 접근 제어

∙침해사고 응정책및절차수립

∙침해 유형별 응 전략

지속적인모니터링

∙보안취약점점검및결과에 한

보안 책적용

∙로그의점검관리

∙시스템/네트워크/응용프로그램

∙비정상적네트워크모니터링

∙주기적인 응훈련실시

보안교육및홍보

∙보안침해사고예방교육및홍보

활동을통한보안인식제고

[그림-4] 침해사고 예방 및 응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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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보안을 불편하고 귀찮은 일로만 여긴다면 보안을 생활화하는 데 게을러지

게되고보안의구멍이생기게되어언젠가피해로돌아오게된다. 외출하면서문잠그는것을귀찮아하는사

람이있던가. 오히려문을잠그지않은것에불안해하던기억이더많을것이다. 이처럼보안이라는것도습관

화하는 것이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인

식을 지금부터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루 아침에 과거의 습관을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이다. 따라서임직원의노력과더불어경 진의굳은의지가함께동반되어야큰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

셋째. 보안은 서비스적인 속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어떠한 프로그램도 완전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내재된 취약성을 갖고 있어 공

격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예,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공격).

따라서, 벤더가 제공하는 보안패치를 신속하게 적용할 의무가 있고,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의 엔진으로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적인 마인드와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오래 전의 백신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공

개된 취약성에 해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보안 서비스를

관리하는습관이필요하다.

넷째. 보안의 주체는 모든 임직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사의 보안정책은 다양한 보안솔루션을 통해 지원된다. 정보자산을 어떠한 보호수준으로 지켜낼 것인지,

어떠한 보안솔루션을 도입/적용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설계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정책을 운 하고,

따르는것은임직원들의몫이다. 회사의보안지침에따라도입된기업에적합한보안솔루션을잘운 할의무

가있다. 항상최신으로엔진업데이트를유지하고정기적인검사와치료활동을펼치게된다. 다시말해, 보안

솔루션을 통해 보안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지가 있을 때만이 보안솔루션은 보안을 도와주는

진정한도구가되는것이다.

보안의주체는보안정책을수행하는사용자개개인이라는것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78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자산 관리 방안

(주)씨드젠ㅣ김 휘 표이사

1. 정보의 취급∙관리 중요성 두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정보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면서 정보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금전적 이득을 목

적으로하는개인이나기업이가지고있는정보의유출은해킹기술의발전및도덕적해이등으로인해더욱가

속화되고있다. 또한, 최근의신용정보및산업기 , 개인정보등과관련된법률의제∙개정으로사회나고객,

국가는또하나의이해당사자로서의힘을발휘하고있으며이로인한기업의책임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적절히 응하기 위해 기업은 위험관리를 수행하

여야한다. 위험분석수행에있어서보호해야하는 상이IT 인프라중심에서‘정보데이터’라는무형의자산

으로 옮겨감에 따라 정보의 속성이 반 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자산식별 및 평가, 위협분류 및 평가, 취약

점 분석, 위험평가로 진행되는 위험분석 프로세스에서의 정보 속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

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정보데이터’의 식별

기존 위험분석에서 자산의 식별은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버 등 유형의 정보시스템을 주요 자산으로 식별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식별 방법은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생성부터 파기

에이르는생명주기(Life cycle)를거치면서형태가변하는특성을갖는‘정보데이터’자산에는적합하지않다. 

‘정보데이터’를 출력물, 전자정보 등의 형태에 따른 식별만 수행할 경우, 재생산되거나 가공 및 복제되는

‘정보데이터’의특성으로인해자산중요도(등급) 형태와함께변동할수있게되어유출또는노출등의위협

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데이터’는‘형태’와 무관하게, 포함된 정보의 종류에 따라

식별및분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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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데이터’가 이용되는 범위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만 서비스되는‘내부정보’,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지

만 필요에 의해 기업 외부에까지 서비스되는‘접점정보’, 기업 외부에 서비스되는‘공개정보’로 구분하여

식별한다.

[그림-5] 정보데이터 life cycle에 따른 이용 행태(예)

[그림-6] 이용 범위에 따른 정보데이터 식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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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부의 허가된 사용자로 이용이 제한되는 업정보, 핵심기술

정보, 고객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접점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 내부정보와 외부정보의

조합으로생성되는정보등으로분류할수있다. ‘공개정보’는외부불특정다수에게제한없이공개되는정보

로기업의홍보정보, 상품정보등이해당된다.

가. 기업의 내부 지원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정보데이터’의 식별

[표-2]와 같이‘정보데이터’를 식별함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될 수 있는‘정보데이터’가 있다. 정

형화되지않은‘정보데이터’중CCTV 상, 지문정보등이해당된다.

기업에서 출입통제 수행으로 생성되는 CCTV 상, 지문정보, 홍채정보와 같은‘정보데이터’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로반드시식별되어관리되어야한다.

출입통제 관련 설비 및 매체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 총무팀이나 시설관리과와 같은 지원부서에서 관리되는

반면, 기업내정보자산의식별업무는IT 조직에의해수행된다. 이러한정보자산식별과정에서해당설비나

매체는 자산으로 식별되지 못하고, 이는 저장된‘정보데이터’의 식별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CCTV 및 모니터링 설비, 지문∙홍채인식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같은 하드웨어 정보자산의 식별이 선행되어

야하며, 해당장비를통해생성되거나저장되는‘정보데이터’는식별되어이용행태에따라관리되어야한다.

식별자 분류 내용

내부

정보

임직원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

고객정보 사업과 관련된 고객의 개인정보

업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정보

기술정보 사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접점

정보

고객정보 고객정보 중 일부가 동의를 얻어 공개된 정보

업정보 업정보의 중 일부가 사업 위를 목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정보

공개

정보

홍보정보 기업 홍보를 위한 공개정보

상품정보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개정보

[표-1] 정보데이터 분류(예)

구분 관련 정보데이터 설명

개인 관련

정보데이터

생체정보 - 지문, 홍채 정보 등

위치정보 - CCTV 상파일, 휴 전화나 RFID 등으로

수집된 위치정보

기업에서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CCTV 상, 지문정

보, 홍채정보 등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로 반드시 식별하여 관리

[표-2] 기업의 내부 지원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정보데이터’의 식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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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제공 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정보데이터’의 식별

기업의내부지원업무수행시생성되어누락되는‘정보데이터’외에서비스제공시부가적으로생성되어

식별되지 못하고 누락되는‘정보데이터’가 있다. 웹 서비스 제공 및 이용으로 생성되는 웹 로그, 사용자 쿠키

파일,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트랜잭션로그파일등이해당된다.

여성구(2009)1) 의 논문에 의하면, 웹 서비스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지하지 못

하는 사이에 웹 로그, 쿠키파일, DBMS 로그에 저장된다. 이러한 로그파일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에 따

라서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와같이해당정보에포함된사항에의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

정보와아이디, IP와같이웹애플리케이션과의조합을통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가포함될수있다.

특히, 웹 로그에는 금용거래 정보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동일한 수

준의개인정보가저장된다. 하지만자산으로써식별되지않고, 그에 한법∙제도적규제사항인저장과송수

신 시 암호화, 불법접근 통제, 접근기록 위∙변조 방지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웹 애플리케이션 뿐 아니라,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생성되는 각종 로그파일의 중요정보

포함여부를식별∙관리하여악용될가능성을배제해야한다.

3. 비즈니스 가치 기반의 정보데이터 중요도 평가

‘정보데이터’는 최초 현업의 업무부서에서 생성되어 소유하게 되고, 현업에서의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있

기때문에, 식별된‘정보데이터’에 한중요도평가는해당‘정보데이터’의소유자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기존 정보자산 평가기준인 기 성∙무결성∙가용성 이외에 해당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판∙재무∙준

거의 위험 역 관점이나, 획득비용∙복구비용 등의 비용관점, 조직∙작업∙서비스의 향범위 관점 등으로

구분 관련 정보데이터 설명

애플리케이션 로그

정보데이터

웹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로그 파일 내 개인정보

- 웹 로그

- 사용자 쿠키파일

- DBMS 트랜잭션 로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와 같이

해당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아이디, IP 등과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과 조합되

어 개인의 식별, 성향, 상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식별하여 관리

[표-3] 서비스 제공 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정보데이터’의 식별(예) 

1) 여성구∙심미나∙이상진, 2009, 웹 로그 데이터에 한 개인정보 위협분석 및 보안 가이드, 고려 학교 정보경 공학전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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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가치에기반하여보안성이상실될경우 향을받는정도를측정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자산의 식별∙중요도 평가를 바탕으로‘정보데이터’의 법률적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와

취급 시의 기술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가시적인 위협을 식별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이

평가되어야한다.

4. 보호 상의 인식과 각 현업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건

2008년EMC의조사에따르면2011년에국내에서생성, 복제및유통되는디지털정보량이약2조기가바

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정보데이터’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할 수 없는 비

정형 데이터가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유통과정이 복잡하여 관리가 쉽지 않다. 그

러나이러한‘정보데이터’는보안사고가발생할경우기업의이미지추락, 핵심기술유출등으로이어져비즈

구분 평가 기준 설명

위험

역

관점

평판

(Reputation)
조직의 평판, 이미지, 정치적 향, 고객 및 이해 관계자에 미치는 향 정도

재무

(Financial)
조직의 자산ㆍ산출물ㆍ서비스의 상실 정도

준거

(Compliance)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제재 정도

비용

관점

획득비용

(Purchase Cost)
해당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 시 동일한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상비용

복구비용

(Repair Cost)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 시 그 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상비용

외이미지

(Corporate Identity)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 시 외적으로 하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상비용

고객 상실율

(Missing the Market)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시 신청기간 고객(이용자)의 손실 예상비용

향

범위

관점

조직

(Organization)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시 향을 받는 조직

작업

(Process)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시 향을 받는 작업 또는 프로세스

서비스

(Services)
정보데이터의 보안성 상실 시 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범위

[표-4] 정보데이터 중요도 평가 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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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가치에미치는 향도가매우큰자산으로, ‘정보데이터’자체가근본적으로보호해야하는 상임을인

식해야 한다. 또한, ‘정보데이터’보호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의‘정보데이터’현황을 파악하여 핵심‘정보

데이터’를식별하고위협∙취약성의분석과평가를통해위험관리가수행되어야한다.

‘정보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게 식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식별된 정보데이터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IT 부서뿐만아니라‘정보데이터’와관련된모든현업부서의협조와상호간커뮤니케이션이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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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C 개념 이해를 통한 위험관리 및 ISMS 구축방안

한국오라클(유)ㅣ박 상 곤 수석컨설턴트

1. 위험관리 인식의 필요성

4만6천톤, 배길이272m, 초일류호텔급수준의시설로‘떠있는궁전’으로불렸던초호화유람선인타이

타닉호는 1912년 4월 12일에 사우스 햄프턴 항구를 떠나 처녀항해를 시작하 다. 타이타닉호는 위험한 빙산

지역으로항해하고있다는다른선박들의경고를무시하고, 밤에도최고시속으로운항을계속하다가결국빙

하와 부딪쳐 침몰하게 되었다. 출항 당시 타이타닉호의선장은“이 배는 어찌나 단단한지 신도 감히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 다. 이런 생각으로 배 안에는 유사시 비를 위한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하 고, 사용할 만한 변변한 구호장비 등도 거의 없었다. 인근 여객선이 구조

를위해뒤늦게도착했지만엄청난사람들이죽고난뒤 다.

아직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에 하여 확실히 규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원인과 배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는 많은 위험의 경고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 다는 것이고,

둘째는위험에 하여크게생각하지않고방심하고있었다는점이며, 마지막으로는위험에 한방어능력과

준비가전혀되어있지않았다는점이다. 그럼, 우리조직을한번둘러보자. 우리조직은많은외부의환경변

화로부터, 아니면 내부의 위험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예컨 , 기업들은 그들의 비즈니스에

서재무보고의투명성과공시기준의강화를요청받고있고, 품질, 환경, 안전기준의엄격한준수요구, 무역관

련규제의다양화, 공정경쟁과소비자보호, 정보보호등의다양한규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모든사항은

조직에게 많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에 적절한 응 및 통제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많

은유∙무형손실은물론시장에서신뢰를상실하게될것이다.

2. 우리의 위험관리 현실은 어떠한가?

한조사에의하면포춘1,000 기업중50%는위험관리에실패하여주식가치가20%이상하락되었고, 그

중 22%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 다고 한다. 한 기업은 수출상품에 오존파괴 물질을 사용하여

환경규제에 한 준수위반으로 20만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기업은 외환관리에 실패하여 부실자

산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외환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국내 S전자의 경우 최첨단 휴 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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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위기에몰렸다가겨우이를막을수있었는데, 만약이휴 폰기술이유출되었다면최 8조8,000억원

의피해가될것으로추정되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나 규제준수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조직에게 큰 부담이 아

닐수없다. 그러나, 위험의잠재적인요인들이증가하고그 향력과파괴력도점점커가기때문에무방비상

태로남아있는것은위험을그 로받아들여무덤에들어가겠다는생각과다를바없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04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로벌 기업의 62%가 위험요인의 발생을 경험해 왔으며,

위험요인의 87%는 비재무적이고 운 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기업의 과반수는 위

험관리에 한준비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면, 이러한위험관리및통제에있어우리가좀더고민해야할것은무엇일까?

첫째는산발적인관리에그쳤다는점이다. 정보보안뿐만아니라많은 역에서규제와위험에 한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통합적인 관점이 없었다. 위기상황 혹은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기에

급급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무위험, 시장위험, 운 위험, 전략위험, 환경위험, 정보위험, 다양한

규제등에 한보다포괄적인정책과관리능력의확보가필요하다.

둘째, 수작업에 의존한 위험 및 통제방식이었다는 점이다. 감사, 내부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부분이 수작

업과 문서작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체계적인 위험 및 통제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자동화된 관리 도

구, 전향적이고 사전적인 예방통제 등이 불가능하 다. 응시간이 지연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효과

성을기 하기가어려웠다.

셋째, 특정조직이나인력만이조직에서위험관리나통제를담당한다고생각하는것이지배적이었다. 감사

부서나 일부 통제부서 등의 역할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규제 및 위험요소는 많은 역에 향을 미

치고 있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 또는 조직별로 필요한 위험관리 및 통제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결국

위험관리나규제준수의궁극적인목표는구성원들의태도와문화로서내면화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관심

은더욱중요하다.

넷째, 위험관리 및 통제에 한 관심과 투자에 보수적이었다. 위험은 잠재화되어 있는 것이 부분이므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전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

에 해‘빈 한마리잡기위해초가삼간다태울필요는없다’라는생각이크게자리잡고있었다. 또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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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즉시적이고가시적인효과를가져다주지않는다는생각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과거의 문제점을 더 이상 안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비

즈니스연속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볼때장애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

3. 새로운 위험관리와 통제방안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 기업들은 현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적절히 응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상

당히 큰 폭의 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위험의 증가와 규제 증가를 수동적

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속가능

경 의필요조건으로파악하고있다. 이런배경에서선진기업들은다양한위험요인과여러가지규제를통합

적이고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이자 방법론인 GRC(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에주목하고있다.

GRC란조직이그들의목표를달성해나가는과정에서직면하고있는다양한위험요인과규제준수사항을

통합적으로관리하고보증하는방침,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이고체계화된업무절차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는GRC에관련된정책및의사결정구조를정의하는것으로, GRC를위해필요한정

책과방침, 인적자원및조직요소, GRC를위해전사적으로적용되는주요프로세스및활동등을포함한다.

위기관리(Risk Management)는 내∙외부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핵심위험지표(KRI : Key

Risk Indicator)로 정의하며, 그 위험에 한 효과적인 통제요인을 정의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

(Feedback)하는체계및시스템을포함한다. 조직내위험요인으로는예컨 , 외부규제에따른위험, 사업계획,

포트폴리오, 제품개발 등과 같은 전략적 위험, 시장, 신용, 유동성 위험과 같은 재무적 위험, 프로세스 운 및

활동과같은운 적위험등을포함한다. 이러한위험요인은리스크라이브러리를통해체계적으로정의되고관

리되며, 중요도(파급형태)와빈도등과같은속성등을포함하고, 위험에 한책임자를정의하여제공된다. 

규제준수(Compliance)는 환경, 무역, 회계, 산업 등 각종 규제에 응하여 조직, 사람,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정의하고, 이에 한준수여부를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여위험을최소화하고자하는체계이다.

GRC는다양한위험및규제요인의신속한파악, 교정, 보고및예방능력을제공하고, 이를최적화하고자

동화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RC 역은 매우 포괄적인데, 일반적으로 GRC의 역에

포함되는 것은 내부감사(Internal Audit),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부정방지(Anti-fraud),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 법률검토(Legal) 등으로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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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GRC를지원하는전체프레임워크는그림과같다.

다음으로, GRC를조직내에서구현하는시스템의 표적인기능몇가지예를간단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 기능은 전략위험, 재무위험, 운 위험, 법적 위험 등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도출하고 핵심위험지표(KRI)로 정의해 실시간으로 위험요인들에 한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평가 및 분석은

프로세스별, 조직별 위험관리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 지며,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이루어 진

다. 전사의 모든 위험관리 상황을 마치 비행기의 조종사가 보는 계기판과 같은 시보드(Dashboard)로 파악

하고그원인에 한추적및조치사항에 한확인, 피드백을수행할수있다.

나. 직무분리(SOD)를 통한 접근권한 관리

직무 분리(SOD : Segregation of Duty) 통제는 시스템 사용자가 민감한 역에 접근하거나 특정 거래 처

리에 하여접근을관리하는것으로궁극적으로는사용자의실수나의도적인부정을방지한다. 예를들어, 거래

[그림-7] GRC의 개념과 체계



88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범사례집

처마스터생성과지급업무, 계정과목마스터관리와전표입력업무, 주문입력과받을어음반제업무등과같

이동일한사람에의해수행될경우사기등의위험이예상되는상충업무를배제시켜준다. SOD는이러한권한분

리를위해접근권한을통제하고그결과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사전에부적절한시스템사용을방지한다.

다. 운 처리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이는재무데이터를포함한ERP 및기타시스템에 하여규정의준수여부와통제상황을지속적으로모

니터링 하는 역할을 하며, 핵심 프로세스의 운 처리에 한 검증 및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정확한 보고서를

생성하고 위험을 줄여준다. 핵심 비즈니스 운 처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

런행위나부적절한비즈니스업무또는명백한규정위반을잡아낸다. 경보는즉각적으로책임자와관련자에

게전송되어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게한다.

라. 변경관리 통제(Configuration Control)

변경관리 통제 기능은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 정보시스템 변경 관리에 한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주요 셋업(Setup) 사항에 한 변경 사항 모니터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변경했는지

추적 관리, 승인을 위한 워크플로우(Workflows)와 경보 기능, 변경이나 변경 시도에 한 상세 정보관리, 데

이터정합성및일관성등운 효율극 화를위한통제등의기능을수행한다.

마. 문서보안 관리(Content Management) 

DBMS나ERP 등의데이터같은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 외에오피스문서, 이메일, 그림파일, 멀티

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는 전체의 80%에 이른다. 문서보안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문서 및 콘텐츠의 생성, 접근,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중요

한 지적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직원이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에 의해 심각한 규제 위반을 저지르는 것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도록 해 준다.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고, 사외로 유출되는 콘텐츠를 통제하며 유

통된콘텐츠의철저한관리및통제를수행하도록지원한다.

이 외에도 많은 GRC를 위한 세부 모듈 솔루션들이 존재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이 GRC라는 큰 우산아래서 통합된 플랫폼과 기술들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GRC 프

레임워크와시스템의도입과활용을통해조직들은다음과같은이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과 보다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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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및주요성과, 위험지표를설정하고이를관리하고, 조기경보체계를통해위험에보다능동적으로 응

할 수 있다. 위험관리 시보드(Dashboard)를 통해 경 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상황을 보고받고 이상징후 발

견시신속한 응을취할수있다.

둘째, 위험 및 규제에 한 통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기반의 구축으로

산발적인투자나중복투자를방지하고비용을절감할수있다. 또한, 통제자동화및통합을통해중복된노력

의 방지, 수작업의 감소, 내∙외부 감사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자동화뿐만 아니라 체계

적인위험관리조직및프로세스등의확보로보다신속하고효과적인위험관리가가능하다.

셋째, 외적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이해관계자에게 위험에 하여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는그 동안의 전통적인조직성과나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이

어느정도다양한위험과규제에 한통제능력을보유하고있는지를판단하고자한다. GRC의도입은독립적

인 위험관리 조직의 운 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기업지배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과체계의전달을통해투자자에게긍정적신뢰를얻을수있고기업가치를증 하는효과를제공해준다.

4. 마치면서

성공적인 GRC 프레임워크와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사적인 GRC의 방침, 목표, 전략,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사에게 적합한 목표와 범위, 방침을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 조직의 GRC 응 수준 및 체계를 진단하여야 한다.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를 정

리한다. 셋째로, 법규적, 재무적, 운 적, 관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확히 도출하여야

한다. 넷째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고 향도가 큰 역의 과제부터 실

행하도록 한다. 과제별 상세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직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GRC

솔루션을선정하여구축함으로써자동화되고통합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GRC에 의한 새로운 위험관리 및 통제방식은 더 이상 미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지

속가능경 을위한필수요건이기때문이다. 경 층은이에 한책임이있으며, 반드시조직의위험, 통제수

준의평가및통제활동수행의가시성을확보하고있어야한다. GRC 체계를통해조직의위험관리에 한정

책과가이드라인, 프로세스, 조직, 시스템등을마련하고, 통제와모니터링을할수있어야한다. 또한, 애플리

케이션으로부터데이터베이스까지각단계별로조직의귀중한정보를보호해야하는데, 이는정형, 비정형데

이터에 한라이프사이클관리와보안, 그리고사용자관리부분을포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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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Log in KISA의 ISMS 인증

�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이해

한국정보보호인식(주)ㅣ문 승 주 표이사

1.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용어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분야의 어단어가 생소한

우리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접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어사전을

찾아보면“1.(요구∙신청 따위의) 응낙, 승낙, 수락[with]”등의 정의를 지니고 있어“Compliance with the

law”라하면“법률에따름”으로정의할수있는것이다. 그래서IT 컴플라이언스라는용어를사용한다면IT분

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정과 절차 정도로,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정보보호 분야에서 반

드시지켜야하는법∙규정과절차정도로이해하면될것이다.

특히정보보호분야에있어컴플라이언스가관심을끌고있는것은정보보호자체가가지는의무성이법률

로서 강제화 될 때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산업 역에서 정보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에이를어느정도 역에서법률로서의무화할수있다면반드시달성해야만하는경 목표와부서단위

의업무목표등을포함하는미션(mission)이명확해질수있는것이다.

좀 더 상세한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설명하기에 앞서, 현재 시점에서 실제 업무를 통해 이미 접하고 있

는 2가지 국내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컴플라이언스에 해 이해할 수 있었으

면한다.

2. 국내 IT 및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사례

가. 웹사이트 컴플라이언스

웹사이트의 개발과 관련한 분야에서 법∙제도로써 요구하는 강제사항이 매우 구체화되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 때문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

한 국가표준(KICS)인「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웹접근성 품질마크 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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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현재수많은 상기관들이인증을획득한상태이다.

이렇듯법이발효되고발빠른 응이진행된데에는『장차법』의시행으로부터공공기관은1년그리고민간

기업은최 5년까지의유예기간을두면서의무화가적용되어이를지키지않는경우는최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부터징역형까지벌칙적용이된다는이유가컸던것도사실이다. 이때문에웹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

정보화 예산이 책정되어 수많은 웹 접근성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에 한 내용은 상 기관이나

기업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웹사이트와 관련한 사업자와 소속 디자이너, 개발자들에게도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홈페이지를만들면서법을지켜야한다는생각을해본적이없던상황에서『장차법』은관련산

업과인력및업무방식에많은변화를일으킨것이다.

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한사회적인관심이크게증 된한해 다. 이때문에2009년4월22일개정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통망법』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매우 상세하고 기술적인 수준의 보

호조치를의무화하고있다. 특히개정된『정통망법』에서는기존법적용 상을확 하여정유사, 직업소개소,

의료기관등14개업종을추가, 총219,697여개의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를의무화해야한다.

또한『정통망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09-21호)

인「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이전부개정되어2010년1월부터적용된다.

[그림-8]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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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기준(2009년 1월 시행)에 따르면,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 번호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길이 이상으로 비 번호를 설정하고 반기

별 1회 이상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개인정보취급자가 시

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고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않을때는다음과같은벌칙이적용된다.

※벌칙 : 상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이런 보호

조치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결국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는고객이원해서혹은감독기관의권고사항이기때문에선택적으로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보호조치 기준을 의무

[그림-9]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준용사업자 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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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지켜야만한다. 따라서이것이개인정보를취급하는기업가의경 목표중하나이어야하고일선업

무를담당하는직원의업무로서인식되어야만하는것이다.

3.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가.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컴플라이언스의 연관성

정보보호관리체계와컴플라이언스는서로 접하게연관되어있어야한다. 만약정보보호관리체계가상위

법∙제도의 요건을 제 로 반 하지 않아 법률적 요건 자체가 누락되고 변경되어 수준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경 층은물론직원들까지정보보호관리체계에 한신뢰성을의심하게되고정보보호조직의업무에비협조

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 층의 정책방향이 포함된 정보보호정책부터 일선 업무현장에서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업무절차 수준까지 하향식(Top-Down) 관리체계에 있어 강력하고 정확한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반

되어야만경 층부터직원들까지전사적으로이를적용하고이용하려는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준에서컴플라이언스요건을찾아보면다음과같다.

나. 컴플라이언스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상위 법, 규제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 효과성을 기 할 수 있

지만, 상위 법,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하고 운 하는 기업 스스로“기업 자체

컴플라이언스”를구축해야만한다. 물론법률로서요구하고있지않기때문에임직원에있어강제화하는데한

계가있겠지만, 기업내부인사관리체계와연계하고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적보안 역을활용하면강제성을

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구분 통제항목 내용 심사관점

[관리과정] 

1.정보보호정책

수립

1.1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신청기관의 경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의 법적, 규제적 요건과,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위험관리를 기술한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법, 규제의

검토 및 포함 여부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14.1.1 

요구사항 명시

정보시스템에 해 관련된 모든 법, 규제, 계약, 정책, 기술상의 요구사항

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 통제나 개별책임 등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련 법, 규제 및

세부적인 통제,

책임을 정의하고

문서화하 는지

확인.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검토

14.1.2 

준수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신용정보 등의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인정보보호관련법 및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등의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표-5]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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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위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법, 규제를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적용할 때 해당 기

업이법, 규제 상이아닌경우는주의를기울여야한다. 예를들어, 민간기업에적용되는‘정통망법’의개인

정보보호 기준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경우, 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보호조치의 수

준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 목표와 방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보호

조치가과도하게적용되면안전성측면에서는좋겠지만정보보호도투자와관리의관점이고려되어야하기때

문에이에 한적절한균형유지가필요하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우는「공공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은 각 상별 법률에 맞추어 정보보호관리체

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최근에는 모든 개인정보 취급 상에 개인정보보호의 강제수준을

현행‘정통망법’수준으로의적용을목표로하고이제까지서로분리된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을통합한「개

인정보보호법」의제정을진행중이다.

※참고 : 공공기관의정의에는입법및사법기관이제외된행정기관만을포함하고 학교와같은교육기관도공공기관의범주에해당된다.

하지만이내용을잘못해석하지않았으면한다. 만약법, 규제허점을노리고의도적으로보호조치요건이

약한법률을적용하고있는기업이있다고하자. 이기업의정보보호관리체계의보호조치수준은당연히낮을

것이고이로인해개인정보의노출및유출사고가발생했다면현행법률로서는처벌할수있는기준이없지만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고객들의 손해배상과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더 큰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위험이

될것이다.

따라서컴플라이언스를고려한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하고유지할때는현행법, 규제가미흡한것도하

나의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현행 법, 규제는 물론 향후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한

통제가적용될수있도록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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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국내 법률 현황

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한 국내 법률 현황과 각 법률별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고려사항을 정리

해보면다음과같다.

5.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적용을 위한 제언

컴플라이언스는개인이나조직을구속하고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인식되기보다는정보보호를위한최소한

의기준, 표준으로써인식되어야한다. 또한정보보호조직이법, 규제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최신의컴플라이언

스적용에도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한다. 그래서단계적이고전략적인컴플라이언스적용을권한다. 물론상위

수준의법, 규제로부터시작하면좋겠지만그것이미흡한수준이라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법제동향과정

부의정보보호관련정책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현행컴플라이언스요건을적용, 예정된컴플라이언

스의요건적용, 타기업의선진사례(기업내부컴플라이언스)의적용과같은단계적인컴플라이언스적용을권한

다. 이후에도정보보호관리체계재검토요건에맞게1년에한번은현재적용되고있는컴플라이언스요건이개정

또는신규로추가되어야하는지검토하여정보보호관리체계의각통제사항의수준을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정보보호조직에게 만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IT 기술적인 보안에만 치중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위험(Risk)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만큼, 최소한의 법∙규제에

한이해와적용을위한노력이요구되는시기로변화하 음을인식하기바란다.

구분 법률명 정보보호관리체계 고려사항

산업

보안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

업비 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을 상으로, 행위주체(인적)에 한 비 유지의무와

기업의 역할(비 설정 및 보호조치) 고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업/연구기관 및 학

등을 상으로, 행위주체(인적)에 한 비 유지의무와 상 기관의 보호조치 요건 고려

개인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준용사업자를 상으로, 개인정보의 취급

단계별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사항 고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보험, 캐피탈, 카드사 등)를 상으로, 신용정보의

취급 단계별 보호조치 의무사항 고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국가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지차제 등)을 상으로, 개인정보의

취급 단계별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개인의 권리보장 고려

지적

재산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폐지, 통합)

논문, 강연 등의 어문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저작한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고려

기반

시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통신망을 운 하는 기업 및 국가 공공기관을 상으로, 정보통신망 운용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보호조치 기준 고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력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

준(지경부 고시 제2009-280호)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DDoS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전력망 보호 및 정전예방을

위해 전략통신, 제어설비에 해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기준(일반 인터넷망 분리 등)

을 마련

[표-6] 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률 현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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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인증을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의 이해

(주)라이지움ㅣ유 지 호

ISMS 인증심사를 수행하다 보면 인증심사원과 피인증기관 간에 가장 많은 마찰이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

연속성계획(BCP)이다. 그만큼 사업연속성계획에 한 이해가 높지 않거나 눈높이가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견 차이가 간혹 발생하는데, 사업연속성계획에 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에적용하는방안에 해서알아보도록하겠다.

1. 사업연속성계획의 이해

가. 사업연속성계획의 정의와 필요성

사업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이란, 조직이 미리 정의된 최소 수준의 운 을 보장할

수있도록사전에위험을방지하고고객서비스및기업핵심업무의연속성을유지함으로써기업가치를극

화하는개념이다.

IT부분에서는 가용성 관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용성 관리는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고

응하는활동이라면, 사업연속성계획은비정상적으로오랫동안지속되는장애인재난이나재해를 응하는전

사적인활동으로볼수있다. 이러한사업연속성계획은단순히재난을 비하기위해비용을지출하는것만이

아니라재난이나재해에 한비용효율적접근을제공할수있다.

재난/재해발생가능성(빈도)과투자가치( 응비용)를고려해서적절한수준의자원을할당함으로써경제

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재난/재해시 선택 가능한 안들을 분류해놓고 이에 한

판단기준을 미리 결정해 놓음으로써 시간 효과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한 내용/시

기/담당자등에 해사전에정의함으로실제재해로인한혼란을줄여비용의낭비를방지하게된다.

나. 사업연속성계획(BCP)과 재해복구계획(DRP)의 차이점

재해복구계획(DRP : Disaster Recovery Planning) 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재난으로

인하여중단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조직의중 한손실요인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원격지에별도의 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업연속성계획은 재해복구계획 등에서 중점적

으로 고려되어 왔던 정보시스템에 관한 역을 포함하여 조직 구성원, 사무 공간, 중요 문서와 같은 물리적인

비정보자산을포함하여업무 역까지포괄하는것으로전사적인측면에서의재해관리를다루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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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연속성계획은 재해에 비한 사전계획을 포함한 전 준비과정을 일컬으며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 시의 손실에 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정형화 및 체계화하고 테스

트, 유지보수프로그램을도입하는일련의작업을말한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업연속성계획은 심각한 중단 상황에서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필수적인 사업을 유지

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반면, 재해복구계획은 정보시스템 인프라와 응용시스템, 데이터

등기업의사업운 에필수적인정보자산의복구를촉진하는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2. 사업연속성계획 방법론 및 절차

가. 사업연속성계획의 이해(Overview)

사업연속성계획은크게3단계로나눌수있다.

1단계는 전사적인 조직 차원의 지원과 상위 수준의 개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사업연속성계획 체

계를 수립하는 활동으로 전사적인 사업연속성계획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사업연속성계획과 전략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수립한다.

2단계 활동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 중단에 한 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무 향분석(BIA :

Business Impact Analysis)을 수행하고 각 업무 프로세스 장애의 허용가능한 수준을 정의하고, 업무에서 요

구되는 복구 시점(RPO: Recovery Point Objectives)과 복구 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s)를 바

탕으로상세 응계획을수립한다.

3단계활동은2단계활동에서수립된사업연속성계획 응시나리오를실제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기위

해시험을하고, 사업이나기술의변화에따른유지보수를수행하는단계이다.

단계 주요 활동

사업연속성계획 체계 수립
- 사업연속성계획 프로세스 정립

- 사업연속성계획 프레임워크 수립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구현

- 업무 향분석(BIA)

- 사업연속성계획 전략 수립

- 사업연속성계획 구현

사업연속성계획 시험/관리
- 사업연속성계획 시험

- 사업연속성계획 유지관리

[표-7] 사업연속성계획 3단계와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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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연속성계획 체계 수립

1) 사업연속성계획 프로세스 정립 : 전반적인 조직의 지원과 상위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사업연

속성계획체계를수립하는활동으로전사적인사업연속성계획프로세스를정립하는단계이다.

2) 사업연속성계획프레임워크수립: 사업연속성을위한계획과 응전략을포함하는프레임워크를수립한다.

다.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구현

1) 업무 향분석(BIA; Business Impact Analysis)

재해발생시업무의중요도와신속성등을고려한업무간의파급효과를측정하며, 신속한복구가요구되

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재해시 복구할 순서를 사전에 정하는 단계이다. 업무 향분석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설문 조사, 면담, 워크숍 등의 방법이 있으며. 면담이나 설문은 ① 업무

프로세스손실 향②정보시스템과의관계및관련정보자원③네트워크및관련자원④업무프로세스

수행을위한최소정보자원⑤기타고려사항등으로구성된다.

[표-8] 단위 업무 프로세스 식별 사례

번호

부

서

명

단위업무명 설명
정성적

점수

복
구
우
선
순
위

1차

R

T

O

2차

R

T

O

최종

R

T

O

1

안

전

관

리

부

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총괄

재난에 비한 경비요원의 본점 방호훈련과 평시

경비요원의 경비업무를 총괄하여 운 한다.

2 차량업무
연간 수급계약에 의거 사내 차량에 한 배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총괄

1. 주요 건물 및 정보에 한 경비요원을 배치하고

추가 요건 발생 시 충원한다

2. 충원된 경비요원에 하여 매년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경비장비 사용요령 및 보안의 중요성

을 고취한다. 

3. 중요금고열쇠에 한 보관관리실태 및 암호운

실태를 점검한다.

4

총

무

부

본부 공통

소모품

복사지 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통 소모품을 구매

하고 각 부서에 배정한다.

5 시설관리
부서의 사무실 배치, 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소방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한다.

6
시설관리

용역 관리

본점 시설물관리 용역, 청소용역 및 엘리베이터 관리용

역 인력을 운용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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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연속성계획전략수립

비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신속한 재해 복구가 가능해지며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해복구 과정에서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중복된 복구활동을

회피함으로써 단기간에 효율적인 복구가 수행되도록 한다. 비상계획의 내용을 보면 먼저 비상계획 조직을

구성하고 재해등급을 분류하며, 이에 따른 복구단계별 세부 행동지침을 작성하고 이러한 지침의 유지관리

방안등을기술하도록한다. 조직은보통평시조직과비상조직으로나눌수있으며, 각조직별로비상시책

임과역할이사전에정의되어있어야한다.

�사업연속성계획구현: 복구절차수립단계에서는재해발생에서재해선포, 공지, 복구, 복귀계획등의

과정을순차적으로정리하며, 복구단계별로관련자행동지침을정리한다. 전체적인복구절차는초기

응단계, 의사결정단계, 복구단계, 사후처리단계등크게4단계로나누어지며, 세부단계별로누가,

언제, 어떤행동을해야하는지에 한가이드를정립하고, 필요한부분에 해서는사용양식을마련

해야한다.

라. 사업연속성계획 시험/관리

1) 사업연속성계획시험

수립된 사업연속성계획이 실제 적용가능한지, 또는 파생되는 위험(2nd Risk)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제

로모의수행을통해검증을거쳐야하는데이런과정을사업연속성계획시험이라고이해하면된다.

적게는 문서를 바탕으로 따라가 보는 도상 시험(Desktop Test)부터 전사적인 조직원의 참여를 통한 시

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수행을 권장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정보시스템복구에소요되는시간은예측했던시간보다보통1.5에서2배정도소요되고있

으며, 사업연속성계획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효과 이외에 조직원의 참여로 인한 경각심 인식 또는 프로세스

내재화에효과적이다.

2) 사업연속성계획유지관리

BCP(Business Continuity Plan)라는 이름 자체가 계획(Plan)에 치중되어 있어 최근 사업연속성계획을

체하는용어로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이제시되고있다. 즉과거에계획수립에급급

했던 측면이 있었다면 수립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행화하는 유지 관리 활동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정보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급격한 경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위험 요인 등이 생성되

고사라짐에따라유지관리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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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연속성계획의 ISMS 인증 적용

가. ISMS인증에서의 사업연속성계획

ISMS인증심사의사업연속성계획에관한통제내용은다음과같다.

나. ISMS 인증 적용 사례

ISMS 인증에서‘사업연속성계획’기준적용시자주발생하는사례는다음과같다.(단, 다른사항도고려되

어야하므로절 적인기준은아님)

1) ISMS 인증주체가상이한경우

Q … ISMS 인증의 주관부서는 보통 정보보호팀이다. 그러나 사업연속성계획의 주관부서는 IT 운 팀

이다. 따라서사업연속성계획은인증범위에서제외되는것이아닌가?

A …조직에 따라 사업연속성계획의 주관부서가 정보보호팀인 경우도 있고, IT 운 팀인 경우가 있다.

주관부서가IT운 팀인경우ISMS 인증심사범위에IT운 팀도포함되므로사업연속성계획에

한조치사항은타당하다.

No 통제목적 No 통제사항 통제내용

15.1

업무연속성

관리 체계

수립

15.1.1

업무연속성

관리과정

수립

개시 단계, 업무연속성 전략수립 단계, 구현 단계, 운 관리 단계 등 업무연속성

관리를 위한 과정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개시 단계에는 업무연속성 관리에

한 정책 수립 및 범위 설정, 자원 분배를 포함하여야 하며, 업무연속성 전략수

립 단계는 업무 향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구현 단계에는 재해복구 및

위험 감소 책, 업무연속성 계획의 문서화를 포함하여야 하며, 운 관리 단계에

는 시험, 교육훈련, 검토 및 갱신을 포함하여야 한다.

15.1.2
업무연속성 계획

프레임워크 수립

업무별 연속성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응급절차, 체절차 등을 고려하여

연속성 계획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야 한다.

15.2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과 구현

15.2.1
업무 향

분석

재난재해별로 업무에 미칠 수 있는 향을 피해규모와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등

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업무복구목표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15.2.2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업무복구목표 및 최소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안들을 평가하여 업무연

속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책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3
업무연속성

계획 구현

업무연속성계획에서 수립한 위험감소 조치 및 재해복구를 위한 설비를 구현하며

필요한 계획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5.3

업무연속성

계획 시험

및

유지 관리

15.3.1
업무연속성

계획 시험

환경의 변화 또는 부정확한 전제 등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계획에는 시기,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5.3.1
업무연속성

계획 유지 관리

업무연속성계획에 해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 및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9] ISMS 인증 심사 기준 - 사업연속성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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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자산의소유가다른경우

Q … ISP 내의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안 컨설팅 기관인데, 고객사의 정보자산(서버, 네트워크 기

기등)에 한부분도사업연속성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가?

A … ISP 내의 관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기관의 경우 관제 상인 정보자산의 소유가 고객사

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자산을 사업연속성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고객사와 피인증기관간의 체결된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 소재를 가리

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업체의 경우, 고객의 정보자산에 한 책임을 가지지 않음

으로 사업연속성계획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관제

업체에 소속된 네트워크 및 정보기기의 경우 사업연속성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한

경우고객사의사업연속성계획과연계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3) 별도의위원회에서위험관리를수행하는경우

Q …그룹사의위험관리위원회에서전사적인위험을관리하고있으며IT 재해에관련된사항도포함하

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연속성계획을별도로수립해야하는가?

A … 기업 그룹사의 경우, 정보기술 위험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전사위험

관리위원회가있는경우상당부분사업연속성계획과중복될수있다. 이경우전사적인위험관리

위원회의 결과를 사업연속성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전사적인 시험 및 유지활동, 위험분석을

통한 BIA 등을 수행하고, RTO/RPO 등 식별이 필요하다. 즉 사업연속성계획의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반 하는경우가능하다.

4. 사업연속성계획의 동향과 전망

사업연속성계획은 재난/재해에 한 위험분석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식별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해

서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해 보다 적극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점

차 재해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연속성계획이 세계적으로 법제화되어가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

원의업무복구권고안을비롯하여, 경 실태평가에사용되는검사업무편람에서도비록BCP란용어로표현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많은 BCP 항목이 검사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꼭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해도 이젠 예상

치 못한 장애나 재난에 한 사업연속성계획은 기업의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응해

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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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보안, 제3자가 진단한다

- 인증심사 체험기 : 효율적인 ISMS 인증심사와 기업 보안문화 정착을 위한 고찰

(주)솔루션박스ㅣ전 주 현 차장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직접 수행하는 심사원 관점에서 효율적인 심사 방안은 무엇인지에 한 고민

과 ISMS를 통한 기업 보안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ISM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심사

최근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 및 개인의 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을 100%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기업에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

로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의 위험수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수

치화함으로써 자산 중요도에 따라 위험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ISMS 수립’을 하는

것이다. 아직도 ISMS 인증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에 인증 취득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효율적인 ISMS 심사 수행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가. 인증심사원 측면

(1) 다양한 인력풀(Pool)을 이용한 심사원 품질제고

현재 인증심사 프로세스를 보면 인증 신청기관이 KISA에 인증신청 접수가 되면 인력풀(Pool)에 등록

된 심사원들에게 공고가 되고, 이를 본 심사원은 직접 KISA 홈페이지에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KISA 담당자는 접수된 심사원들 중에서인증심사 수행을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서 보통 ISMS인증심사원 풀에 등록된 인증심사원들은 부분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렇

기에 최초심사의 경우 5일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양한 인력이 풀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현실이되기도한다. 물론그렇다고하여참석하는인증심사원들의능력이없거나부족하다는말이아

니다. 조금더효율적이고심사원의품질을제고시키는측면에서바라볼때, 앞으로ISMS 인증심사의수행

횟수는점점증가하여이러한문제는가속화될것이며, 이에따른 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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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원의 품위와 자질 향상

인증심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인증심사 신청기관의 조직의 부서장이나 CIO, CEO를 접견하게 되므

로, 인증심사원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ISMS 인증심사원은 446개 세부 통제항목

의 규정에 비추어 그 조직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 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컨설팅하고 권

고를 해 주어야 한다. 결코 무리하게 심사를 하거나 인증심사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증심사원 스스로 자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15개 도메인에 446개 세부 통제항

목을 상세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적인 틀 안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도메인을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심사원도심사를마치고본연의직장으로돌아가면 부분실무자나관리자가되는경우가많기때

문에실무자입장에서이해하려노력하고, 함께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해간다는느낌을주어야한다. 

(3) 인증심사원의 신청기관에 한 사전 이해 노력 필요

아직 인증심사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인증심사 공고가 나고, 최종 심사기관이 확정되면 늘 그

기업에 하여 사전 조사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기업에 한 소개나 조직도, 사업 분야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사전에 기업에 하여 어느

정도 파악해두면 차후 신청기관의 브리핑을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질문이나 인터뷰를 통

하여 궁금증을 풀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증 심사원은 신

청기관에 하여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심사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렇듯 효율적인 ISMS 인증심사를 위해서는 인증심사원들의 자질 함양과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

황이 되었다. 효과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심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자주 접해봄으로써 수정 보완해 나가

게 된다. 따라서 KISA에서는 우수한 인증심사원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우수한 인증심사원 발굴을 위하여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나. 인증심사 신청기관 측면

(1) 철저한 사전준비로 심사에 임해야

심사가 시작되면 인증심사 신청기관은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에 쌓인다. 힘들게 준

비한 심사인 만큼 자칫 준비 소홀로 인하여 그동안 준비한 노력에 흠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전

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행증적 사항 등 증빙 서류는 재차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내외적인 이미

지 문제에도 향을 끼치는 ISMS인증심사야 말로 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맞추어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에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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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개월 중 1개월만 보안하는 조직이 되어선 안돼

보통 인증심사를 하다보면 인증 신청기관은‘1개월만 보안하는 기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경우

가 있다. 제도의 본래 목적보다는 그저 일회성의 행정절차 정도로 여겨 ISMS 인증심사 받기 한두달 전후

로 반짝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보보호’라는 것은 1년 365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바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1달만 보안을 위한 준비가 아닌 정보보호

생명주기(Life Cycle)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벤트 발생 시에는 반드시 이행증적을 남겨서 즉

각 처리 하여야 한다. 이런 연유로 ISMS 인증심사만을 위한 관리체계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ISMS 인증심사로 기업의 보안 문화정착

ISMS 인증 최초심사를 잘 마쳤다면 앞으로 ISMS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 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 할 필

요가 있다. 처음 시작하는 기관에서는 분명 어려움도 뒤따르겠지만 무엇이든 하나의 틀(Frame)을 만들고

나면 추후 관리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ISMS에 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조직에 완전히 적용하여 기업의 보안문화로 정착된다면 그

조직은 매우 건실한 기업이 될 것이다. 또한 내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ISMS가

기업의 보안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조건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 자 (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최근 정보보호가 이슈화됨에 따라 고객들은 개인정보에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웹사이

트를 이용하면서 혹시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불안한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없애고 외 신뢰성 제고 측

면에서 ISMS 인증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ISMS 인증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고객들에게 신뢰

성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제 로 운 되는지에 한 관심과 의지 표명으로 사후심사와 갱

신심사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가끔 인증심사를 하다보면 실무자들은 이러한 사항에서 애

로사항을 토로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한다. 그럴 때면 인증심사원들은 정보보호에 한 당위성을 경

자(CEO)에게 알리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2) 전 임∙직원의 보안의 생활화와 실천

보안은 편리성과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ISMS를 수립하 다 하더라도 임직원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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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있는 제도가 그냥 문서로만 존재하고 실천이 안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보안을 강화하다보면 때로는 최초 예상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ISMS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강압적인 제재로 인하여 반발심을 불러 일으켜 마찰을 빚기

보다는 상호 협조적으로 어떻게 조직 내 보안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보안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는 지에 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점검을 잘 수행한 직원에게는 상품권이나 조직내 정책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행해도 좋을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ISMS 인증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서술하 다. 이는 ISMS인증심사를 하는 입장이나 심사

를 받는 입장에서 그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에 그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심사를 해 보면 최초 심사에는 담당자도 제 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해 준 그 로 이행만 하게 된다. 그나마 이행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시행 초기엔 어려움

이 따르게 마련인데 사후심사에는 담당자가 지난 최초심사 기억을 되살려 좀 더 적극적으로 처하며, 조직

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심사원도 인증심

사시에 좀 더 폭 넓은 지식과 심사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심사원으로서 품격과 자질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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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현황(2009.12 기준)

구분 인증번호 업체(기관)명 인증범위

1 ISMS 02-001 (주)에이쓰리시큐리티 전사

2 ISMS 03-001 에스티지시큐리티(주) 전사

3 ISMS 03-002 인포섹(주) 전사

4 ISMS 03-0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터넷뱅킹

5 ISMS 04-004 한국정보인증(주) 정보인증센터

6 ISMS 04-005 (주)케이티 (분당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7 ISMS 04-006 (주)케이티 (목동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8 ISMS 04-009 (주)케이티 ( 동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9 ISMS 04-010 (주)케이티 (부산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10 ISMS 04-011 (주)케이티 (광주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11 ISMS 04-012 (주)케이티 ( 구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12 ISMS 04-016 (주)케이티 (청주 KT IDC) Co-location 및 서버호스팅

13 ISMS 04-018 법원,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시스템

14 ISMS 05-002 시큐아이닷컴(주) 정보보호센터(컨설팅사업팀)

15 ISMS 05-004 (주) 한항공 인터넷 예약, 발권 시스템

16 ISMS 05-005 한진정보통신(주) Co-location 및 On-demand 서비스

17 ISMS 05-006 넷시큐어테크놀러지(주) 보안관제서비스

18 ISMS 05-00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업무(여의도 전산센터)

19 ISMS 05-008 한국통신인터넷기술(주) KT-IDC 종합 보안서비스

20 ISMS 05-009 (주)안철수연구소 컨설팅팀 및 CERT팀

21 ISMS 06-002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운

22 ISMS 06-003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지식정보센터 및 우체국전자금융

23 ISMS 07-001 (주)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 안전진단 서비스

24 ISMS 07-002 (주)씨에이에스 IT 감리/감사 서비스

25 ISMS 07-003 한양사이버 학교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업무 및 시스템

26 ISMS 07-004 (주)한국IT감리컨설팅 정보보호 안전진단 및 IT 감리/감사 서비스

27 ISMS 07-005 NHN 한게임 시스템 운 부문

28 ISMS 07-006 (주)포스토피아 우체국전자우편서비스

29 ISMS 07-007 (주)GC헬스케어 헬스케어 서비스

30 ISMS 07-008 (주)이 루시큐리티 통합보안관제센터

31 ISMS 08-001 세종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32 ISMS 08-002 한국전산홈(주) 정보처리팀(고객위탁데이터처리)

33 ISMS 08-003 ERNST & YOUNG(구:한 회계법인) 내부경 지원 및 보안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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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SMS 08-004 현 정보기술(주) 데이터센터

35 ISMS 08-005 서울디지털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36 ISMS 08-006 롯데정보통신(주) UBIT센터

37 ISMS 08-007 한국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38 ISMS 08-008 원광디지털 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운

39 ISMS 08-009 서울사이버 학교 운 원격교육시스템 운

40 ISMS 08-010 부산디지털 학교 웹을 통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

41 ISMS 08-011 (주)한국전산감리원 전사

42 ISMS 08-012 경희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43 ISMS 09-001 (주)평화이즈 IDC 보안 및 네트워크 운

44 ISMS 09-002 현 해상화재보험 콜센터 및 홈페이지 서비스

45 ISMS 09-003 (주)모빌리언스 유무선 통합 결제서비스 운

46 ISMS 09-004 사이버한국외국어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47 ISMS 09-005 디지털서울문화예술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48 ISMS 09-006 구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49 ISMS 09-007 진사이버 학 원격교육시스템 운

50 ISMS 09-008 남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51 ISMS 09-009 국제디지털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52 ISMS 09-010 세계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53 ISMS 09-011 KCC시큐리티(주) 정보보호사업본부

54 ISMS 09-012 한국정보보호인식(주) 전사

55 ISMS 09-013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을 통한 고객 서비스 업무시스템

56 ISMS 09-014 (주)네오위즈 게임즈 인터넷 게임서비스(피망)를 위한 인프라 운

57 ISMS 09-015 한국디지털 학교 교육정보시스템 운

58 ISMS 09-016 열린사이버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운

59 ISMS 09-017 빌포스트 주식회사 DM제작 인프라 운

60 ISMS 09-018 비씨카드(주) 퓨쳐센터

61 ISMS 09-019 CJ인터넷 주식회사넷마블 서비스 인프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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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결함 분석 Top 10

KISA에서 2009년도에는 (주)비씨카드, (주)모빌리언스 등 고객의 지불∙결제정보를 취급하는 금융 및 전

자결제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인증 상을 확 하여 총55건(신규19건, 사후31건, 갱신 5건)의 인증심사를

수행하 으며, 2009년 12월말까지 인증서 발급 누적 건수는 총 77건이 되었다. ’07년 ~ ’09년(3년)간 인증심

사수행결과를토 로주요결함을도출한결과, 주요정보유출, 보안사고발생, 기업신뢰도의저하를가져올

수있는심각한결함들이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어, 기업의효과적인보안관리를위해서는아래주요결함분

석결과를 고려하여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보안관리 지침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안조치이행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 주요 결함 및 발생 사례

주요 결함 발생 사례

연간 결함건수

’07년
(40개 기업)

’08년
(44개 기업)

’09년
(50개 기업)

백업관련 지침(계획)

부재 및 미 준수

시스템 접속 및 운 기록 등 주요 로그파일에 한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분석, 신속한 응이 어려움

16

(40%)

13

(29%)

10

(20%)

관리자 계정 등

주요 패스워드

관리 미흡

주요 시스템 관리자 패스워드의 공동 사용, 유추하기 쉬운 패스워드

(예: 1234, qwer, 단어) 사용으로 시스템 침입 및 중요정보(내부정보,

개인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

12

(30%)

11

(25%)

14

(28%)

내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구체적인 내부감사 규정이 없거나 주기적인 감사 미실시로 내부기 의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피해 발생 및 적기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

성이 있음

7

(17%)

11

(25%)

12

(24%)

보안사고 정의,

응 복구 절차 등

보안관리 미흡

해킹, 바이러스, 웜 등의 다양한 위협요소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

한 사고 응 및 복구가 어려워 자산 손실, 기업 신뢰도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9

(22%)

9

(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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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함에 한 보안조치 방안

▶ 연도별 ISMS 기업 보안관리 결함 Top 10

주요 결함 보안조치 방안

백업관련 지침(계획) 부재

및 미 준수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장비의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복구 지침 및 절차를 수립∙문서화하고,

기 수립된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정기적인 백업과 주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백업된 매체는 용이한 식별을 위해 현황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관리자 계정 등 주요

패스워드 관리 미흡

○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정보유출(내부기 , 고객정보 등) 사고에 비하기 위한 패스워드 관리 지침 수립 및 정기 점검이 필요함

※ 패스워드 관리 지침의 주요내용 : 최소길이, 문 혼합, 변경 주기, 임계값 및 복잡도 설정 등 중요도 및

심각도에 따라 세부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침 수립

내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의 상,

기준, 범위, 절차, 감사자, 감사도구, 주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수행

하여야 함

보안사고 정의, 응 복구

절차 등 보안관리 미흡

○ 보안사고의 정의 및 범위, 긴급연락체계 구축,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응절차,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보안사고 응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 향의 정도에 따라 정의한 심각도별 응 절차 수립시 보안특성인 기 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안사고 시 신속한 응 및 복구를 위해 절차에 따른 정기적인

테스트 필요

Top 10 2009년 ISMS 인증 기업 보안관리 결함(50개 기업) 결함건수 발생비율

1 관리자 계정 등 주요 패스워드 관리 미흡 14건 28%

2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미흡 13건 26%

3 내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12건 24%

4 정보보호 직무에 한 책임과 역할 불명확 11건 22%

5 사용자 접근권한에 한 정기적인 점검 미 이행 11건 22%

6 주요시스템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책 미흡 11건 22%

7 주요 정보자산의 변경관리 절차 미흡 10건 20%

8 백업관련 지침(계획) 부재 및 미 준수 10건 20%

9 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정책(Rule Set) 검토 미흡 10건 20%

10 보안사고 정의, 응 복구 절차 등 보안관리 미흡 10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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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2008년 ISMS 인증 기업 보안관리 결함(44개 기업) 결함건수 발생비율

1 정보자산의 보안등급 분류 미비, 취급절차 부재 및 미준수 20건 34%

2 사용자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계정관리 절차 부재 및 관리자 계정 공동 사용 18건 31%

3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시 암호사용 절차 부재 15건 25%

4 백업관련 지침(계획) 부재 및 미준수 13건 22%

5 주요 정보자산에 한 취약점/위협 분석 누락 등 위협분석 누락 등 위험분석 미흡 13건 22%

6 내부감사 규정 부재 및 주기적 감사 미흡 11건 18%

7 관리자 계정 등 주요 패스워드 관리 미흡 11건 18%

8 물리적 보호구역 미정의 및 반출입 절차 부재 11건 18%

9 환경변화에 따른 ISMS 효율성, 적절성 등 정기적 재검토 과정 미흡 10건 17%

10 보안사고 정의, 응 복구 절차 등 보안관리 미흡 9건 15%

Top 10 2007년 ISMS 인증 기업 보안관리 결함(40개 기업) 결함건수 발생비율

1 백업관련 지침(계획) 부재 및 미준수 16건 40%

2 정보자산의 보안등급 분류 미비, 취급절차 부재 및 미준수 15건 37%

3 관리자 계정 등 주요 패스워드 관리 미흡 12건 30%

4 주요 정보자산의 변경관리 절차 미흡 10건 25%

5 보안사고 정의, 응 복구 절차 등 보안관리 미흡 9건 22%

6 정보보호교육 계획 부재 및 교육 미 실시 9건 22%

7 물리적 보호구역 미정의 및 반출입 절차 부재 8건 20%

8 주요 정보자산에 한 취약점/위협 분석 누락 등 위협분석 누락 등 위험분석 미흡 7건 17%

9 내부감사 규정 부재 및 주기적 감사 미흡 7건 17%

10
기업의 주요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비 유지 서약서 미 요구

(정규, 비정규직원, 제3자 등)
7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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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

구분 시행기관 혜택 내용

요금할인 보험사(11개)

정보보호관련 보험(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

(AIG, LIG, 현 해상, 그린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

가산점 부여

KISA 정보보호 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취득 당해 연도(1년) 안전진단 면제

권고

교육과학기술부 원격 학에 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교과부 고시 제2008-93호)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ISMS 인증

수수료 할인(신설)
KISA

정보보호 상 수상 기업의 경우 할인( 상∙우수상∙특별상, 100-50% 할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할인(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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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자료 이용

자료명 주요 내용

홍보 책자
ISMS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 효과, 주요 결함 Top 10 목록, 만화 등이

수록

홍보 플래시
기업 및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ISMS 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인증 취득 절차 등을 소개

교육용 플래시
ISMS 인증심사 기준에서 필수단계인 관리과정(5단계)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 상 학습 컨텐츠를 포함

인터뷰 동 상
ISMS 인증 취득기업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가 ISMS 수립 계기, 인증 취득

효과 등을 소개

ISMS 

모범사례집

ISMS 인증 취득 기업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 실 사례, 정보보호 이슈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리체계 수립에 관심이 많은 기업 및 인증 취득

기업에서 활용 가능

※ 상기 ISMS 자료는 ISMS 홈페이지(isms.kisa.or.kr)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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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로 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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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5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업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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