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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내부정보 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문 승 주

최근 2008년에는 민간,국가 공공기관의 경계를 넘나들며 개인정보는 물

론 내부 대외비,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는 사건들의 뉴

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과거의 정보보호는 정보시스템 중심의 IT 인프라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었지만 현재의 정보보호는 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더불어 이를 취급,관리하는 내부 직원과 위탁 직원

에 대한 보안인식과 윤리의식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내부정보유출 침해가능성에 대한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보편적인 평가지표나 평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의 보안컨설팅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지표를 개발하

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평가방법을 정립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공기관 대상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위험분석 및 평가 인증프레임웍에 해당하는 한국정보보

호진흥원(KISA)정보보호관리체계(ISMS)및 ISO/IEC 27001의 위험분석

및 평가방법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보안의 수준진단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준평가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

증심사 및 각종 보안컨설팅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주요 국가 공공기관의 내부정보 유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평

가영역별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 취약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가 실제 업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현재 내부정보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외 표준체계와 이의 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없기 때문

에 연구결과로서 도출한 보안수준평가방법이 국가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국내 현실에 맞는 정확한 평가방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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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we have experienced lots ofsecurity incidence such as
leakinessofinternalconfidentialorsecretebothprivatecompanyand
governmentdepartmentandwehavealsoseeninpublicnews.
In the pastperiod,information security focuses on protecting IT
infrastructure.Butnowadays,itfocusesonprotectingdatawhichisin
thesystem.Itisalsobeingimportantforemployeestohavethemind
ofsecurityawarenessandfaithfulmindforthecompany.

However,there is no specific methodology to identify possible
vulnerabilityofinternalinformationleakiness.Sotosolvethisproblem,
therealityneedsfinancialsupportforsecurityconsultation.

Thepurposeforthisstudyistodevelopthesecuritylevelstandard
ofassessmentforprotectinginternalinformationleakinesswhichwill
establish the objectively measurable assessment levelmethod and
suggest reliable methodology security level model for internal
information leakiness control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and



bureaus.

In this study,to develop the trustable security levelassessment
methodforinternalinformationleakinesscontrol,itispre-studiedbased
on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rom KISA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risk analysis and assessment
modelofISO/IEC27001andstandardofsecuritylevelassessmentfrom
NIS (NationalIntelligence Service)and lots ofsituation in security
consultationfield.

By using security levelassessmentmethodforinternalinformation
leakinesscontrol,itwillbeidentifiedvulnerabilityofmajorgovernment
department’sinternalinformation leakinessandsuggestedthemethod
whichcansolvegenuinecauseofproblem.

Maybethisstudywillnotbeenoughtocoveruptheallproblem.
However,sincethereisnospecificstandardforassessingsecuritylevel
and generalarchitectureforprotecting internalinformation leakiness,
thisstudycanbeappliedtogovernmentdepartmentfordemonstration
andhopefullyitwillbethebestassessmentmethodwhichisfitforthe
allsituationinourcountry.



Ⅰ.서론

1.1연구배경 및 목적

1.1.1연구의 배경

1990년 후반,방화벽과 같은 1세대 보안장비가 도입되고 1.25인터넷 대란

이라 불리우는 국가 인터넷 망의 마비 이후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같은 고

수준의 침해사고로부터 내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탐지시스템

(IDS),침입방지시스템(IPS)및 최근 웹방화벽까지 다양한 보안솔루션이

도입,보편화되기 시작했다.특히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전자정부의 법제화

와 대국민 서비스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

조직(NCSC)는 물론 행정안전부 내에 G-ISAC1)이라 부르는 전자정부 관제

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다.현재까지도 수많은 정보보호 예산을 투자하여

국가와 국민에 영향을 주는 중요 시스템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유명 정유사의 내부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한 대량의 개인

정보유출 사건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탐지되고 관리되지 않았을 때에 극

1)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정부통합망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02년 12월 정부보안관
제조직을 구축하였고,’04년 1월 정부보안정보공유분석조직(GISAC)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하고 있다.(www.gisac.go.kr)
※ G-ISAC:GovernmentInformationSharing& AnalysisCenter



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이와 같은 내부로부

터의 위협은 시스템 관리자와 같은 권한을 지닌 직원 또는 외부자에 의한

것이므로 단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나 시설보안투자만으로는 대응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즉 내부직원과 위탁직원에 대한 보안인식과 윤

리의식이 인프라에 대한 보안투자 만큼이나 중요함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취약성이 정보보호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정보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정보보호수준을 정

확히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제시와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에는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 연구,개발되고 일부는 표준화되어 있다.특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제 표준에 맞추어 공공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한 위험분석 표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2)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

한 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인증규격인 ISO27001과 같은 국가표준 정보보호

지흥원(KISA)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규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07-30호)로서 정

하고 종합적인 정보보호체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방법을 제

시하였다.3)

그러나 국내·외 정보보호 수준 평가 중 내부정보유출에 초점을 맞춘 보안

수준평가지표나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부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0),「TTAS.IS-TR13335.1」,「TTAK.KO-12.0007」 표준화보
고서
3)한국정보보보호진흥원(2006),「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가이드」



개선방향의 제시와 정확한 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비공개자

료,민감정보와 같은 내부정보의 보호 관점에서 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1.1.2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평가방법을 정립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국가 공공기관 대상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개발,제시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개

발하고자 국내외 위험분석 및 평가 인증프레임웍에 해당하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KISA)정보보호관리체계(ISMS)4)인증 및 ISO/IEC270015)의 위험

4)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ㆍ문서화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 즉 조직에 적합한 정보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조직 수립,위험관리,대책구현,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관리과정을 통
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 (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
다)에 대하여 제3자의 인증기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
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시행규칙 6조에 근거하고 있다.*출처:www.kisa.or.kr

5)InformationSecurityManagementSystem Requirements(정보보호관리체계 요구사항)
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 국제인증 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규격은 BS7799가 있었으며,Part1(실행지침)과 Part2(규격)으
로 구성되어 있다.Part1은 2000년(ISO/IEC17799)에,Part2는 2005년 11월(ISO27001)에 국
제표준으로 등록되었으며,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Part1의 실
행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일정 기간 이행한 기록을 토대로 Part2규격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석 및 평가방법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보안의 수준진단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준평가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보보호관리체

계 인증심사 및 각종 보안컨설팅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평가 방법을 제시한다.더불어 종합적인 정보보호 수

준평가방법의 참조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의 공공정보시스템 보안

을 위한 위험분석 표준과 위험분석 방법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기존 평가지표는 내부정보유출통제에 해당하는 보

안통제를 도출하여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였다.이를 통

해 주요 국가 공공기관의 내부정보 유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영역별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 취약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가 실제 업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1.2.1연구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정보의 의미와 유형 및 취급자를 구분
한다.내부정보는 국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외 유출이 제한되는 정보로
정의한다.또한 내부정보의 형태는 종이,전산자료 및 전산자료의 출력물로
구분한다.내부정보의 취급자는 해당 조직내 공무원 및 내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위탁업체 직원 또는 비인가자로 구분한다.
상기의 정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내부정보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공공기관의 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제시
한다.더불어 평가방법의 주요 평가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취약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화된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사례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과 유
사한 사례를 찾아야 하나 국내·외 동일한 평가지표와 방법은 없다.또한
본 연구결과로서 도출된 평가지표와 방법을 국가·공공기관에 적용한 사례
를 연구결과로서 제시하여야 하나 국가·공공기관에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
는 법률 및 상위규정,지침 등에 의해 적용사례는 제시할 수 없었다.다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준평가방법이 2008년 국가기관의 중요 전산시설
에 적용된 사례가 있었음을 밝힌다.



1.2.2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이 되었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론에서는 보안수준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보안수준평가 방법의 적용
사례,보안수준평가 영역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특히 본문 내용
에는 국내외 정보보호수준평가 방법의 평가지표,국가 공공기관에 해당하
는 관련 상위 규정의 보안요구사항 그리고 국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평
가지표 등을 토대로한 내부정보 관련 평가지표를 도출한다.마지막으로 평
가지표를 활용한 평가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한계,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현행 보안수준평가 방법의 이해

현재 보안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내부정보유출 측면보다는 통합적인 보안
체계 측면의 정보보호관리수준을 평가하는 국내 및 국제 표준으로서 존재
한다.통합적인 보안체계 측면이란,인원보안,문서보안,시설보안 등의 전
통적인 보안영역은 물론 시스템,네트워크,개발,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보
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체계측면을 의미한다.그래서 영국 등의 선진국에
서는 이미 영국표준협회(BS)를 통해 영국 내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
(BS7799)을 정하고 표준에서 요구하는 평가지표에 가까우면 BS7799인증
을 부여하는 제도를 개발하였다.이에 국내에서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이 인증기관으로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표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과 당시 정보통신부 장
관고시로서 정하고 현재까지 50여개의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평가,부여
하고 있다.6) 물론 국제표준도 존재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BS7799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국제표준으로서 인정하고
ISO13335및 ISO27001이라는 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표준을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표준 요건을 포함한 국가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기존 평가 방법 중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사안을 도출하여 평가방법의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활용한다.

6)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정통부 장관고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11호로 개정되어 있다.



2.1국가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개념

2.1.1정보보호관리체계 개요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SecurityManagementSystem :ISMS)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관리,물리적 정보보호대책을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합적 시스템이다.7)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국가표준 인증제도로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해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

민간사업자 등 인증대상기관이 수립․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기술,물리,관리적 정보보호대책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한국정보보

호진흥원(KoreaInformationSecurityAgency:KISA)이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1.2인증평가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평가 기준은 최초 2002년 5월 정통부고시(제

2002-22호)로 공표하였으며 정보보호 5단계 관리과정 요구사항 14개 필수

7)본 절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가이드 5종 중 “인증준비가이
드”,“관리과정가이드”및 “위험관리가이드”를 참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고,사용된 그림
은 해당 가이드에서 발췌한 것이다.



항목,문서화 요구사항 3개 필수항목,정보보호대책 15개 분야 120개 세부

항목 총 1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즉,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5단계 정보보호

관리과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하며 둘째로 정보보

호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문서화해야 한다.셋째로 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통제사항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림-1>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기준

2.1.3관리과정 요구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정보보호정책 수립,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설정,위

험관리,구현,사후관리의 5단계 과정을 거쳐 수립,운영되며 이에 대한 인



증요건에 맞는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한다.

<그림-2>정보보호 관리과정의 구성

이 관리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일회적인 단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순환 주기의 형태를 가진다.

2.1.4문서화 요구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의 근거는 항상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서들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찾아서 확인하기 쉽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문서에 관한 요구사항은 문서화 자체에 대한 ‘문서요건’,문서의

관리에 대한 ‘문서의 통제’,그리고 운영 기록 관리에 대한 ‘운영기록 통제’

의 3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을 위한 평가요소로서 활용된다.



2.1.5정보보호 영역별 대책 요구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

립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인증심사기준에서는 15개 통제분야에 대하여

120개 통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이 15개 통제분야는 <표-1>과 같다.

통통통제제제분분분야야야 세세세부부부통통통제제제사사사항항항 통통통제제제
사사사항항항수수수

1.정보보호 정책 정책의 승인 및 공표,정책의 체계,정책의 유
지관리 5

2.정보보호 조직 조직의 체계,책임과 역할 4
3.외부자 보안 계약 및 서비스 수준협약,외부자 보안 4
4.정보자산 분류 정보자산의 조사 및 책임할당,정보자산의 분

류 및 취급 4
5.정보보호 교육 및 훈
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수립,교육훈련의 시행
및 평가 4

6.인적보안 책임할당 및 규정화,직원의 적격 심사,주요
직무 담당자 관리,비밀유지 5

7.물리적 보안 물리적 보호구역,물리적 접근통제,데이터 센
터 보안,장비보호,사무실 보호 12

8.시스템개발 보안 분석 및 설계,구현 및 이행,변경관리 13
9.암호통제 암호정책,암호사용,키관리 3
10.접근통제 접근통제 정책,사용자 접근 관리,접근통제 영

역 14

11.운영관리
운영절차와 책임,시스템 운영,네트워크 운영 및 문
서 관리,악성소프트웨어 통제,원격 컴퓨터 및 원
격 작업

22

12.전자거래 보안 교환합의서,전자거래,전자우편,공개서버의 보
안관리,이용자 공지사항 5

13.보안사고 관리 대응계획 및 체계,대응 및 복구,사후관리 7
14.검토,모니터링 및
감사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정보보호정책 및
대책 준수 검토,모니터링,보안감사 11

15.업무연속성 관리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수립,업무연속성 계획 수
립과 구현,업무연속성 계획 시험 및 유지관리 7

<표-1>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기준 15개 통제분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15개 통제분야 120개 통제사항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험분석을 통해 조직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

의 위험이 식별되고,통제를 구현하여 이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

키기로 결정했다면 해당위험에 대한 통제를 15개 통제분야 120개 통제사항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즉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중 조직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필수적인 통제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물론 통제가 필요

한데 이를 제외했다면 인증심사시 결함사항으로 지적될 것이다.

2.1.6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절차

인증을 위한 심사절차가 내부정보유출 통제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심사절차를 함께 소개한다.

인증신청기관

인증기관
(KISA)

인증위원회

인증심사팀

①①①① 인증심사 신청

및 계약

②②②② 인증심사계획 통보

④④④④ 인증심사 ⑤⑤⑤⑤ 보완조치결과 통보

⑥⑥⑥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⑦⑦⑦⑦ 인증심사결과 심의 요청

⑧⑧⑧⑧ 심의 결과 통보

⑨⑨⑨⑨ 인증서 발급

③③③③ 인증심사팀 구성

<그림-3>인증심사의 기본적인 흐름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인증심사 신청을 하고 인증서 발급을 받기까지 약 3

개월이 기간이 소요된다.인증심사는 기술심사와 문서심사로 구분되며 기

본적으로 하루 4-5명의 심사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행한다.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달간

의 시간을 주며 보완조치가 완료된 후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한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체 인증절차는 크게 준비단계,심사단계,인증단계,사후관리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단단단계계계 절절절차차차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준비단계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요청
인증심사 계약 -인증심사 게획의 협의 및 통보

심사단계

문서심사 -제출문서의 검토 및 확인

기술심사

-세부심사방법 및 절차 확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모의진단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checklist)
-취약점 분석․평가 및 위험분석의
결과 확인

-관련기록 및 문서확인
-보호대책 수립 및 구현 이행여부
확인

-현장이행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심사결과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인증단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인증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의 및

의결
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심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서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심사 -인증의 유지상태 주기적 확인 :매

년 1회
재심사 및 갱신심사 -최초심사 후 인증범위 등의 변경이

<표-2>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절차 단계별 세부내용



2.1.7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문서체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문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들 문서는 다른 정보보호 통제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 많은 참고자료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현행 평가방법을 파악하는데 참고자

료로서 활용되었다.

관련지침 및 문서체계

인증기관 인증준비기관 및 일반기업

ISMS 인증심사기준

ISMS 인증업무지침

ISMS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 및 관리지침

ISMS 인증심사 수행요령

ISMS 인증심사기준

ISMS 수립 가이드 5종

1. 인증준비 가이드 2. 관리과정
가이드

3. 위험관리 가이드

5. 정책개발 가이드

4. 정보보호대책 가이드

인증인증인증인증 준비준비준비준비 완료완료완료완료

ISMS 및 인증제도 이해

인증 준비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정책 수립

범위 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 관리

관리체계관리체계관리체계관리체계

수립수립수립수립 시작시작시작시작

참조참조참조참조

<그림-4>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관련기준 및 지침

있는 경우(재심사)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하는 경우
(갱신심사)



2.1.8정보보호영역별 세부평가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평가기준이 되는 정보보호대책 평가지표는 다
음 표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고시(제2007-30호)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제사항 통제내용

1
정보보
호
정책

1.1

정책의
승인
및
공표

1.1.1 정책의
승인

문서화된 정보보호정책은 최고경
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정책의
공표

정보보호정책 문서는 모든 임직
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1.2 정책의
체계

1.2.1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

정보보호정책은 신청기관의 사업
목표 및 정보기술정책과 일관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1.2.2
정책
문서의
유형

정보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
하기 위한 정보보호 지침,절차
및 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또
한 필요한 경우 특정 시스템 또
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보
호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1.3
정책의
유지관
리

1.3.1 주기적
검토

정기적으로 정보보호정책의 타당
성을 검토하여야 하며,중대한 보
안사고 발생,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의 발생,정보보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등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관련된 사항의 타당성을 추
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보보
호조직 2.1 조직의

체계 2.1.1 조직의
구성

신청기관내 정보보호관리 활동을
계획,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자가
있어야 하며,필요에 따라 정보보
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제사항 통제내용

2 정보보
호조직

2.1 조직의
체계 2.1.2

외부전문
가
활용

정보보호정책 수립,위험분석ㆍ평
가,통제사항의 선택과 구현,보안
사고 대응 등 중요한 정보보호관
리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외
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신청기관 자원에
대한 접근은 「3.외부자 보안」의
대상이 된다.

2.2 책임과
역할

2.2.1 정보보호
관리자

최고경영자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
호관리자는 정보보호정책 수립,정
보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
험분석 및 관리,보안사고 대응 및
복구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2.2 정보보호
위원회

신청기관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
보보호 관련 심의 및 승인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자원할당을 통해
정보보호관리 활동이 적절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외부자
보안 3.1

계약 및
서비스
수준협
약보안
관리

3.1.1

위부위탁
계약시
보안
요구사항

신청기관의 업무를 외부위탁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력 및 사무환경 등을 관리ㆍ통
제하기 위한 보안요구사항을 계약
서 상에 명시하여야 하고 요구사
항을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LevelAgreement)에 반영
하여야 한다.

3.1.2

제3자와의
계약시
보안
요구사항

신청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정보
보호정책 준수 및 필수 보안요건
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계약을 하
여야 한다.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제사항 통제내용

3 외부자
보안 3.2

외부자
보안
실행관
리

3.2.1 외부위탁
보안관리

외부위탁 업체가 계약서 및 서비
스 수준 협약 명시된 보안요구사
항을 충분히 이행하는지 주기적
으로 점검하고,필요시 감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3.2.2 제3자
보안관리

신청기관의 정보자산에 대한 제3
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업
무상 불가피하게 접근을 허용해
야 할 경우에는 접근유형 및 접
근사유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정보자산분류

4.1

정보자산
의

조사 및
책임할당

4.1.1
정보자
산
조사

신청기관의 정보자산을 조사하고
정보자산별로 신청기관에서의 가
치,업무 영향,법적 준수사항 등
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여
야 한다.

4.1.2

정보자
산별
책임할
당

조사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소유
자,관리자,사용자를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 유지를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2
정보자산
의 분류
및 취급

4.2.1
정보자
산의
분류

정보자산이 신청기관에서 차지하
는 가치와 신청기관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분류방식을 선택
하고 분류하여야 한다.

4.2.2
보안등
급과
취급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 정보자산
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물리적,
전자적 보안등급 표시를 부착,관
리하여야 한다.또한 보안등급의
부여에 따른 취급 절차도 정의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통제분야 통제목적 통제사항 통제내용

5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5.1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립

5.1.1

교육
및
훈련
계획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실제 운영에 필
요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1.2

교육
및
훈련
대상

교육 및 훈련의 대상에는 신청기관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5.1.3

교육
및
훈련
내용

교육 및 훈련은 정보보호정책,정보보
호인식,보안요구사항,법적인 책임,
보안사고 대응절차, 업무연속성관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교육대상자의
직위 및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2 시행 및
평가

교육 및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하며,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
다.또한 교육훈련 종료 후 검토를 통
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인적
보안 6.1

책임할당
및
규정화

6.1.1 책임할
당

정보보호업무를 이행하는 역할과 책임
을 문서화하여야 한다.문서화의 내용
에는 정보보호정책을 수립,구현,운영
하는 일반적인 책임과 특정 정보자산
의 보호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을 포함하여야 한다.

6.1.2 인사규
정

인사규정에는 정보보호에 대하여 직원
이 지켜야 할 책임 및 관련 법규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특히,정보보
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는 보다 명확한 책임
을 명시하여야 하며,직원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처벌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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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적 보안

6.2

적격심사
및 주요
직무담당
자 관리

6.2.1 적격심
사

계약직 및 임시직원은 물론 정식직원
채용시 신원,업무능력,교육정도,경력
등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직원들이 용역회사를 통하여 충원
되는 경우에는 용역회사와의 계약서에
적격심사에 따르는 책임사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6.2.2

주요직
무
담당자
관리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포함하는 업
무가 새로이 할당될 때,특히 재무정보
나 비밀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처
리하는 담당자는 별도의 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6.3 비밀유지 6.3.1
비밀유
지
서약서

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
을 받아야 하며,임시직원이나 제3자에
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도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직원의 고용계
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특히 직원이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환기시켜야 한다.

7 물리적
보안 7.1

물리적
보안대
책

7.1.1
물리적
보호구
역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 및 각종
물리적,환경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의하고 이에 따
른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구역,접견구역,장비출하
구역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각각에 적
합한 보안 조치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7.1.2
물리적
접근통
제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통제
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된 보안 절차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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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리적
보안

7.2
데이터
센터
보안

7.2.1

위치
및
구조
조건

데이터센터는 물리적,환경적 위험이
적은 곳에 위치하고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2.2 출입통
제

데이터센터의 출입은 적절한 출입통제
절차에 의하여 이행되어져야 하며,출
입자를 식별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또한 출입자 기록 대장은 정기적으
로 점검하여야 한다.

7.2.3 내부설
비

화재․수재 등의 각종 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고,비상
연락장치 및 비상구,물리적 접근통제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3 장비보
호

7.3.1
주요
시스템
보호

신청기관내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별
도의 출입통제를 실시하거나 이중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시스템관리자는
주요 시스템 접근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3.2 장비의
배치

장비는 환경적인 위협과 위험,불법 접
근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
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이를 보호하여
야 한다.

7.3.3 전원공
급

전원공급 이상이나 기타 전기관련 사
고 발생시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
기 위하여 장비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
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7.3.4 케이블
보호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거나 정보서비스
를 지원하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은
방해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7.3.5 장비의
보수

장비는 지속적인 가용성과 무결성을
위하여 장비 제공자가 지시한 명세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유지
ㆍ보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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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리적
보안

7.3 장비보
호 7.3.6

장비의
안전한
폐기 및
재사용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 매체
의 폐기시에는 이를 물리적으로 파기
하여야 하며,중요 데이터나 정품 소
프트웨어는 폐기하기 전에 매체에 기
록된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
다.

7.4 사무실
보호

책상 위에 중요한 문서나 저장 매체
를 남겨놓지 않도록 하고,통상 근무
시간 동안이나 그 외의 시간에 비인
가된 자에 의한 정보 접근,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화면에 정보처
리에 관한 사항을 남겨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시스템
개발보
안

8.1

분석
및
설계
보안관
리

8.1.1
보안
요구사
항 정의

새로운 시스템 개발,기존시스템 개선
시 보안요구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하
여야 하며,보안요구사항에는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원칙과 접근통제 유
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1.2
입력
데이터
검증

응용시스템 설계시 입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입력 데
이터의 정확성,무결성,신뢰성을 판
단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1.3
내부
처리의
검증

응용시스템 설계시 내부처리 요구사
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응
용소프트웨어의 처리 작업을 검증하
고,무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8.1.4
출력
데이터
검증

응용시스템 설계시 출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출력 데
이터의 정확성,무결성,신뢰성을 판
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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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
개발
보안

8.1

분석 및
설계
보안관
리

8.1.5 인증 및
암호

응용시스템 설계시 반드시 사용자 인
증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중요한 메시지의 경우 무결
성이 요구될 때 메시지 인증기법을
적용하고 비밀성이 요구될 시 암호화
를 적용하여야 한다.

8.1.6 보안기
록 관리

응용시스템 설계시 사용자의 인증,
데이터 분실,수정,오남용 등을 점검
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관련된
로그,감사증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8.2

구현 및
이행
보안관
리

8.2.1 구현 및
시험

응용시스템 구현시 코딩표준에 따라
응용시스템을 구현하고,보안요구사
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8.2.2

운영환
경
이행보
안

운영 프로그램의 수정은 적절한 권한
을 지닌 사람만이 시행하여야 하고,
운영시스템은 실행코드만 보유하여야
한다.실행코드는 성공적인 시험과
사용자 인수 후에 실행하여야 한다.

8.2.3
시험
데이터
의 보안

시험 데이터는 운영데이터에 준하여
보호하고 통제하여야 하며,운영환경
에 대하여 적용되는 접근통제 절차를
시험환경에도 적용하여야 한다.운영
데이터가 시험환경으로 복사될 경우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시험
완료 후 운영데이터는 시험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운영데이터 사용 및
복사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8.2.4

소스
프로그
램의
접근보
안

소스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스 프로그램 관리자는 각 운영시스
템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또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통제절차를 수
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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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
개발
보안

8.3 변경관
리

8.3.1 변경관
리 절차

정보시스템의 파괴와 손상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공식적인 변경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8.3.2

운영체
제
변경시
의 검토

운영체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응용시스
템의 운영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8.3.3

소프트웨
어
패키지
변경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패키지 변경시에는 공
급자의 동의를 얻으며,수정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모든 변경사항은
시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9 암호
통제

9.1암호 정책 암호사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9.2 암호사용
암호 정책에 따른 암호 사용시 적절한
암호 알고리즘의 유형,신뢰성 및 키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9.3 키관리
암호 키에 대한 관리지침,절차 및 방
법을 마련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10 접근
통제

10.
1

접근통
제
정책

10.1.1 정책의
문서화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 접근 통제의 방
법과 범위 등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10.1.2 정책의
내용

접근통제 정책은 데이터,프로그램,주
요 시스템,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제
한을 포함하여야 하며,여기에는 보안
요구사항,데이터 및 서비스 접근시의
법적,계약적 제한,분산 네트워크상의
접근권한 관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0.1.3
접근
통제
규칙

항상 존재하는 규칙과 일정기간이나 선
택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에 대한 구분,
실행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
는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의 구분 등
을 포함한 접근 통제 규칙을 명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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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접근통제

10.1
접근통
제
정책

10.1.4 접근통
제 방법

접근통제 방법은 정책 및 절차에 의
해 결정된 접근권한을 적절하게 반
영하여야 한다.

10.1.5
접근통
제 정책
검토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과의 일치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통제 정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10.2
사용자
접근
관리

10.2.1 사용자
등록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2.2 특수권
한 관리

시스템이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통
제를 우회할 수 있는 특수권한의 할
당 및 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10.2.3
사용자
패스워
드 관리

사용자 패스워드의 관리절차를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0.2.4

사용자
의
접근권
한검토

데이터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접
근 권한에 대하여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2.5 사용자
의 책임

시스템 및 패스워드 관리 책임은 사
용자 자신에게 있음을 주지시키고
관리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10.3 접근통
제 영역

10.3.1 네트워
크 접근

비인가된 접근을 막기 위해 네트워
크의 내ㆍ외부 연결통제,사용자 터
미널과 컴퓨터 서비스간에 물리적
및 논리적 경로의 통제,사용자 인
증,고장 진단 포트에 대한 접근 통
제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접근정책
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0.3.2 운영체
제 접근

안전한 로그온 절차,식별 및 인증관
리,필요시 터미널 자동확인 등을 포
함하여 시스템의 운영체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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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근통
제 10.3

접근통
제
영역

10.3.3
응용
프로그
램 접근

사용자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응
용 프로그램의 기능들에 대한 정
보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또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응용 프
로그램의 출력물은 허가된 위치에
서만 전달하여야 한다.민감한 응
용 시스템은 반드시 일반적인 환
경과 분리하여야 한다.

10.3.4
데이터베
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의 뷰,레코드 또는
필드 레벨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데이터사전 및 데이터베
이스 유틸리티에 대한 접근통제,
민감 정보의 암호화 등을 통해 데
이터베이스내의 정보를 보호하여
야 한다.

11 운영관
리 11.1

운영
절차와
책임

11.1.1
운영절
차의
문서화

보안정책에 의해 정의된 운영지침
과 절차는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운영관리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11.1.2

정보자
산의
변경관
리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들을 조사하
고,모든 변경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리책임 및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한다.

11.1.3 직무
분리

부주의에 의한 또는 고의적인 시
스템 오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무를 분리하고,직무 분리
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 별도의 관
리감독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1.4

개발과
운영환
경의
분리

원칙적으로 개발,시험,운영 환경
을 분리하여야 한다.또한 응용프
로그램을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
환경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정의하
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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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
관리

11.1
운영
절차와
책임

11.1.5

외부
운영
설비․
관리

외부자가 정보시스템 및 장비를 관리
하는 경우 데이터의 손상,손실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제방안을 수립하
고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1.2 시스템
운영

11.2.1 시스템
도입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도입계
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2 시스템
인수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설치 또는 수
정에 따른 인수기준을 수립하고,시
스템 구매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
다.또한 시스템은 이 기준에 의해
시험을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11.2.3 성능관
리

신청기관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구사
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능관리
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4 용량관
리

신청기관에서 요구되는 용량 요구사
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용량계획을
통해 적정한 용량을 확보하고,주어진
용량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
리방안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용량관
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5
백업 및
복구
관리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
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11.2.6 장애관
리

시스템의 장애시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2.7 로그관
리

시스템 운영의 확인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주
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1.2.8
보안
시스템
운영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로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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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
관리

11.3 네트워
크 운영

11.3.1

네트워
크
운영대
책

네트워크 운영 보안 유지를 위해
직무 분리,접근권한 통제,원격접
속 설비 관리,네트워크 분리 등을
위한 책임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인터넷
접속관
리

인터넷망과 접속시 침입차단시스템
을 통하여 접근통제를 수행하여야
하며,필요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근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1.3.3 원격운
영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
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스템 관리
는 내부의 특정 터미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외부에서 네
트워크를 통하여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암호 및 접
근통제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11.4
매체 및
문서관
리

11.4.1
매체
취급 및
보관

허가되지 않은 유출이나 오용으로
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매체
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1.4.2 매체의
폐기

매체 폐기를 부주의하게 이행하여
외부자에게 주요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기지침을 수립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11.4.3
시스템
문서의
보안

보안절차,운영매뉴얼,운영기록 등
주요 시스템 문서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절한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1.5

악성
소프트
웨어
통제

바이러스 등의 악성 소프트웨어로
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
성 소프트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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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
관리 11.6

이동컴퓨
팅
및

원격 작업

11.6.1 이동
컴퓨팅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시에 사
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책
을 수립하고,내부 네트워크로의 연결
및 공공 장소에서의 사용에 대한 정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6.2 원격
작업

재택 근무와 같은 원격 작업 수행시
이에 대한 물리적,논리적 보호를 위
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2
전자
거래
보안

12.1 교환
합의서

신청기관간의 정보 및 소프트웨어 교
환시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야 하고,관리적 책임 및 절차,전송
의 기술적 기준,인증기준,데이터의
책임성 등을 반영한 교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2 전자거래
보안관리

전자거래 시 사기,계약 분쟁,정보의
노출 및 수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원확인,무결성,암호화,부인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12.3 전자우편

전자 우편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전
자우편 내용에 대한 무결성 및 기밀
성과 이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고려
한 보안지침 및 대책을 수립하여 운
영하여야 한다.

12.4
공개서버
의

보안관리

웹서버 등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
보에 대한 수집,저장 및 공개에 따른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논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2.5 이용자
공지사항

전자거래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이
용자에게 해킹위험,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접속관리 등에 대한 공지를 통
해 안전거래 준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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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안사
고
관리

13.1

대응
계획
및
체계

13.1.1 대응계
획 수립

보안사고의 정의 및 범위,긴급연락체계
구축,보안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
차,사고 복구조직의 구성,교육계획 등
을 포함한 보안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13.1.2

보안사
고
대응체
계 구축

보안사고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집중적인 대응체계를 구
축하고,대응체계에는 내부직원뿐 아니라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13.2
대응
및
복구

13.2.1

보안사
고 대응
교육 및
훈련

보안사고 대응 계획,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처리 후 재발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3.2.2 보안사
고 보고

사고의 징후 또는 보안사고 발생을 인
지한 때에는 보고체계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시스템이
나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과 소프트웨
어 기능장애 또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3.2.3
보안사
고 처리
및 복구

보안사고 보고시 처리,복구 절차에 따
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13.3 사후관
리

13.3.1

보안사
고 분석
및
정보의
공유

보안사고가 처리되고 종결된 후 이에
대한 분석을 이행하여야 하며,그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또한 사고에 대한
정보와 발견된 취약성들을 관련 신청
기관과 임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13.3.2 재발방
지

보안사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절차,조직 등의 보
안체계에 대한 변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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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토,
모니터
링 및
감사

14.1

법적
요구사
항 준수
검토

14.1.1 요구사
항 명시

정보시스템에 대해 관련된 모든
법,규제,계약,정책,기술상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
여야 하며,이들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 통
제나 개별 책임 등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14.1.2 준수
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개인정
보보호 관련법 및 저작권법,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
산권법 등의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1.3 증거자
료 수집

보안사고 처리 및 계약 증빙을
위하여 신청기관이나 개인에 대
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
다.

14.2

정보보
호 정책
준수
검토

14.2.1 검토
계획

검토의 대상,주기,방법,범위,
절차,검토자를 포함한 검토계
획 및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보안요구사항에 대
한 통제와 책임의 준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4.2.2 정책의
준수

모든 정보보호 정책,절차의 준
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2.3 기술적
점검

정보시스템이 정보보호표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
는지 정기적으로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취
약성들을 발견한 후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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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토,
모니터
링및
감사

14.3 모니터링

14.3.1
접근및
사용
모니터링

사용자의 시스템,네트워크 사용 및 접
근이 명확하게 허용된 범위 안에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위
험의 정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하
여야한다.

14.3.2
감사기록
분석및
보관

모니터링을 위한 감사 기록을 생성하
고,분석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야한다.

14.3.3 시각
동기화

감사 기록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자료나 징계 자료로서 효력을 갖기 위
해서는 시스템 시각을 정확히 설정하여
야한다.

14.4 보안감사

14.4.1
보안감사
계획및
이행

보안감사대상,범위,주기,방법,절차,
감사자,감사도구를 포함한 보안감사
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여야한다.

14.4.2
감사결과
및

사후관리

감사의 결과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고 적정한 책임자에게 보고하며,감
사 지적 내용이 이행되도록 사후관리하
여야한다.

15
업무
연속성
관리

15.1

업무연속
성관리
체계
수립

15.1.1

업무연속
성
관리
과정
수립

개시단계,업무연속성전략수립단계,구
현단계,운영관리단계 등 업무연속성관
리를 위한 과정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개시단계에는 업무연속성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자원분배
를 포함하여야 하며,업무연속성전략수
립단계는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구현단계에는 재해복구 및
위험감소 대책,업무연속성계획의 문서
화를 포함하여야 하며,운영관리단계에
는 시험,교육훈련,검토 및 갱신을 포
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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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업무
연속성
관리

15.1

업무연속
성 관리
체계
수립

15.1.2

업무연속
성
계획
프레임워
크수립

업무별 연속성 계획의 이행에 필요
한 조건,응급절차,대체절차 등을
고려하여 연속성 계획들이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야 한다.

15.2

업무연속
성 계획
수립과
구현

15.2.1 업무영향
분석

재난재해별로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피해규모와 복구에 소요되
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업무복
구목표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15.2.2
업무연속
성 계획
수립

업무복구목표 및 최소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평가
하여 업무연속성을 위한 전략을 수
립하고 대책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3
업무연속
성계획
구현

업무연속성계획에서 수립한 위험감
소 조치 및 재해복구를 위한 설비
를 구현하며 필요한 계획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5.3

업무
연속성
계획
시험 및
유지관리

15.3.1
업무연속
성계획
시험

환경의 변화 또는 부정확한 전제
등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시험을 수행하며,시
험 계획에는 시기,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5.3.2

업무연속
성계획
유지
․관리

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 및 변경관리를 수행하
여야 한다.



2.2위험수준 평가방법의 국제적인 표준 이해

2.2.1위험분석 전략의 구분

정보기술 보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 지침인 ISO/IEC13335-1에서는 위

험분석 전략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이들은 베이스라인 접근법,비정형 접

근법,상세 위험분석,복합 접근법이다.8)

2.2.1.1베이스라인 접근법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표준화된 보호대책의 세트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보호대책이 현재 구현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구현되지 않은 보호대책을 식별한다.

이러한 방식은 분석의 비용과 시간이 대단히 절약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과보호 또는 부족한 보호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즉,그 조직에 적

합한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분석을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된다.또한 이런 방식은 조직의 자산 변동이나 새로운 위협

및 취약성의 발생 또는 위협 발생률의 변화 등 보안환경의 변화를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8)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정보보호관리체계 위험관리가이드」,pp.14-22



그리고 체크리스트 방식은 담당자로 하여금 보안 상태 자체보다 체크리스

트를 통해 나타나는 점수에 집착하게끔 하여 보안요구사항에 따른 우선순

위보다는 구현 용이성에 따라 정보보호대책을 구현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

나기 쉽다.

2.2.1.2비정형 접근법

비정형 접근법은 구조적인 방법에 기반하지 않고,경험자의 지식을 사용하

여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이 방식은 다음에 설명할 상세 위험분석

보다 빠르고 비용이 덜 든다.특정 위험분석 방법과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

하지 않고 수행자의 경험에 따라 중요 위험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방식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새로이 나타나거나

수행자의 경험분야가 적은 위험 영역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논리적이고 검증된 방법이 아닌,검토자의 개인적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

므로 사업 분야 및 보안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참여하여 수행하지 않으

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2.2.1.3상세 위험분석

상세 위험분석은 자산분석,위협 분석,취약성 분석의 각 단계를 수행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방법에 따라서는 취약성 분석과 별도로 설치된

정보보호대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이러한 방식은 조직의 자산



및 보안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자산,위협,취약성의 목록이 작성,검토되었으므로 이후 변경이 발

생하였을 때 해당 변경에 관련된 사항만을 추가,조정,삭제함으로써 보안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채택한 위험분석

방법을 잘 이해해야 하므로 비정형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고급의 인적 자원

이 필요하다.

2.2.1.4복합 접근법

복합 접근방법은 높은 위험수준의 영역을 식별하여 상세 위험분석을 수행

하고,그 외의 다른 영역은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이 방

식은 비용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고위험 영역을 빠르게

식별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된다.그러나

고위험 영역을 잘못 식별하였을 경우 위험분석 비용이 낭비되거나,부적절

하게 대응될 수 있다.

2.2.2정성적 위험평가와 정량적 위험평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정량적 방

법은 손실 및 위험의 크기를 금액으로 나타내며,정성적 방법은 손실이나

위험을 개략적인 크기로 비교한다.예를 들면 위험은 조직의 연간 예상 손



실액과 같이 금액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특정 사건에 대한 위험의 정도

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정성적 위험평가에서는 위험을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묘사한다.즉,

‘네트워크 호스트의 기술적 장애’라든가,‘외부인에 의한 사용자 ID도용’과

같은 표현으로 위험을 분류하며,그 정도는 ‘매우 높음’,‘높음’,‘중간’,‘낮

음’등으로 표현한다.또는 5점 척도,10점 척도의 점수화가 사용되기도 한

다.이러한 방식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보의 평가가 가능하고,분

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해가 쉽다.그러나 표현이 주관적이어서,사

람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유럽 지역에서 사용(예,CRAMM)되었으며,구체적인

값 보다는 등급이나 설명을 사용하여 상황을 묘사한다.

단순화된 예로써 다음 <표-3>과 같은 평가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피피피해해해의의의 크크크기기기
발발발생생생가가가능능능성성성 낮낮낮음음음 중중중간간간 높높높음음음 매매매우우우 높높높음음음

낮낮낮음음음 낮음 낮음 중간 높음
중중중간간간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높높높음음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표-3>정성적 평가 기준 예시

정량적 위험분석에서는 위험을 손실액과 같은 숫자값으로 표현한다.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연간 예상 손실액(ALE)을 계산하

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값들을 정량화시켜 표현한다.연간 기대 손실은 어



떤 위협이 성공했을 경우의 예상 손실액(SLE)에 그 위협의 연간 발생률

(ARO)을 곱한 값이다.

ALE(t)=SLE(t)×ARO(t)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와 위협 발생률 역시 수치화하여 계산

해야 한다.그러나 이를 정확한 값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미국 연방

위험분석 표준에서는 이 연간 기대 손실(ALE)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산의

가치와 위협 발생 확률을 구간의 대표값으로 수치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즉,자산의 가치를 10,000달러 이하,10,001달러-100,000달러,100,001달

러-1,000,000달러,1,000,000달러 이상으로 구간화하고 어떤 자산이 10,001달

러-100,000달러 구간으로 가치 평가되었다면 이 자산의 가치를 50,000달러

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협 발생 확률은 1일 10회 이상,1일 1회,월 1회,연 1회,10년 1회

등으로 구분되고 이 값들 중 하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용 및 가치분석이 수행될 수 있고,예산 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된 값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그러

나 분석에 필요한 시간,노력의 비용이 커지며 이러한 값이 실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3데이터 관점의 우려사항 도출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및 국제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은 내부정보와

같은 데이터 관점의 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데이

터 관점의 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 평가방법의 데이터 관련 정보자

산에 대한 유사 평가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다만,내부정보와 같은 데

이터 관점의 정보자산은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와 같은 인프라 측면의

위협,취약성을 도출시키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협,취약성을 우려사항

(Concern)이란 용어로서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하였다.국가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위험관리 가이드 역시 우려사항으로서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2.3.1위협

위협은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원치 않는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나

행위자로 정의된다.그러나 방법에 따라서 ‘비인가된 노출’과 같이,위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표현되기도 하고 ‘패킷의 인터넷 주소변경

(IPspoofing)위협’처럼 위협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9)

위협은 일반적으로 위협원천에 따라,크게 자연재해나 장비 고장 등의 환

경적 요인에 의한 것과 인간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인간에 의한 위

9)본 절에서 사용된 위협,취약성 등의 용어 정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위험관리가이드
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정의를 인용하였다.



협은 다시,의도적인 위협과 우연한 위협으로 나눌 수 있다.

위험분석 방법 마다 다양한 위협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것도 완

벽한 목록은 없다.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

하는 위협을 중심으로 담당자 및 책임자가 특히 우려하는 위협을 추가적으

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위협의 유형은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규

정되며,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

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위협에 관련하여 파악해야 할 속성은 발생가능성이다.이것은 연간 발생

횟수 또는 발생 정도로 표현된다.

그러나 위협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자

산이 그 위협에 취약한지,그리고 그 취약성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에 따

라 결과는 달라진다.위협의 발생 가능성(예:외부에서의 해킹 시도)과 위

협의 성공 가능성(예:홈페이지 변조)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위험분석 방법에 따라서 위협의 외부적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용하

는 경우도 있고 위협이 성공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이 두 값

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위험분석 방법을 주의 깊게 이해하여 어떤 가능성을

평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3.2취약성

취약성이란 자산의 잠재적 속성으로서 위협의 이용 대상으로 정의하나,때

로는 정보보호대책의 미비로 정의되기도 한다.자산에 취약성이 없다면 위



협이 발생해도 손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취약성은 자산과 위협

사이의 관계를 맺어 주는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산과 위협 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즉 특정 위협이 발생할 때

특정 자산에 자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지를 취

약성,노출정도 또는 효과라는 값으로 나타낸다.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 없다면,특정 위협의 발생은 이에 취약한 특정 자산의 전면적 피해,

즉 자산가치 전액의 완전한 손실로 파악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위협이 자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취약성 값 또

는 정도로 표현한다.

취약성 역시 완전한 목록은 없다.위협도 일부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취약

성은 때로 위협과 위험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어떤

위험분석 방법의 취약성 목록에는 직원 부재,인력 부족,부정확하거나 부

적절한 유지보수 계획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이는 다른 경우에는 위

협이나 위험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2.3.3우려사항

정보자산의 유형에 따라 위협,취약성이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최근의 위험분석 도구나 방법에서는 위협과 취약성을 결합한 ‘우

려(concer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이러한 우려는 ‘어떤 위협이

어떤 취약성에 작용하여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으로 표현되며,위험

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피해의 가능성이 자산의 가치에 적용되



면 그것이 그 위험의 규모로 표현된다.

2.3.4내부정보 관련 정보자산의 우려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기준으로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자산은 데

이터,문서,인력 및 매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각 정보자산에 대한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각 우려사항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

준에 해당하는 15개 정보보호영역별 통제사항을 정보보호대책으로 적용할

수 있다.10)

2.3.4.1데이터에 대한 우려사항

10)본 절에서 제시되는 우려사항은 내부정보유출에 범위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자산 즉 데
이터,문서,인력 및 (저장)매체를 구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KISA ISMS의 통제번호(예:
1.2.2)와 연관되도록 각 자산별 우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번번번호호호 우우우려려려사사사항항항 IIISSSMMMSSS통통통제제제

1 적절한 보안규정이 부족하여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1.2.2

2 자산의 중요도 및 특성이 분류되지 않아 통제가 부족하거나 과
도한 통제로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4.2.1

3 위탁회사와의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위탁 운
영되는 자산에 대한 보안이 필요 수준에 미흡할 수 있다. 3.1.1

4 위탁회사의 정보보호대책이 부족하거나 인력의 보안인식 부재 3.2.1

<표-4>데이터에 대한 우려사항



로 인해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5 계약직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제3자에 대한 보안규정
부족으로 자산에 대한 보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1.2

6
계약직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제3자의 보안인식 부
재,이들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부족으로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3.2.2

7
데이터의 중요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중요도에 따른 취
급 방침이 부족하여 중요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잘못 처리될 수
있다.또는 과도한 통제로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4.2.2

8

데이터베이스의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규칙 중 항상 지켜져
야 하는 규칙과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한 규칙,규칙 변경 시
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이 모호하여 부적절하게 규칙이 변경딜
수 있다.

10.1.3

9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접근통제 및 기록기능 등을 우회할 수 있
는 특수 기능이 허가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10.2.2

10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통제 위반이나 위반 시도를 적시에 발견
하여 처리할 수 없다. 14.3.1

11 로그를 분석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보안 위반의 발생 여부나 책
임자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14.3.2

12 암호화 규정 또는 도구 부족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허가받지 않
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9.1
9.2

13 암호(키)를 분실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할 수 있
다. 9.3



2.3.4.2문서에 대한 우려사항

번번번호호호 우우우려려려사사사항항항 IIISSSMMMSSS통통통제제제

1 적절한 보안규정이 부족하여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1.2.2

2 자산의 중요도 및 특성이 분류되지 않아 통제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통
제로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4.2.1

3 위탁회사와의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위탁 운영되는 자
산에 대한 보안이 필요 수준에 미흡할 수 있다.

3.1.1

4 위탁회사의 정보보호대책이 부족하거나 인력의 보안인식 부재로 인해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3.2.1

5 계약직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제3자에 대한 보안규정 부족으
로 자산에 대한 보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1.2

6 계약직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제3자의 보안인식 부재,이들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부족으로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3.2.2

7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시스템 문서에 접근하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11.4.3

<표-5>문서에 대한 우려사항

2.3.4.3인력에 대한 우려사항

번번번호호호 우우우려려려사사사항항항 IIISSSMMMSSS통통통제제제

1 적절한 보안규정이 부족하여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1.2.2

2 중요 직무가 분류되지 않아 통제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통제로 4.2.1

<표-6>인력에 대한 우려사항



2.3.4.4매체에 대한 우려사항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3 인력의 전문성 및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새로운 위협 또는 고
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 2.1.2

4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전문성 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6.2.2

번번번호호호 우우우려려려사사사항항항 IIISSSMMMSSS통통통제제제

1 적절한 보안규정이 부족하여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1.2.2

2 자산의 중요도 및 특성이 분류되지 않아 통제가 부족하거나 과
도한 통제로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4.2.1

3 위탁회사와의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위탁 운
영되는 자산에 대한 보안이 필요 수준에 미흡할 수 있다. 3.1.1

4 위탁회사의 정보보호대책이 부족하거나 인력의 보안인식 부재
로 인해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3.2.1

5 계약직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제3자에 대한 보안규정
부족으로 자산에 대한 보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1.2

6
계약직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제3자의 보안인식 부재,
이들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부족으로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3.2.2

7 PC,저장매체,문서의 폐기 또는 사용자 전환 시 허가되지 않은 11.4.1

<표-7>매체에 대한 우려사항



2.3.4.5법률 및 계약사항에 대한 우려사항

법적 요구사항은 사업을 수행할 때 준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을

말한다.사업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나 규

제가 있을 수 있다.특히 개인정보보호 및 산업기술 관련 사항으로 현행

법률에서도 내부정보가 법률로서 보호되도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국가 공공기관에 한정된 법률은 아니

지만 정보보호 측면에서 요구하는 법령은 다음 <표-8>과 같다.

구구구분분분 법법법규규규

해킹 및 바이러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틍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개인정보 침해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틍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표-8>정보보호 관련 법률

데이터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8 매체 관리 부족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노출되거나,도난,성능
저하로 인한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1.4.1

9 매체 폐기 관리 부족으로 폐기된 매체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 11.4.2



계약 요구사항은 고객 또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

다.이러한 요구사항은 조직의 사업과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

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위험평가 시점에서 어떠한 계약 요구사항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 및 계약에 따른 요구사항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므로 개별 내

용을 확인하면 이를 그대로 대책으로 선택하면 된다.더불어 앞서의 다른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사기 형법
유해사이트 형법

명예훼손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틍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타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스팸메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틍에관한법률
사이버윤락 형법,아동복지법

산업보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기본법
상법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우려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평가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번번번호호호 우우우려려려사사사항항항 IIISSSMMMSSS통통통제제제

1 법적 요구사항,계약 상 지켜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할 수 있다. 14.1.1

2 법적 요구사항,계약 상 지켜야 할 사항을 알고도 통제가 부족
하여 지키지 못할 수 있다. 14.1.2

3 법적 요구사항,계약 상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켰음을 증빙하지
못할 수 있다. 14.1.3

<표-9>법률 및 계약사항에 대한 우려사항



III.데이터보호측면의 평가방법 사례

보안수준평가 방법의 적용사례를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및 국내 사례를 조
사하였다.내부 민감정보에 대한 보안수준평가 사례는 현재 국내외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최근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등으로부터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teinformationImpactAssessment;PIA)방법이 제도적으로 정의되
어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활용되어 왔다.본 절에서는 해외사
례로서 US-VISIT 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PIA)의 사례와 최근 국내의
경우는 2008년 u-IT확산사업이라는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적용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사례로서 제시하였다.11)

3.1국외 사례

미국,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인 운영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물론 개인정보는 내부정보 중 하나로서 인
식할 수 있지만 아래 소개하는 사례는 미국 출입국관리시스템 US-VISIT
에 대한 개인정보의 영향성을 평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 정보시스

11)KISA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2005년)에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PrivacyImpactAssessment)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
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정의하고
있다.



템에 대한 민감정보의 영향정도를 평가한 사례이므로 본 연구의 성과물을
벤치마킹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2)

3.1.1US-VISIT의 개요

미국 출입국관리시스템 US-VISIT은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된다.2004년 9
월 30일에 VWP국(VISA WaiverPilotProgram:비자 면제국)의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되었다.
방문자는 POE(PortOfEntry:통과관)의 좌우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얼굴
형태 개인사진 정보를 취득하여,해외출국문서와의 대조를 통해 본인확인
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이 생체인식을 이용한 입국수속은,2007년 3
월 현재,116곳의 공항,15곳의 해안 및 154곳의 육지 입국수속에 적용되었
다.출국수속은 12곳의 공항,2곳의 해안에서 운용 중이다.
US-VISIT의 수속은 다음 <표-10>과 같이 4단계로 되어있다.

12)문승주(2008),「개인정보영향평가 실무교육교재」,한국정보보호인식,pp.12-22
김진실 역(2008),瀬戸(Seto)洋 一(Yoichi)(2007),「行政情報システムの適用の考慮して

プライバシー影響評価の開発」,産業技術大学院 大学紀要
DHS(2004),「US-VISIT Program,Increment2,PrivacyImpactAssessment」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 수수수속속속 절절절차차차

입 국
전

-미국영사관 비자 발행국에서 본인정보를 등록하고,워치 리스트와의
매칭이 행하여 진다.

-여행자는 좌우의 손가락의 지문을 취득해서 보낸다.
-얼굴형을 시스템에 스캔을 시킨다.
-지문형상과 해외문서와의 관련되게 만든다.

입 국 -입국심사관이 입국자의 비자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전용 장치로

<표-10>US-VISIT의 주요 수속절차



상기의 수속을 통해서 US-VISIT 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
호에 관해서,미 국토안보국(DHS;DepartmentofhomelandSecurity)은,방
문자에 의해 제공된 생체정보 및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방문자의
프라이버시 사항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3.1.2미국에 있어서의 PIA의 법적근거

미국에 PIA에 관한 주된 법적근거로서는,전자정부법 제208조와 국토안전
보장법 제222조를 들 수 있다.미국은 2002년 전자정부법 제208조로 프라
이버시 규정을 정하고 있다.이 조항에서는,각 행정 기관이 개인정보를 직
접 표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한 방법(식별 가능한 형태)로 수집할

시

읽어낸다.
-스캐너에서 좌우의 집게 손가락의 형상을 취득하고,직원이 비자를
가진 입국자의 얼굴형을 촬영한다.

-비자로부터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신청시에 신청자로부터 채
취한 지문과 얼굴형의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엑세
스하고,입국자의 조회를 한다.

-지문형상과 얼굴형이 기지 및 용의 중의 테러리스트,범죄자의 정보
를 포함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상 황
관리

-여행자는 형태를 변경,조정하고 싶을 경우에는,새로운 US-VISIT
정보에 갱신된다.

-도착,출발 기록을 비추어 조합하고,모순이 있을 경우는 방문자가
불법 체류했다고 판단된다.

출 국
시

-여행자의 수속은 입국시와 같다.비자 또는 여권을 읽어내기(키오스
크 또는 모바일 장치)에 삽입하고,좌우의 집게손가락을 스캔하고,
얼굴형을 촬영하고,최후에 읽어내기로부터 배출된 영수증(receipt)을
받는다.



경우,또는 송신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조달할 경우,사전에 프라
이버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행정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했을 때는,최고정보책임자(CIO)또는 동등한
상급직원에 의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의 재심사가 전제되어 있다.각 행
정 기관은 예산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대해 PIA 보고서 사본을 예산관리국
(OMB;OfficeofManagementandBudget)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예산관리국 장관은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명기한 지침을
작성하고,지침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규모,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기밀정보,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되는 침해의 위험을 다음과 같
은 기본 평가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1)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가
(2)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가
(3)해당 행정 기관에 의한 정보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4)누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가
(5)수집되는 정보 및 정보공유의 방법에 관하여,본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 정보주체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6)정보는 어떻게 안전에 지켜지는 것인가
(7)해당 시스템은 미합중국법령 제5편 제552a조(프라이버시법)에 근거해
개발되는가
이상 7가지 평가 질문이외에 추가로 예산관리국 장관은 합중국법령 제5편
제552a조를 따른 프라이버시 정책의 통지를 위한 지침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3.1.3PIA 평가를 위한 9가지 평가지표

미국토안보국(DHS)의 모든 PIA 보고서는 PIA 표준 포맷을 따를 필요가
있다.PIA 표준 포맷은 다음의 9가지 상위 평가영역과 하위 질문들로 구성
된다.

3.1.3.1수집,유지되는 정보
o어떤 정보가 수집될 것인가
o누구에게서 정보가 수집될 것인가
o왜 정보가 수집될 것인가
o어떻게 정보가 수집될 것인가
o어떤 법적 권위,협정,협약이 정보의 수집을 정의하고 있는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여기에서는,수집되는 정보의 범위,수집된 정보
의 정보원,수집의 이유에 관련된 프라이버시 위험을 식별하고,수집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개인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정확한 정보
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의 구축 등에 관해 논의한다.

3.1.3.2시스템과 정보의 사용
o정보의 모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o사용자의 추가적인 흥미,관심,패턴의 식별하기 위해,해당 시스템이 데
이터 해석을 진행하는가
o어떻게 개인에서 수집한,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것인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여기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으로서는,공개되지 않
는 목적에서의 정보의 사용 및 정보의 불적절한 사용이 해당된다.
o보안대책으로서,문서의 공개 및 비공개 리뷰,보안과 액세스 제어,개인
정보의 취급에 관한 교육,데이터 해석의 결과에 대한 리뷰,정보의 직접적
인 수집을 들 수 있다.

3.1.3.3정보의 보관
o시스템 내에서의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o보관 스케줄이 공문서 책임관(NARA;NationalArchivesandRecords
Administration)에 의해 승인되었는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정보를 보관할 목적에 대해,왜 그 정보를 그 기
간동안 보관 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3.1.3.4내부조직과의 정보공유와 공개
o어느 내부조직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o각 조직에 대하여,어느 정보를 어떤 목적에서 공유할 것인가
o어떻게 정보가 전달 또는 공개될 것인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여기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은,공개되지 않아야 하
는 목적에서의 정보의 사용,불적절한 정보의 사용,잘못 구축된 정보를 들
수 있다.
o보안대책으로서,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의 공개 및 비공개 리뷰,



보안과 액세스 제어,교육을 들 수 있다.

3.1.3.5외부조직과의 정보공유와 공개
o어느 외부조직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o어느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공유될 것인가
o어떻게 정보가 전달 또는 공개될 것인가
o정보를 공유하는 외부조직과의 적절한 각서,계약,협약이 있을 것인가?
협약이 현재 다 소유되어 있는 정보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을 것인가?
o정보의 받는 사람에 의해 어떻게 정보가 안전에 지켜져 있을지
o정보에의 접근권한을 받기 전에,DHS 외부의 기관에 의해,어떤 유저
교육이 요구될 것인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여기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은,외부조직에 의해 안
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보,외부조직에 의해 다른 목적에서 사용되는
정보,외부조직에 의한 불적절한 정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o 보안대책으로서,정보가 연방정부 정보보안 관리법(FISMA;Federal
InformationSecurityManagementAct)을 따라서 안전에 지켜져 있는 것
을 문서화해서 보증하는 것,정보 문의 후에 외부조직에 의해 보관되지 않
도록 하는 것,어떻게 정보를 수집,사용,보관할지를 문서화해서 동의토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1.3.6통지(권리보장)
o정보의 수집 전에 개인에 통지가 행하여 졌는가?그러면,통지의 사본을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한다.그렇지 않으면,왜 통지하지 않았는지를 명기한
다.
o개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기회 또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가
o개인의 정보가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권리가 주어져 있
는가?그러면,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

3.1.3.7개인에 의한 권리 정정
o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가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
o틀린 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
o개인은 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통지될 것인가
o만약 정정 수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을 경우는 다른 이용가능한 대체 안
은 무엇인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권리
보장과 그 밖의 절차적 권리 및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공되어 있는 절차적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만약 액세스,정정 권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면,
왜 그런지를 설명한다.

3.1.3.8기술적인 액세스와 보안
o어느 사용자 그룹이 시스템에 액세스할 것인가
oDHS의 계약자는 시스템에 액세스할 것인가
o시스템의 유저에게 권한을 할당하기 위해서 룰(Rule)13)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어느 유저가 시스템에 액세스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어떤 수속이
있는가?또 그것들은 문서화되어 있는가
o확립된 보안 및 감사 절차를 따르고,어떻게 역할과 규칙의 할당되는가
o데이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어떤 감사 기준 및 기술적 안전보호책
이 이용되고 있는가
o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기능에 일반적 또는 특별히 관련된,어떤 프라
이버시 교육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o데이터는 FISMA 요구를 따라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o프라이버시 영향 분석

3.1.3.9기술
o시스템은 처음부터 구축,도입되는가?아니면 구입 후 설치되는 것인가?
o시스템에 대하여 행해진 결정의 일부로서,어떻게 데이터 일관성,프라이
버시,보안이 분석되는가?
o프라이버시 보호기준에 맞추고,어떻게 보호기술을 결정하는가?

3.1.4DHS의 PIA 평가지표 및 방법의 특징

미국토안보국(DHS)의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출입국자의 생체정보와 같은 민
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그 영향도
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더불어 내부정보의 기술적,물

13)사용자에 대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하나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권한의 세트
에 대하여 이름(롤명)을 붙이고,사용자에게는 롤을 사용해서 권한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리적,관리적인 취급절차는 물론 기술적인 수단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지표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다만 국내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과는 달리
기준선접근법에 의한 평가문항 중심의 위험분석을 통해 보안수준을 평가하
고 개선대책을 도출시킨다.또한 주요 평가영역에는 표준적인 개선대책이
제시되어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토록 평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로서 도출되는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평가지표와 방법에
미국토안보국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사례와 같이 평가지표에 의한 취약성에
대하여 표준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토록함으로써 수준평가를 추진하는 조직
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개선
대책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2국내 사례

3.2.1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이해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 공공기관이 전자정부의 확산 때문에 수많은 개인정
보를 집적,관리하고 있다.이로인해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취급
이슈가 있는 정보화사업에 있어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고 그 관리수준과 위험도를 평가해야하는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6년 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를 제정,배포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에 있어
2009년부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
다.개인정보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부터 출발하는 제도로서,단순한 시스템 평가 차원을 넘어 개인정보를 포
함하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
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영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수준평가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3.2.2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의 특징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개
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므로,개발 초기 단계 즉,개발에
대한 설계조정이 가능한 시점에 수행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前 단계인 사업 방향 설정 및 업무 정의 단계,시스템 제안 단계,시스템의
예비 설계 및 모형 설정 단계 등에서 수행된다.14)

이런 특징 때문에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인정보영
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성적분석방법과 기준선접근법을 기
본으로하여 다음 <표-11>와 같은 평가영역(표)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영
향평가 가이드에는 각 영역별,평가항목별 결과에 대한 위험분석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래서 평가 후 그 결과가 계량화되지 않아 영역별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14)문승주(2008),「개인정보영향평가 실무교육교재」한국정보보호인식(주),pp.1-11
문승주(2008),「금융기관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방법론」금융결제원



대대대분분분류류류 중중중분분분류류류
1.정보화 사업기획 단계사전
분석

1.1개인정보보호 기획 점검
1.2개인정보보호 체계 검토

2.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위험분석

2.1최소 수집 점검
2.2고지 및 동의 획득 점검
2.3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USN(RFID),CCTV

3.개인정보
이용·제공·공유에 관한
위험 분석

3.1이용·제공·공유 체계 및 절차
3.2DATA PROFILING 통제
3.3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제공·공유

위험분석

4.개인정보 처리의
취급·위탁시 위험분석

4.1개인정보 취급 위탁체계 및 절차
4.2계약시 보안 요구 사항 점검
4.3감사 및 교육 훈련 점검
4.4계약 종료후 보안 관리

5.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시 위험 분석

5.1개인정보의 보관 및 보유시 관리체제
5.2개인정보의 파기시 관리체제
5.3개인정보 자산의 보관 및 파기 관리
-문서,데이터(전산자료)
5.4신기술에 의한 보유 및 파기 관리

6.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 6.1열람·정정·청구 체계 및 절차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리적 보안 조치

7.1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
7.2개인정보 시스템 보호조치
7.3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7.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 통제

8.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사후 구제체계

8.1관리적인 사후 구제 체제 및 절차
8.2기술적인 사후 구제 체제 및 절차

<표-11>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진단지표



다음 <그림-5>과 같은 전체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통하여 평가보고서를 도
출시키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다만 각 절차 단계간 세부적인 추진절차가
간략화되어 있어 앞서의 평가지표에 의한 결과가 계량화되지 않고 정성적
위험분석 방법과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절차 중 가장 큰 특징은 법적 준거성과 정보시스템 자
산에 대한 위험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점검지표에
의한 수준평가로는 각 개인정보자산이나 해당 자산이 취급되는 정보시스템
과 같은 IT 인프라의 상세한 취약성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그림-5>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절차



결국 향후 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평가 방법에 내부정보를 취
급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분석과 법적 준거성 등을 포함시킨다면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보안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내부정보유출 보안수준평가 방법의 개발

4.1보안수준평가 방법의 방법 정의

국내외 보안수준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은 보안위험을 도출시키는 과정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험분석방법의 이해와 해당 방법 중 내부
정보유출통제체계의 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
행한다.이를 위해 계량화 여부에 따른 수준평가방법의 선정과 분석 및 평
가 접근방식에 따른 평가방법의 선정 등 2단계로 구분하여 최종 내부정보
유출통제체계 보안수준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4.1.1계량화 여부에 따른 수준평가방법의 선정

첫 번째 단계로서,일반적인 위험분석과 평가 방법은 위험 계량화의 여부
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량적인 기법과 정성적인 기법으로 구분된다.
<표-12>을 통해 각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15)내부정보

15)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정보보호관리체계 위험관리가이드」,pp.12-22



는 정보시스템과 같이 최초 구매비용에 따른 자산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직접적인 화폐단위의 계량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내부정
보유출통제 방법은 화폐단위로 손실크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평가대상으로
이해하고 위험구간 및 기술변수(높다:3,보통:2,낮다:1)로서 표현하고 이
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평가수치를 계량화하는 기법,즉 정성적인 기법으로
보안수준을 평가하기로 한다.

구구구분분분 정정정량량량적적적 기기기법법법 정정정성성성적적적 기기기법법법

용도

- 손실크기를 화폐단위로 측정
가능할 때 사용

-손실 크기를 측정할 수 없어서
위험을 구간 및 기술변수
(H:3,M:2,L:1)로 표현

-분석자의 지식 및 경험에 의한
분석방법

방법 과거자료추정법,수학공식접근법,
확률분포추정법

델파이법,시나리오법,순위결정
법

장점

-정량화된 자료의 사용으로 비
용-효과분석 및 예산계획이
용이함

-수리적 방법의 사용으로 계산
이 논리적임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음

-정량화하기 어려운 정보의 평
가에 용이함

-용어의 이해가 쉬움
-분석의 소요시간이 짧음

단점

-정확한 정량화 수치를 구하기
어려움

-수리 계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함

-주관적 판단의 남용 여지가 있
음

-비용-효과 분석이 어려움

<표-12>계량화에 따른 위험분석 평가방법 구분



4.1.2접근방식에 따른 수준평가방법의 선정

두 번째 단계로서,위험분석 및 평가시 대상조직의 보안요구사항,가용자원
(예:전문인력,기간,예산 등),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접근방식을 선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보기술 보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 지침인 ISO/IEC

13335-1에서는 위험분석 전략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이들은 베이스라인 접근
법,비정형 접근법,상세 위험분석,복합 접근법이며 <표-13>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16)

일반적인 위험분석 수행 시에는 핵심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자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와 취약성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결정하는 ‘상세위험 접근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모든 자산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기준선 접근법’을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위험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정보에 대한 위험분석은 서버,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S/W
등 정보시스템과 같이 위협,취약성 항목이 정해져 있거나 손쉽게 도출될
수 없는 특징이 있고,정보의 취급주체가 사람(예:내부직원,위탁직원 등)
인점을 감안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적 영역 중심의 기준선접
근법을 이용한 보안수준을 평가하기로 한다.

16)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정보보호관리체계 위험관리가이드」,pp.12-22



구구구분분분 특특특징징징

기준선
접근법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보호의 기본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 일련의 보호대책을 선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모든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
한 보호대책 선택 가능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조직 내에 부서별로 적
정 보안 수준보다도 높게 혹은 낮게 보안통제 적용

전문가
판단법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서 위험을 분석

-작은 조직에서 비용 효과적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 없기 때문에,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
렵고 보호대책의 선택 및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어
려우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보안관리의 보안감사 및 사후관리
가 제한

상세위험
접근법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자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와 취약성을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결정

-조직 내에 적절한 보안수준 마련 가능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복합적
접근법

-먼저 조직활동에 필수적인 높은 위험의 시스템을 식별하고 이
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세위험 접근법’을,그렇지 않은 시스
템에는 ‘기준선 접근법’등 다른 방법을 사용

-보안전략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두가지 방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자원
의 낭비 발생 가능

<표-13>접근방식에 따른 위험분석 평가방법 구분



4.2보안수준 평가지표의 개발 절차

4.2.1보안수준 평가지표의 산출근거

본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국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였다.따라서 보안수준
평가지표의 도출을 위해 매년 1회 각급 기관의 정보통신보안수준을 평가하
기 위해 이용되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평가지표 그리
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내부정보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수준
평가지표를 도출한다.17)

물론 각급 기관이 보안업무의 최상위 규정으로 인식하고 준용하는 대통령
령에 의해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의 해당 조,항도 산출근거로서 활용되
어야 한다.다만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는 「보안업무규
정」을 준용토록 설계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국정원의 실태평가 지표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평가지표만을 함께 비교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다음 <그림-6>은 각 평가지표의 중분류만을 비교하여 연결시켜보았다.이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에는 비공개자료의 보안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또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항목에는 중요자료의 위험분석 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평가지표를 토대로 6개 대분류,15개 중분류를 갖는 내부정보유

17)국가정보원의 평가지표는 2007년까지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통해 소개,공개되었으
나,2008년 실태점검지표는 비공개자료로 구분,관리되고 있다.물론 국가 공공기관에 해당
하는 경우는 해당 내용을 책자로서 보유하고 있으며 확인 가능하다.



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4.2.2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지표

수준진단을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 <표-14>와 같이 6개의 대분류영역과 각
대분류영역 아래 통제목표에 해당하는 15개 중분류로 구분되었다.중분류
아래에는 소분류 및 소분류 이하 총 70개의 점검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림-6>보안수준평가 항목 도출을 위한 산출근거 매핑도



NNN
OOO 명명명칭칭칭 세세세부부부영영영역역역 명명명칭칭칭 통통통제제제

항항항목목목수수수

1 자료보호 및 통제
체계

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 정책,규정체계 6
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 조직체계 4

소계(1) 10

2 중요자료의식별,분
류 및 위험분석

중요자료의 식별,분류 5
중요자료의 위험분석 5

소계(2) 10

3 자료의 보안관리

문서보안관리 6
비밀 대외비의 전자적 관리 4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포함)의 보안관리 4
비공개 자료의 보안관리 3

소계(3) 17

4 사무실(기기)및저
장매체의 보안관리

사무실(기기)의 보안관리 7
(보조)기억매체의 보안관리 4

소계(4) 11

5
자료보호통제를위
한 인적,기술적,관
리적조치

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인적 보안조치 3
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6
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조치 5

소계(5) 14

6
자료유출등의침해
사고대응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자료 유출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4

자료 유출 통제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4

소계(6) 8
총 통제항목 수 =소계(1-6)의 합 70

<표-14>대분류별 중분류 구분과 통제항목 수



대분류영역 아래 있는 소분류는 다음 <표-15>와 같이 구분된다.소분류는
통제항목 중 유사항목별 최소 단위로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대대대분분분류류류 영영영역역역 대대대분분분류류류 내내내의의의 소소소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자료보호 및
통제체계

법/제도 고려 및 보안정책에 반영여부,규정/지침 및
업무절차의 존재여부,보안정책 및 규정의 공개여부,자료보호를
위한 조직과 책임/역할의 구분여부,내/외부직원의 보안활동과
책임 여부

중요 자료의 식별,
분류 및 위험분석

자료의 보호대상 범위 및 분류기준의 정의 여부,자료의
보호등급 식별 및 보안대책 존재여부,비공개 자료의 보호기준
유무,중요자료의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 실시여부,

자료의 보안관리

비밀문서(대외비 포함)의 생성 및 접근권한 관리,
보관/열람/파기의 보안관리 여부,전자적취급 기준의 유무,
비밀문서(대외비 포함)가 보관된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여부,
전산자료의 보호대책 설정,보관 및 관리여부,대외비 이상의
전산자료에 대한 암호화 여부,비공개자료의 범위,비공개원칙
그리고 공개절차에 관한 보안관리 여부

사무실(기기)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사무실 출입통제,PC보안관리,클린(Clean)데스크,
프린터/복사기의 보안관리,통신기기(전화,휴대폰 및 FAX)의
보안관리,보조기업매체의 도입,분류 및 보안관리 기준

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인적,기술적,
관리적 조치

채용시 신원조회 여부,보안서약서의 징구,업무활동에 대한
보안관리,PC보안관리 여부,자료 송수신간 보안관리 여부,
자료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의 구축 여부,물품 반/출입 확인
강화,저장매체의 폐기 적절성

자료 유출 등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성,대외협력체계의 유지,교육 및 훈련
내/외부직원의 보안관리 실태점검과 사후관리 여부

<표-15>평가지표 대분류영역 내 소분류 내용



4.2.3관리적,물리적,기술적영역의 구분

각 통제항목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영역을 구분한 항목은 다음
<표-16>와 같다.각 영역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수준평가 결과로서 관리적,
물리적,기술적영역별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더불어 내부정보유출
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인 대책은 관리적 영역의 취약성을 보완
조치함으로써 수립 가능하다.시설 측면의 취약성은 물리적 영역의 통제항
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기술적인 통제항목은 정보보호
측면과 같은 서버,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보안과 같은 영역에서의 보완
조치로서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관리적
보안영역

1.1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 규정체계
1.2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 조직체계
2.1중요 자료의 식별,분류
2.2중요 자료의 위험분석
3.1문서 보안관리
3.2비밀,대외비의 전자적 관리
3.4비공개자료의 보안관리
5.1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인적 보안조치
6.2자료 유출 통제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물리적
보안영역

4.1사무실(기기)의 보안관리

5.3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조치
기술적 3.3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포함)의 보안관리

<표-16>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수준별 평가통제항목 구분기준



상기와 같이 구분된 해당 영역별 통제목표,즉 중분류를 합산하여 100점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 <그림-7>와 같이 조직의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영역의 보안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비교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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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관리,기술,물리적 보안수준의 평가그래프 예시

보안영역

4.2(보조)저장매체의 보안관리

5.2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6.1자료 유출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4.3내부정보유출 보안수준 평가지표

보안수준 평가지표는 통제항목(대분류-중분류-소분류 및 통제항목)과 좌측
에 질문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Yes,Partial,No,N/A)으
로 구분되어 있다.추가적으로 답변 우측에 평가근거를 입력,유지할 수 있
는 칸을 별도로 마련하여 명확한 평가근거를 유지한다.기타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평가서식은 조직의 요구에 맞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평가지표 서식의 통제항목,답변 및 평가근거 등의 구성요소는
필수적으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4.3.1자료보호 및 통제체계

자료보호 및 통제체계의 보안수준 평가지표는 내부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및 통제체계가 정책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것이 조직 구성원에 의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업무절차화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였다.특히 내부 및 외부 위탁직원에 의한 자료보호 역할과 책임이
명문화(예:직무기술서 및 위탁용역계약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 <표-17>과 같은 총 10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111 자자자료료료보보보호호호 및및및 통통통제제제체체체계계계<<<111000>>>

<표-17>자료보호 및 통제체계 영역 보안수준평가 표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111...111 자자자료료료보보보호호호 및및및 통통통제제제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정정정책책책 및및및 규규규정정정체체체계계계 (((666)))
1.1.1 법/제도 고려 및 보안정책에 반영
내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통제 요구(보호중요성,역할중요성
등)가 조직 내 최상위 정책 또는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내부 보안규정에 중요 자료의 보호와 유출통제를 위한 내용 포
함시 관련 법/제도 및 상위 기관의 정책 등을 고려하였는가?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을 기획할 때 "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
한 별도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 있는가?
1.1.2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규정 또는 지침 중 자료보호와 통제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조,
항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 업무절차가 정의되고 관련 양식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보안업무의 수행이 이해 가능한 (쉽게 할
수 있는)수준인가?
1.1.3 보안정책 및 규정의 공개
해당 정책이나 규정 등을 내부 인원이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가?
111...222 자자자료료료보보보호호호 및및및 통통통제제제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조조조직직직체체체계계계 (((444)))
1.2.1 조직 및 책임/역할의 구분
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또는 포함하는)별도의 조직이 구성
및 정의되어 있는가?
각 부서장이 자료보호 및 통제를 위한 분임보안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정의가 되어 있는가?
1.2.2 내/외부직원의 보안활동과 책임
내부직원의 보안활동에 취급 및 소유 자료에 대한 보호 및 통제
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외부직원 및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책임)자의 역할에 사업
간 취급되는 자료의 보호 및 통제역할,책임이 정의되어 있는
가?



4.3.2중요 자료의 식별,분류 및 위험분석

중요 자료의 식별,분류 및 위험분석은 문서,전산자료 및 데이터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정보 중 보호대상 및 보호등급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다시
자료의 보호등급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하고 관리하는지를 평가,확인한
다.특히 식별된 각 중요정보는 위험분석방법의 분석절차에 맞추어 정보자
산의 중요도,위협/취약성의 식별/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위험도를 산출하
는지 등을 평가한다.
다음 <표-18>과 같은 총 10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222 중중중요요요자자자료료료의의의 식식식별별별,,,분분분류류류 및및및 위위위험험험분분분석석석<<<111000>>>
222...111 중중중요요요 자자자료료료의의의 식식식별별별,,,분분분류류류 (((555)))
2.1.1 자료의 보호대상 범위 및 분류기준 정의
자료의 보호대상 범위(예:문서,전산자료,데이터 등)을 명확하
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료의 보호등급별 분류기준을 정의하고 있는가?(예:문서-기
밀,비밀,대외비 /전산자료-가급,나급,다급 등)
2.1.2 자료의 보호등급 식별 및 보안대책
자료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이 있는가?
분류 및 등급 구분된 자료는 보호등급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
(라벨링)로 관리하도록 정의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2.1.3 비공개 자료의 보호 기준
대외비 이상(비밀 포함)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 가능한 것과 비
공개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 비공개 자료인 경

<표-18>중요자료의 식별,분류 및 위험분석 수준평가 표



4.3.3자료의 보안관리

자료의 보안관리 영역에서는 비밀 및 대외비 등의 문서 보안관리 실태를
평가하되 생성,이용,보관,삭제(파기)등의 문서 라이프사이클관점에서 취
급상 보안관리에 초점을 두고 평가,확인한다.특히 대외비로 공식 등록되
기 전 대외비에 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비공개자료는 국가 공공기관에 있어
가장 많은 내부 민감정보로서 생산,취급되고 있다.
이는 대외비의 등록과 관리가 엄격하고 업무상 임시로 취급하고 임의 관리
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외비 성격이지만 일반 정보처럼 관리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따라서 본 연구목적에 있어 중요한 보안수준평가 항목 중 하나가
본 통제영역에 포함된 비공개자료의 보안관리 점검항목이다.물론 자료의

우 별도의 보호기준을 정의하고 있는가?
222...222 중중중요요요 자자자료료료의의의 위위위험험험분분분석석석 (((555)))
2.2.1 중요 자료의 위험분석
조직내 보호대상으로 식별된 자료의 민감도(중요도)를 산정하
고 있는가?
각 자료별 위협과 취약성을 식별 및 정의하고 있는가?
각 자료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하여 수용가능한 위험(DoA;
Degreeof Assurance)을 정하였는가?
2.2.2 중요 자료의 위험관리
수용가능한 위험의 구분에 따라 각 자료의 위험관리 대책을 정
의하고 있는가?
자료의 추가 및 변경,파기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험분석을
갱신하고 있는가?



보안관리 통제영역의 총 질문 문항 17개 중 3개의 질문평가 항목(3.4항)정
도를 차지하지만 평가자가 매우 비중있게 인식하여 상세한 평가근거를 유
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333 자자자료료료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111777>>>
333...111 문문문서서서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666)))
3.1.1 비밀문서(대외비 포함)의 생성 및 접근권한 관리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생성,관리하고 있는가?(어떤 문서를
몇 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의 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
하여 취급토록 하고 있는가?
비밀의 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가?(자체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절차 확인 필요)
3.1.2 비밀문서(대외비 포함)의 보관,열람 및 파기
비밀 및 대외비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내화금고 또는 이
중케비넷에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비밀의 열람시 비밀열람기록전에 의한 기록후 열람토록 하고
있는가?
보존기간이 끝난 비밀자료는 비밀 파기 절차에 따라 천공,분
해,용해,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333...222 비비비밀밀밀,,,대대대외외외비비비의의의 전전전자자자적적적 관관관리리리 (((444)))
3.2.1 비밀자료(대외비)전자적 취급 기준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할때는 국가용 보안
시스템을 사용,암호화 하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비밀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등급과 예
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표-19>자료의 보안관리 영역 보안수준평가 표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하고 있는가?
3.2.2 비밀자료(대외비)보관 저장매체의 관리
비밀자료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노트북 및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은 삭제하고 있는가?
비밀자료의 생산 완료 이후에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분임보안
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비밀자료 보관용 보조기억매체를 별도
로 지정,사용하거나 컴퓨터내에 독립된 공간을 지정하여 암호
화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333...333 전전전산산산자자자료료료(((보보보조조조기기기억억억매매매체체체 포포포함함함)))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444)))
3.3.1 전산자료 보호대책 설정
전산자료의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관련 규
정 또는 지침에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있는가?
3.3.2 전산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전산자료의 복사본(예비)이 필요한 경우,안전지역(규정에서 정
의한 통제구역 및 보관장소 등)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가?
전산자료를 포함하는 보조기억매체의 목록을 파악,식별(라벨
링)하고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가?
3.3.3 대외비 이상의 전산자료 암호화
대외비 이상의 전산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기밀성을 높이기 위
한 보안대책(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333...444 비비비공공공개개개자자자료료료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333)))
3.4.1 비공개 자료의 범위
조직 내 모든 자료(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취급,관리하고
있는가?
3.4.2 중요 인적정보의 비공개 원칙
비밀및중요업무담당자의인적사항,세부담당업무와전자우편주소
등을인터넷등에공개하지않고있는가?
3.4.3 비공개 자료의 공개 절차
자료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그 절차와 통제 및 승인 방안 등



4.3.4사무실(기기)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사무실(기기)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는 내부정보가 취급되는 사무실(기기)
과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실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특히
USB메모리와 같은 휴대용 보조저장매체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의 해당 관
리 지침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되
어 있다.
다음 <표-20>와 같이 총 11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이 정의되어 있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가?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444 사사사무무무실실실(((기기기기기기)))및및및 저저저장장장매매매체체체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111111>>>
444...111 사사사무무무실실실(((기기기기기기)))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777)))
4.1.1 사무실 출입통제
사무실은 보호구역의 등급(제한구역,통제구역 등)에 따라 비인
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4.1.2 PC보안관리
지정된 사용자 이외에 PC접근을 제한하고 작업중인 PC의 자료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관리기준이 있고 이를 지키고 있는
가?(예:CMOS및 운영체제 로긴 패스워드설정,10분 이상 이

<표-20>사무실(기기)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수준평가 표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석시 화면보호기 작동 등)
4.1.3 클린(Clean)데스크
노출 및 유출이 우려되는 문서(자료)인 경우 취급자 없이 책상
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건가능한 케비닛에 보관하는 등의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가?
4.1.4 프린터,복사기 보안관리
지정된 사용자 및 그룹 이외에 부서(팀)내 등록된 프린터를 사
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출력된 프린트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가?
프린터 및 복사기를 통한 출력,복사는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외
비에 준한 자료인 경우 사용목적을 다 한뒤 반드시 파쇄하고
있는가?
4.1.5 통신기기(전화,휴대전화 및 FAX)보안관리
전화 및 휴대폰 통화시 민감한 자료의 내용을 통화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화를 해야 하며 내부 현황 및 개
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가?
FAX를 이용한 비밀자료를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보안규정에 따른
암호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444...222 (((보보보조조조)))기기기억억억매매매체체체의의의 보보보안안안관관관리리리 (((444)))
4.2.1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도입 기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신규 도입시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4.2.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분류 기준
보조기억매체는 부서(과)장의 관리책임하에 그 목록을 유지,관
리하며 비밀용, 공인인증서용(업무용,개인용)으로 구분,식별
(라벨링)및 등록 후 사용하게 하고 있는가?
4.2.3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안관리
용역업체(직원)는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반입 및 이용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관리 부서(과)장의 통



4.3.5자료보호통제를 위한 인적,기술적,관리적조치

자료보호통제를 위한 인적,기술적,관리적조치는 내부정보를 취급 인력에
대한 인적보안조치는 물론 내부정보가 취급되는 PC는 물론 내부정보가 전
송,보관되는 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실태를 평가,확인하는 영역이다.
다음 <표-21>과 같이 총 14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제하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보조기억매체는 재사용지 완전삭제,포
맷 후 사용토록하고 불용처리시는 물리적 파기를 원칙으로 하
고 파기된 보조기억매체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토록 하고 있
는가?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555 자자자료료료보보보호호호통통통제제제를를를위위위한한한 인인인적적적,,,기기기술술술적적적,,,관관관리리리적적적조조조치치치<<<111444>>>
555...111 자자자료료료보보보호호호 통통통제제제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인인인적적적 보보보안안안조조조치치치 (((333)))
5.1.1 채용시 신원조회
채용 및 용역수행 예정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신원회보)를 확인하고 있는가?
5.1.2 채용시 보안서약
채용시 직원 및 용역수행을 위한 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
구하고 업무수행간 자료 보호책임과 통제 절차를 준용할 것을

<표-21>자료보호통제를 위한 인적,기술적,관리적조치 수준평가 표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요구하고 있는가?
5.1.3 업무활동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
부서(과)장 또는 용역사업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자료 보
유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과도한 자료취급 발생시 이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요구 활동을 하고 있는가?
5.2 자료보호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6)
5.2.1 PC보안관리
PC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인터넷 등의 외부적인 침해요인으로부터 PC 내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PC에 웜/바이러스/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악
성코드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공식적으로 구매
한 정품)이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5.2.2 자료 송수신간 보안관리
내부 직원간 자료를 송수신할때,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별
도의 폐쇄통신망 이용 및 VPN 등을 이용하고 있는가?
인터넷 등을 통한 외부 자료 전송시 해당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정의,보유 및 활용하고 있는
가?
5.2.3 자료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의 구축
자료 개별 또는 집적된 자료(예: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밀성
(예:암호화),무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책임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예: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RM 등)을
정의,보유 및 활용하고 있는가?
자료 유출 등의 침해사고 사후 추적을 위하여 각종 (PC,사무
기기 등)로그(Log)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관리할 수 있
는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가?
555...333 자자자료료료보보보호호호 통통통제제제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물물물리리리적적적 보보보안안안조조조치치치 (((555)))
5.3.1 물품 반출입 절차 및 통제원칙



4.3.6자료유출 등의 침해사고대응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자료유출 등의 침해사고대응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는 내부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업무기준과 조직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더불어 침해사고 발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물품 반출입 확인 절차시,검색 및 통제대상 자료로서 문서,전
산자료(저장매체,출력물 포함)를 식별,통제하고 있는가?
5.3.2 저장매체의 반출시 자료의 완전삭제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자산의 반출시,저장매체에 존재하는 자
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공개 이상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완전삭제(데이터복구가 불가능한 수준)하도록 하고 있는
가?
5.3.3 저장매체의 폐기(불용처리)
장비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저장매체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식별된 저장매체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불용처리하고 당해 시
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
두 제거하고 있는가?
5.3.4 대외비 이상의 자료 보관 장소의 보호대책
대외비 이상의 자료가 집적되고 관리되는 장소인 경우,별도의
출입통제 대책 및 모니터링(CCTV 등)대책이 마련되고 운용
중인가?
5.3.5 매체 완전삭제 및 불용처리 시스템의 도입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완전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인증제품 또는 국가정보원에 제품성능에 대한 적
합성 검증을 의뢰하고 있는가?



생에 대한 책임을 추적하고 이를 일으킨 직원(위탁직원 포함)에 대한 징계
기준이나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평가,확인한다.이는 매우 중요
한 항목인데,그 이유는 내부위협의 특성상 식별가능한 명확한 관리책임
규정과 법,제도적 처벌 기준이 없다면 내/외부직원의 윤리적 통제가 약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조직 특성에 맞춘 처벌(패널티)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표-22>와 같이 총 8개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666 자자자료료료유유유출출출 등등등의의의 침침침해해해사사사고고고 대대대응응응체체체계계계 및및및 사사사후후후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
<<<888>>>

666...111 자자자료료료 유유유출출출 침침침해해해사사사고고고 발발발생생생 시시시 대대대응응응체체체계계계 (((444)))
6.1.1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구성
자료 노출 및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체계(조직구성,절차 등)를 갖추고 있는가?
침해사고 발생시 그 대응(초동대응 및 분석 등의 업무)을 위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6.1.2 대외 협력체계의 유지
상급기관(본부)및보안전문기관(KISA,국정원)등과자료유출침해사
고등의정보를공유하고대응을위한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는가?
6.1.3 침해사고 대응 교육
자료 노출 및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을 위한 전사적인
교육계획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66...222 자자자료료료 유유유출출출 통통통제제제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사사사후후후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 (((444)))
6.2.1 내/외부직원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내부 직원 대상 자료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규정,

<표-22>자료유출 등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수준평가 표



4.4보안수준 평가 방법 개발

4.4.1평가를 위한 판단기준

6개 대분류의 15개 중분류,44개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제항목 내의
총 70개 항목의 이행(구현)여부를 조사(인터뷰,문서조사,실사 병행)하여
다음 <표-23>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통통통제제제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답답답변변변
(((YYY,,,PPP,,,NNN,,,NNN///AAA)))

점검목록)및 그에 따른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가?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담
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업체(직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실시
하고 있는가?
6.2.2 실태점검 사후관리
점검결과는 점검 대상부서(팀)와 공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점검결과에 따라 자료 유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
부자 및 용역업체(직원)에 대한 패널티(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용용용

이이이행행행(((구구구현현현)))
여여여부부부

이행(구현)되어 있음 Yes Y
일부 이행(구현)되고 있음 Partial P
이행(구현)되어 있지 않음 No N

해당사항 없음 Not App.licable N/A

<표-23>평가지표에 대한 질문문항의 이행(구현)여부 답변 종류

4.4.2평가점수의 산출방법

4.4.2.1점수의 산출방법
산출방법은 위험분석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 중 정성적분석방법을 택하였
다.통제항목 6항목에 해당하는 세부통제항목의 이행(구현)여부를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평가의 답변의 “Y","N","P","N/A"의 각각의 점수는 다
음 <표-24>과 같다.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이 “Y"인 경우를 만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구구구 분분분 기기기 준준준

YYYeeesss 2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으며 정보보호 통제의 이행
및 점검활동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PPPaaarrrtttiiiaaalll 1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나 문서화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NNNooo 0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NNN///AAA - 해당 항목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표-24>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의 판단 기준



를 이용해 통제항목의 총합을 구한 후 ((보안통제항목 점수/보안통제항목
만점)⨉100)로 계산하여 통제항목의 백분율 점수를 구한다.
즉 “A"라는 통제항목에 N개의 질문이 있다면 ”A"의 이행(구현)여부 현황
에 대한 백분율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보안통제항목만점

이행구현현황에따른점수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6개의 통제항목의 이행(구현)여부 답변이 결정되면
각 통제항목의 이행(구현)여부 백분율 점수를 구한다.

4.4.2.2점수에 따른 평가결과 기준
평가결과 점수에 따른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각 점수구간 및 평가기준 등은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국제표준
ISO/IEC 27001등의 정보보안관리체계 수립시에 기준선접근법에 의한 위
험분석을 통한 보안수준 측정시에 측정구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
준과 유사하다.
이 점수 구간은 보통 위험분석 방법의 정보자산별 위험도에 대한 위험관리
를 위하여 정하는 수용가능위험수준(DoA;DegreeofAssurance)과 같은
용도가 필요하거나,내부위협 등의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사고의 등급을 정
할 때 또는 보안사고의 유형을 정의할 때 점수구분칸의 색상(초록색,파란
색,노란색,오렌지색,붉은색)구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18)

18)<표-25>의 점수 구간의 기준은 국정원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과 정보보호



전문업체 중 두곳의 수준평가 지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점점점 수수수 보보보안안안수수수준준준

999111
---111000000

매매매우우우양양양호호호
지속적인 측정과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로서 매우 양호한 수준.
자료보호 통제가 구현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매우 양호.

888111
---999000

양양양호호호
보안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며,보안대책의 계획 및 이행을 지속화 할
수 있으며,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

777111
---888000

미미미흡흡흡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핵심 보안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다양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

555111
---777000

취취취약약약
보안위험에 일부 대응하나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

555000점점점
이이이하하하

매매매우우우취취취약약약
자료보호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보안위험에 대응하지 않는
수준.

<표-25>평가결과에 따른 100점 환산 후 점수구간에 대한 수준정의



4.5조직 내부 직원(공무원)에 대한 적용방안

이제부터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도출된 보안수준평가 방법을 공무원과 사
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먼저 각급 기관의 조직 내
내부 직원 즉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지표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평가영역별 그리고 전체를 계량화하고 특
히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등의 평가 및 보완절
차를 거치면 된다.

4.6사업자(위탁직원)에 대한 적용방안

최근 국가 공공기관의 IT 인프라도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 및 운
영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이에 따라 내부정보유출 통제의 대상에는
위탁직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위탁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의 상위 규정이나 업무지침 모두를 준용할 필요는 없
다.이런 이유로 공무원의 자료취급과 위탁직원의 자료취급 수준은 달라지
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적용시 공무원과
위탁직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평가하기를 권한다.그리고 각 평가영
역별 공무원과 위탁직원의 평가수준 차이를 분석한다.만약 평가수준의 차
이가 큰 영역,통제항목(질문)이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클수록 취약성 또한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보유출 사고가 사람으로부



터 비롯되기 때문인데 수준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해당 영역,항목에 관리
상 취약성이 존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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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1

2

3

4

5

6

공무원

사업자

<그림-8>공무원,사업자별 전체 평가결과 방사형
그래프 예시

<그림-8>는 공무원과 사업자(위탁직원)에 대하여 6개 평가영역에 대한 평
가결과를 방사형 그래프로 비교해 본 것이다.이 중 그 차이가 큰 5번,6번
평가영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별 차이를 분
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V.평가영역별 우려사항에 따른 개선방안

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례에
있어 평가대상의 선정은 평가신뢰도를 결정짖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예를들어,실제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과)및 해당 실무자가 바쁘
다는 이유로 평가에 응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 무관한 직원이 평가의견이나
근거를 제시한다면 평가결과의 신뢰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신뢰수준을 높이려면 내부정보를 직접 취급하고 관리하
는 부서(과)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또한 외부전문가가 평가에 참
여토록 하여 평가내용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실제 국가정보원의 경우 매년 국가
기관의 보안실태평가 시 서울,경기지역에 한해 보안컨설팅 전문업체 대표
등을 평가에 참여시키고 있다.

평가결과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과 별개로 본 절에서 제시하
는 내용은 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평가가 실시된 경우,각 평
가영역별 보안수준이 낮게 평가되었다면 그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에 해당한다.해당 개선방안은 보안심사,조사 및 컨설팅
수행경험에 의한 개선대책 중 국가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
로 기술되었다.



5.1자료보호 및 통제체계

자료보호 및 통제체계에서의 주요 취약점은 내부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이다.내부정보는 그 특성상 일반 문서보안을
관리하는 보안관리부서와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보안부서 그리고
각 부서(과)별 보안담당자 등으로 각각 구분,관리하고 있어 관리를 위한
명확한 주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결국 내부정보 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자료의 유출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혹은 겸직
토록 한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다음 표와 같이 추가적인
인원 구성없이 조직 내부에 있는 정보통신보안 조직이나 정책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하여 내부정보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구구분분분 역역역할할할과과과 책책책임임임

정보통신보안
담당부서(과)

-자료유출 통제와 관련한 지침 및 매뉴얼 등의 제,개정
-관련 지침의 이행여부를 실태점검,위규사실 확인시 이력관
리
-대외기관의 관련 보안정책을 협의하고 조직 내 지침 및 업
무절차를 협의,조정
-자료유출 통제 관련 보안솔루션의 운영 또는 운영실태 점검

부서(과)별
담당공무원

-반입 및 반출 컴퓨터에 대한 반입/반출증 확인,서명
-반입시 컴퓨터 케이스 봉인(스티커부착)및 PC보안솔루션의
설치여부 확인

<표-26>자료보호통제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5.2중요 자료의 식별,분류 및 위험분석

보통의 경우 정보시스템과 같은 H/W,S/W와 같은 자산만이 식별,분류되
어 있을 것이다.즉 정보의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해야 할 내부정보
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중요 자료의 식별,분류 및 위험분석은 문서,데이터 및 출력물 등과 같이
식별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물론 각급 기관이
공식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건의 현황 파악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다만,이 영역에서의 자료 식별과 분류는 매우 어려
울것으로 예상된다.그 이유는 해당 자료를 생산하고 취급하는 주체가 조

구구구분분분 역역역할할할과과과 책책책임임임
-반출시 컴퓨터 저장매체의 완전삭제 요청 및 삭제 여부 확
인.단,완전삭제는 사업자(직원)가 실시함.

보안요원
(위탁직원)

-반입 신청된 컴퓨터의 장비사양(특히 저장매체,USB 등의
입출력 장치,무선AP기능포함 여부)을 확인하여 최초 신청
된 사양과 일치여부 확인.불일치시 해당 공무원에게 반입불
가 사실 통보 및 재신청 후 반입토록 함.
-반입 신청된 컴퓨터를 보안구역(room)에서 설치유도시스템
에 의해 최종 설치 및 Mac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유관 확인
후 반입증에 최종 사인함.단,설치는 사업자(직원)가 직접 실
시함.
-반출 신청된 컴퓨터의 저장매체가 완전삭제되었는지 유관확
인하고 반출증에 최종 반출승인 사인함.



직 내 구성원 개인이기 때문이다.즉 각 개인 PC에 보관되어 있는 캐비닛
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나 출력물,종이를 모두 식별하기란 불가능한 일
에 가까울지 모른다.그러므로 이 영역에 대한 통제목표는 다른 영역으로
부터 보완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민감정도가 심하거나 집적 보관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중요 자료를 식별하는 것이 좋다.

5.3자료의 보안관리

내부정보는 취급절차에 따른 관리기준이 구분되어야 하나 정보시스템과 같
은 시스템 자산의 보안관리 업무절차만 존재할 뿐 내부 민감정보에 대한
취급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정보의 생성,이용,보관,삭제(파기)등의 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취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게 한다.다음 표는 자료유형별 취급
기준의 예시이다.

구구구분분분 취취취급급급 기기기준준준 비비비고고고

문서
(책자)

생성 국가 비밀/대외비 인쇄지정 업체에서 제작
국가기관
대외비관
리절차를
준용

이용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현행(기관)이용절차에 따름

보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현행(기관)보관절차에 따름

파기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현행(기관)파기절차에 따름

데이
터

생성 생성 후 암호 설정.관리기록부에 생성기록 유지 개인별
(공무원,
사업자)

이용 데이터의 복사(이동,송신 포함)시 사본 생성기록 유지
보관 보관경로,이용기간을 관리기록부에 유지.

<표-27>자료유형별 취급기준



5.4사무실(기기)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프린터,복사기 등의 OA기기에 저장매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AS및 장
비 폐기시 해당 OA기기내의 저장매체로 인해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이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OA기기 도입절차를 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다.

구구구분분분 취취취급급급 기기기준준준 비비비고고고
파기 이용기간 만료 데이터 파기시 파기방법,확인자 표기

비공개
자료
관리기록
부 활용

출력
물

생성 데이터를 출력시,출력물 생성기록 유지 (부분출력금지)

이용 출력물 전체를 복사,송신(Fax)시 사본 생성기록 유지

보관 보관장소,이용기간을 관리기록부에 유지
파기 이용기간 만료 출력물 파기시 파기방법,확인자 표기

구구구분분분 보보보호호호조조조치치치 기기기준준준

도입시

프린터,팩스,스캐너,복합기(복사기)등은 하드디스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된 파일을 재인쇄 할 수 있으며 누군가 하드디스크
를 절취해 간다면 내장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이런 이유로 해당
OA기기에 대한 도입시 장비사양(특히 내장된 저장매체 유무 및 관
련 기능)을 파악해야 함.
※ 사업자인 경우는 저장매체가 없거나 관련 기능을 해제한 뒤 OA
기기를 반입하여야 함.

유지
보수시

디지털 OA기기의 고장 수리시 내장된 하드디스크를 통해 자료가 유
출될 수 있으므로 부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수리를 하여야 함.

<표-28>OA기기 취급단계별 보호조치 기준



5.5자료보호통제를 위한 인적,기술적,관리적조치

인원의 출입이 잦은 국가 공공기관인 경우 X-Ray및 문형,휴대 금속탐지
기와 같은 다양한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반입금지물품을 탐색하고 있다.하
지만 갈수록 소형화되고 은닉되는 휴대저장매체와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의 무단 반입으로 인해 내부 민감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
는 추세이다.
인원 출입시 물품의 무단 반입을 원천 통제하고 특히 컴퓨터와 같은 저장
매체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반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반입물품을 통
제하는 별도의 영역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구구구분분분///담담담당당당 처처처리리리 절절절차차차 위위위치치치

반입공간
(담당:
보안요원)

① 컴퓨터를 LAN선 연결 후 보안프로그램 설
치 유도사이트에 접속한다.

② PC보안관리 프로그램(백신,스파이웨어,자
료유출방지 등)유도설치 및 패치,업데이트
실시한다.

③ 보안요원이 컴퓨터 저장매체 사양(제조사포
함)/개수와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유관확인
및 “반입이용각서”또는 “반입증”서명징구,

스피드게이트19)
외부

(건물외부측)

<표-29>반입,반출공간 관리 절차 예시

반출
기기
발생시

디지털 OA기기의 고장 수리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
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고장수리 또는 불용처리를 실시해야 함.또한
부서 담당공무원은 디지털 OA기기의 수리 이력을 기록 유지함.



5.6자료유출 등의 침해사고대응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국가 공공기관인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9)스피드게이트(SpeedGate)란 출입카드를 부착,인식하여 출입여부를 판독하고
인원이 통과,혹은 저지할 수 있도록 개폐기능을 포함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의 일종

구구구분분분///담담담당당당 처처처리리리 절절절차차차 위위위치치치
반입최종 승인

이용공간
(담당:
사업담당
공무원)

① 담당공무원이 반입증을 확인후 위치된 컴퓨
터의 케이스를 봉인(스티커부착)후 LAN선
연결한다.

② 내부정보유출통제 시스템에 의한 컴퓨터 보
안정책이 자동 적용됨을 확인한다.(입출력
외부장치는 기본적으로 사용금지)

※ 기본 보안정책 이외에 장치접근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업담당공무원이 내부PC보안정책
변경요청을 해야 한다.

사무실

반출공간
(담당:
보안요원)

① 사업자가 반출전 컴퓨터 저장매체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최
종 확인 후 “반출증”에 반출 승인 사인한다.
(사업자는 완전삭제여부에 대한 이행 사인을
별도 실시한다)

② 보안요원이 반출증의 2종(사업자,담당공무
원)사인을 확인하고 컴퓨터 부팅 후 자료
완전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사인.반출 컴퓨
터의 봉인(스티커)상태 확인 및 제거한다.

※ 스피드게이트 안쪽에 해당 업무만을 담당하
는 보안요원이 상주하여 반출증,컴퓨터 저
장매체 삭제여부,봉인상태 등을 유관 확인
한다.

스피드게이트
안쪽

(사무공간측)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나 징계기준을 별도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
러나 사업자 즉 위탁직원에 대한 패널티 및 징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안관리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을 위탁직원에게 주지시키기란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패널티,징계기준을 조직 내 상위규정 또는 해당 지침에 포함시켜
자료노출 및 유출 등의 위규사실 발생,확인시 위규자(사업자 포함)에 대한
징계 적용으로 자료관리의 엄중한 책임성을 부여한다.이를 위하여 다음
<표-30>과 같은 패널티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통통통제제제단단단계계계 통통통제제제내내내용용용 보보보안안안조조조치치치

1차 통제 인원 및 물품 반출입간 비인가 물품,자료 발견시 반입금지

2차 통제 내부 부서(과)별 점검을 통한 규정위반사실 확인시 강제반출
권고

3차 통제 전담조직에 의한 수시 점검(감사)을 통한 규정위반
사실 확인시 인원퇴출

<표-30>위규시 패널티 정책 예시

사업자인 경우는 사전 계약 내용에 상기 위규단계 중 3회 이상의 위규사실
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및 전자정부 사업참여에 제약(사업참여시
제안점수에 감점 요인 적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I.결론

6.1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객관

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평가방법을 정립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

가 공공기관 대상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 목적

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정보유출통제 보안수준 평가방법을 제시하기에 앞

서,국내외 위험분석 및 평가 인증프레임웍에 해당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

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ISO/IEC

27001의 위험분석 및 평가방법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보안의

수준진단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준평가 지표에 대한 현행 방법을 연

구하였다.현재 내부정보유출과 직접 관련된 평가지표가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평가사례의 분석을 위하여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프라이

버시 영향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평가지표 및 방법개발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방법론과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내부정보유출 보안수준평

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방법개발 중 먼저 보안수준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해당 평가지표는 위험분석방법 중 화폐단위로 손실크기를 분석하기 어려운

정보자산을 분석 평가하는 정성적 분석방법과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영역과 같은 내부정보통제체계의 평가접근을 위한 기준선접근법을 적용하

여 수립하였다.

특히 평가항목은 국가 표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점검지표와 국제표준 ISO/IEC27001의 인증 평가지표와 같은 구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통제영역,통제목표,통제항목 등의 상하위 구조를 갖도록 대
분류,중분류,소분류 및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해당 질문내용은 국가
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최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요구
하는 업무기준과 이를 준용하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영역
및 항목 그리고 국가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요건 중 내부정보 통제항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전체 6개 통제영역과 15개 통제목표 및 총 70개
의 통제항목(질문)이 도출되었고 각 항목은 Yes,Partial,No,N/A(해당없
음)등의 네가지 평가결과를 유지하게 하여 각각 2점(Yes),1점(Parital),0
점(No)으로 환산하고 이를 영역별 합산,100점 단위로 유지토록 계량화하
는 등의 평가방법을 함께 개발,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내부정보유출 보안수준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적용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대책을 함께 개발,제시하여 본 연구결과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면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정보유출 통제부문의
보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내부정보유출 보
안수준을 실제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각급
기관에 적용하고 기관별 보안 취약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를통해 본 연구는 국가 공공기관의 중
요 정보자산이 내부위협에 의해 노출 및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 기관의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수준관리시스템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6.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국가 공공기관의 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점검지
표와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지만,관련 연구자료 중 일부가 비
공개 자료로서 내용 열람의 제약 때문에 관계 기관의 담당자 인터뷰 및 현
장에서의 컨설팅 경험 등이 활용되어 개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신뢰
수준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각급 기관에 적용된 유사사례의 제시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의 연구
용역 및 컨설팅 참여시 비밀유지 보안서약 때문에 내용 공개에 한계가 있
다.물론 본 연구결과가 국가기관 전산시설에 대해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그 내용 역시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직접적인 적용사례임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고자료 중 열람에 제약이 있었던 비공개 자료에 대
하여,향후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지침이나 점검 항목 등을 상세
열람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및 평가후 표준적인 개선방안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더 나아가 관계 기관과 함께 본 연구결과를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내부정보유출통제를 위한 보안수준평가 가이드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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