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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CISO로 임명된 임원은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활동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CISO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은 무엇일까? CISO의 역할과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조직의 편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매니저(manager)와 오피서(officer)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자면,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 인력들의 업무를 관리
(manager)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오피서는 체계를 갖춘 조직 내에서 권한(authority)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림 1-1

매니저(Manager)와 오피서(Officer)의 사전적 의미

출처: 네이버 영영사전

매니저의 임무가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피서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책에 해당한다. 즉 정보보호 관리자
(Information Security Manager)가 조직 내 정보보호 업무의 방법과 과정을 고민하는 직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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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는 조직 내 정보보호 업무의 방향과 결과를 고민해야 하는 직책이며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의 결과를 책임지는 동시에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림 1-2

조직 내 CxO 체계와 CISO의 위치 예시

CEO

CIO

CISO

IS Team

CFO

CTO(IT Head)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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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영과 정보보호 위험

(1) 기업경영과 주요 리스크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기업의 규모 또는 업종에 상관없이 수많은 위험이 따른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에, 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직을 키우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려야 한다. 그 과정에는 전통적으로 재무적인 위험,
운영상의 위험, 평판과 관련한 위험, 법적 위험 등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이러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 시대는 고객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취향과 소비패턴까지 분석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사업상 알게 된 고객의 다양한
정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의 정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봐왔던 것과 같이, 회사의
과실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기업은 이미지 실추를 넘어 매출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재무적 타격과 함께 대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다양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 한 축에는 수익창출, 성장추구,
지속가능성 유지,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같은 본질적인 목표들이 있다면, 다른 한 축에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수반하는 재무상 위험, 운영상 위험, 평판 위험 그리고 법적 위험들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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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해킹으로 인한 기업들의 평균 손실

출처: IBM 2018 글로벌 기업 데이터 유출현황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이 당면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타의 기업경영 요소와
마찬가지로 위험관리 프로세스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주요 위험에 수반하는 영향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위험관리 활동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관리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그림 1-4 기업경영과 주요 리스크의 균형

성장
수익
지속가능
사회적 책임

재무상 위험
운영상 위험
평판 위험
법적 위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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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와 주요 리스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보호는 기업의 위험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객정보를 포함한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로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그리고 가용성(Availability) 보장을 드는데, 기업의 정보기술 환경에는 이와 같은
정보보호 목표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다.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정보의 위·변조,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은 기술적인 위험에 해당하고, 임직원의 실수나 고의에 의한 유출사고나
장애는 운영상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또, 각종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고객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 법규 위반에 따르는 행정제재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인 위험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정보보호 위험들이 현실화할 때는 대규모 고객 이탈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성장
둔화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이 소요되며 사회적 지탄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판과
이로 인한 임직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와 같은 다양한 유·무형의 손실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5 정보보호의 주요 위험과 영향
주요 기술적 위험
·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해킹에 의한 정보 위·변조

주요 운영상 위험
· 임직원의 실수에 의한 서비스 중단
· 임직원의 고의에 의한 정보 유출
· 임직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 유실

경영상 리스크의 현실화

· 대규모 고객 이탈 사태
· 매출 감소 및 성장 둔화
· 천문학적 소송 비용 소모
· 사회적 지탄
· 부정적 인식 고착화

주요 법적 위험

· 임직원 처벌 및 사기 저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 소송
· 법규 위반에 따르는 행정 제재
·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그림1-6>과 같이 정보보호 위험관리는 정보보호의 목표와 이에 수반하는 위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위험관리의 비중을 조정하는 의사결정 행위이며, 이는 조직 내에서 CISO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아울러 CISO는 기업의 상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관여하여 정보보호
위험관리가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여타
영역의 책임자들과 소통하는 역할과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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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정보보호와 주요 위험의 균형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기술적 위험
운영상 위험
법적 위험

정보보호
위험관리

(3) 정보보호와 기업위기 사례
기업에서 발생한 정보보호 침해사고가 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준 사례들은 매우 많은데,
그중 2013년 12월에 미국 소매점 체인인 Target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보보호
침해사고가 가져온 파급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기업의 위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림 1-7 Target사 해킹사고 관련 기사

출처: forb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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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사에서는 해킹으로 고객 이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번호, 카드 만료일과 CVC번호 등
약 4천만 명의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Target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던
회사가 아니었다. Target사는 카드업계의 정보보호 표준인 PCI-Data Security Standard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고, 최신 악성코드 탐지프로그램에 1.6백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미국과 인도의
주요 도시에 Security Operation Center를 구축하여 24시간 위협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정보보호에 소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커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Target사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Target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반출했다. 이 사고로 인하여 Target의 기업신인도는
타격을 입었고 사고 직후인 2013년 4분기 Target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약 46% 감소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여파는 막대한 재무 손실로 이어졌다. 추가로 Target사는 유출된 고객의
멤버쉽카드와 매장의 POS터미널을 전체 교체하는 비용으로 약 1,000억 원을 사용했으며 은행들과
신용조합에서 발행한 카드를 교체하는 비용은 약 400억 원에 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사법당국은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돈으로 물리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국의
4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총 1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미국 법원이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해 내린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었다.
이처럼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Target의 직접적인 손실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게다가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해 얻게 된 전체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주총수익율(TRS:Total Return to
Shareholder)에도 영향을 끼쳤고, 사고 이듬해 회사의 주주총수익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함으로써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8 해킹사고 이후 Target의 주주총수익율 추이
Comparison of Cumulative Five Year Total Rer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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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e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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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고 직후 사고를 보고받은 Target CEO 스타인하펠(Gregg
W. Steinhafel)의 위기대응 방식이다. 스타인하펠은 고객들과 투명하고, 진실하게, 가능하면 빨리
소통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스타인하펠의
위기관리는 Target의 막대한 재무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기업평판과 고객신뢰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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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 거버넌스

(1)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정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 거버넌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업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거버넌스의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업 거버넌스를 ‘통치’, ‘지배구조’, ‘경영활동’ 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정의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기업 거버넌스를 “기업을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메커니즘, 프로세스 및 관계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IT Governance Institute는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기업 보안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조직의 자산을 책임 있게
활용하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기업 거버넌스의 하위 요소”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가지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은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주체가 CISO가 아닌 기업의 이사회라는 사실이다. 흔히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최종적인 책임이
CISO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구조 내지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군대와 문민통제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 행위의 목적은 모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군대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전략, 전술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 행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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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 의해 집행되고 통제되지만, 근본적으로 군대의 통수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에게
주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활동들은 모두 기업의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그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보보호 조직의 책임자인 CISO가 아니라 경영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이사회에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정보보호 활동의 이행 과정에 대한
이사회 또는 최고위 경영진의 통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9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념
Senior Managemnet

Business Strategy

Organisation
Objectives

Steering Committee and
Executive Management

Risk Management/Information Security Strategy

Security
Requirements

CISO/Steering Committee

Security Action Plan, Policies, Standards

Security
Programmes

Implementation

Security
Objectives
Monitor/Metrics
Reporting
Trend Analysis

출처: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Guidance for Boards of Directors and Executive Management

(2)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주요 활동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특정 활동이나 역할이 아닌 구조 또는 체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사회만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이행에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즉, 이사회뿐만 아니라 CISO와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원들 역시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조를 구현하고 집행하는 데에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분담한다. 따라서 CISO를 위시한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각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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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각 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 예시
역할
이사회
(Bard of Directiors)

정보보호책임자
(CISO)

정보보호관리자
(Security Managers)

정보보호실무자
(Security Staffs)

책임

요건

• 정보보호 전략 승인
• 의사 결정 사항 승인
• 주주 등 stakeholder 소통

• 기업 경영 전반 이해
• 통찰적 시각

• 정보보호 전략의 집행
• 전술적 의삭 결정
• 집행 상황의 관리·감독

• 실무 지식 및 경험
• 전술적 판단 능력
• 소규모 조직 관리 능력

• 정보보호 전략 수립
• 전략적 의사 결정
• 이사회 보고

• 실무 이해
• 전략적 판단 능력
• 중·대단위 조직 관리 능력

• 실무 이행
• 실무적 개선점 제안

• 실무 지식

① 전략의 연계
조직 내에서 하위조직의 목표는 상위조직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위조직의 목표는 Top-down 방식으로 하위 조직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거버넌스에서는 전략의 연계(Strategic Alignment)라고 하며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제아무리 정보보호 전략이 정교하게 잘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조직의 전략과
방향이 맞지 않거나 연관되지 않는다면 잘 짜인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전략적 연계가 잘 구현되었던 좋은 사례로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경호전략을 들 수 있다. 당시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방남하는 역사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었다. 평소의 판문점은 한반도의 긴장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데다가 행사 당일에는
남북의 당국자들과 국내외 언론 그리고 판문점 경비병력 등이 뒤섞여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호 조직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평화를 화두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경호 인력들 역시 최대한 평화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경호부서는 3차례의 사전 실무회담과
합동 리허설을 통해 일반적인 삼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경호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은 매우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당시
정상회담에서의 경호작전은 상위조직의 목표와 하위조직의 목표가 잘 연계된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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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판문점의 평상시 경비 모습

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사업전략으로 잡은 오프라인 유통회사는
기업의 사업전략과 정보보호 전략이 조화롭게 연계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의
사업과는 달리 온라인 사업은 마케팅과 고객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유치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편,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이용 시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활동에서 따르는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정보보호 조직이 이와 같은 사업적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사이트의 이용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거나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된다면, 그 조직이 채택한 독자적인 보안강화 전략이 잘
짜인 정보보호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기본 통제를 포기하고 사용의
편의성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질 있는 CISO라면 기업의 사업전략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략을 고민할 것이며, 역량을 갖춘 CISO라면 고객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최선의 정보보호를 구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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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잠재적 위험 관리
최근 정보보호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는 ‘전통적인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centric approach)’
에서 ‘비즈니스 연계 접근방식(Business-aligned approach)’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 환경에 따르는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에 분석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근래에 와서는 사업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목적의 달성에 최적화된 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구축한 정보보호 역량이 단지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수반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 (business-enabler)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정보보호의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기능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자칫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보보호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식별 공백을
메우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통하여 세계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위협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영역에서 새로운 위험관리
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림 1-12 911 테러와 새로운 위협의 대두

출처: 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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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행해진 국방성 뉴스 브리핑에서 전 미국 국방부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는 테러의 새로운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명 ‘Rumsfeld Matrix’라 불리는 4가지의
위험 유형을 설명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브리핑에서 럼스펠드는 알려진 위험 (Knownunknown)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위험(Unknown-unknown)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생활환경과 기업 운영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환경에서도 새로운 위협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영역에서도 새로운 위험관리 접근방식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표 1-1 Rumsfeld Matrix
certainty

certain(known)

uncertain(unknown)

identified(known)

Known-known
(identified knowledge)

Known-unknown
(identified risk)

Unidentified(unknown)

Unknown-known
(untapped knowledge)

Unknown-unknown
(unidentified risk)

identification

출처: cnn.com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위험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다. 보호해야 할 자산을 식별하고 각 자산에 대한 위협요소들과 취약점을 파악한 후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측정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을 완료하면,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위험 대응방식으로는 회피(Avoid), 통제(Control), 수용(Accept), 그리고
전가(Transfer)가 있으며 평가된 위험의 영향과 가능성 및 비용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림 1-13 위험 대응의 방식과 적용 예시
설명

적용 상황 예시

회피
(Avoid)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매우 큰 경우

통제
(Control)

•위험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을 낮출 수
있는 대책 적용

•위험경감을 위한 대책의 비용대비 편익이
큰 경우

수용
(Accept)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 또는 용인

•위험경감을 위한 대책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나 위험의 영향은 작은 경우

전가
(Transfer)

•제3자에게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

•위험경감을 위한 대책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고 위험의 영향이 큰 경우
출처: 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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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용자원의 관리
정보보호 조직의 가용자원에는 예산, 인력, 인프라, 지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가용자원 관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늘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정보보호 인력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거나 예산이나 인프라 문제로 중요 업무들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상황은 낯설지 않다. 그런데
조직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들이 자원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조직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업무 정의와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를 중복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심지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보인다. 또 어떤 조직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적절한데도
불필요한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정보보호 조직의
설계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정보보호 조직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정보보호 전략 및 기업 내 타 조직과의 유기적 협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보보호 조직의 설계 과정에서 주요 필요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와 업무분장표(Chart of duties)가
작성되어야 한다. 일단 작성된 직무기술서와 업무분장표를 중심으로 각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한 후에도 직무기술서와 업무분장표의 내용은 정보보호 전략 및 목표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을 두고 각 업무별 투입 비율을 조정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14 정보보호 조직 구성 예시
Security Organization Architecture

Security Group

Strategy and Architecture

Security Team

Architecture

Security
Function

•Strategy
•Policy
•Architecture
•Tools
•Process

Metrics
& Reporting

•Metrics
•PMO
•Budget

Research, Testing,
Response
Researching
& Testing

Investigation
& Response

•Testing &
•Forensic
Assessment •Incident
•Threat
Response
Intelligence •Relations
•Research

Awareness Audi
& Compliance
Operation
& BCP

Network
Security

•Awareness
•Compliance
•BCP
•Operations

•Perimeter
Control
•Incident
Monitoring
•Anti-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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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조직은 장애나 대규모의 보안 사고 등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상시 자원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용자원을 분할하여
최소한의 필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계획을 구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DDoS 공격과
같이 비상상황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정보보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상시
가용 인력이 부족한 조직일수록 비상자원관리계획은 더욱 중요하다.

④ 성과의 관리
직장인들에게 성과관리의 의미를 묻는다면 대개는 연말에 시행하는 성과평가를 떠올릴 것이다.
성과평가는 개인이 한 해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여 S등급, A, B, C등급 등으로 구분한 후 상여금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일컫는 용어인데,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맥락에서도 성과관리는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보호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각 전략별로 개별적인 목표들이 정해지고 각각의 목표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메트릭(Metric)을 설정하게 된다. 메트릭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성격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 도달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의 성과관리가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와 다른 점은 그 평가가 연중 한 차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평가된다는 점이다. 즉 정보보호 성과지표의 결과는 상시적으로
측정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목표달성 수준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1-2 정보보호 수준관리 예시
(단위: %)

정보보호
DBMS Network
시스템

PC

소프트
웹서비스
웨어

공동관리

서버

총합

목표

1. 보안 수준평가

90.4

91.7

89.8

85.3

96.4

100

93

97.8

93.6

95

2. 관리 Coverage

100

93

95

95

100

99

95

95

96

99

3. 취약점 개선율

85

70

60

70

85

95

90

90

80

90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계량적 데이터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If you can not measure, you can not manage.)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 말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 목표의 달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경영진이 측정된 내용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보보호 성과가
관리될 수 있다. 또 정보보호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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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치의 전달
모든 정보보호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한다.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가치의 전달이란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투자가 조직의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한의
투자로 비즈니스의 목적달성에 최대한 기여했을 경우 이를 최적화 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정보보호 역량이 단지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수반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business-enabler)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정보보호를 위험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식으로는 정보보호 통제를 구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의 가치를 넘는 경우 위험을 수용(accept)하거나
전가(transfer)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SNS의 폭발적인 성장과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자신들의 정보보호 역량을 적극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에 이용하는 추세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이 해킹되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연예인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던 기업은 발 빠르게 자사의 스마트폰 제품들의 보안성을 내세우는 ‘프라이버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그림 1-15 프라이버시 강점을 내세운 Apple사의 스마트폰 광고

출처: thenewdail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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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자사 제품이 보안과 프라이버시에서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또한, 그전부터 범죄 수사를 위해 잠금장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수사당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이는 실제
보안성의 기술적인 우위 여부를 떠나 해당 기업이 꾸준히 보안성을 자사 제품의 경쟁력 또는
차별성으로 삼고 강조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브랜드 전략은 고객들이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정보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치의 전달이라는 의제는 비단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정보보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강조하는 것은
CISO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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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 관리체계

(1) CISO의 역할

CISO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서 그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다.
정보보호의 핵심은 보호해야 할 자산을 식별한 후, 그 자산 또는 위협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평가를
수행해서 조직이 달성해야 하는 수준(DoA: Degree of Assurance)을 정하고,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대책들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동반되지 않는
정보보호 업무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조직이 된다. 조직이 어떤 비즈니스나 업무를 하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CISO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리스크를 조직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이 인력과 예산의 확보이다. 경영진인 CISO가 조직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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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활동의 근간이 될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조직과 내부 직원들의 정보보호 R&R을 수립하여,
자산의 식별부터 차근차근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
인력과 예산을 배정받았다면 분야별로 정보보호 담당자를 확보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정책이나 지침, 회사의 정보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정책 부서와 정보시스템/인프라를 담당하는 보안
엔지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내부 감사 담당자를 둘 것이며,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때, CISO는 조직의 규모와 리스크의 크기(임팩트)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자산과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다양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큰
조직에서, 규모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필요한 만큼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담당자들은 본인의 경험과 이해 수준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
관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과 담당자의 기준에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CISO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커다란 코끼리를 분석하면서,
어떤 담당자는 꼬리를 밧줄(Rope)이라 보고할 수 있고 또 다른 담당자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나무(Tree)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코를 만지면서 뱀(Snake)이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s a
Fan!

It’s
a Wall!

It’s a
Spear!

It’s
a Snake!

It’s a
Tree!

It’s
a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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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DoA에 대한 공감대나 리스크 수준에 대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담당자부터 모든 조직원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의 필요성
그림 2-1 보안수준과 보안위험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없이는 위험의 GAP이 점점 커짐
→ 위험의 변하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 체계적·지속적 관리체계 ISMS 수립 필요

신규자산의
증가

외부 컨설팅, 일회성 투자, 한시적 대응으로
보안 수준의 한시적 향상

새로운
취약성의
증가
보안위험

새로운
보안위협의
증가

위험의 GAP

보안수준

시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대응해야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보안 대책을 위한 투자(인력, 비용, 시간)가 그만큼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취약성도
늘어나게 되고, 공격 기법도 다양해지는 등 보안위협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은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거나, 보안 솔루션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보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모의
해킹을 받는 등의 대책을 통해 일시적인 보안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회성 활동은 아쉽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고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효과를 얻기 어려워진다.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커지고, 이는 결국 조직에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직의 보안 목표 수준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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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관리
그림 2-2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
개인의 건강관리

위협
· 각종질병
감기, 위궤양, 결석, 암 등
· 관심, 무관심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대응

위협

· 운동, 금역, 금주
· 균형잡힌 식사
· 스트레스 관리
· 주기적 검진 및 치료

· 악성코드, DDoS공격
· 개인정보 유출
· 전담조직 전무
· 관심, 무관심

다른 요소가 충분할지라도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건강이 저하됨

대응
·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강화
· 암호화 솔루션 도입
· 정보보호책임/조직 운영
· 주기적 점검 및 개선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 대응과 지속적·종합적 관리 가능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

정보보호는 조직이 가진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바라보는 기준과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수준을 수립하는 일이다. 건강관리와 비교해 보면,
건강관리에서의 리스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이나 취약성을 말하며, 과음이나 흡연,
나쁜 식습관 등이 있다. 이러한 건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체력을
기르는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듯이, 정보보호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개념도
비슷하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식이요법도 하지만 흡연을 한다면 폐와
몸의 여러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로 인해 건강은 나빠질 수 있다.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도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PC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백신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더라도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PC에 대한 보안이 소홀하면 그로 인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간혹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판단할 때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취약한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여러 분야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보안 사고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성과
위협을 식별하고,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 수준을 정하고(DoA),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보호대책을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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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MS-P 인증 (ISMS, ISMS-P) 개요
국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이 개발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01.7월). 이 인증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도입되었으며,
기업정보보호 수준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 이후에 기업이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이전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일원화하였다(‘12.2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추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대학교 등이 포함되면서 현재의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지정된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서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ISMS-P 인증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림 2-3 인증 종류

|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운영

31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일반적인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무대상 기업이나 기관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보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증이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
모두를 인증하는 경우 부여되는 인증서다.

그림 2-4 ISMS-P 인증범위
기존 ISMS 인증범위

기존 PIMS 인증범위

‘정보서비스 중심’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시스템 운영팀,
정보보안팀,
인사팀 등
· 관제, 재해복구

장소

장소

조직 및 인력

· 시스템 운영장소
· 정보서비스 운영
관련 부서

중심’

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팀,
정보보안팀,
인사팀 등
· 고객센터, 영업점,
물류센터
· 개인정보보호팀 등

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장소
· 정보서비스 운영
관련 부서
· 개인정보 취급 부서
· 개인정보 취급 위탁사

ISMS-P 인증범위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모두 고려’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 시스템 운영팀,
정보보안팀,
인사팀 등
· 관제, 재해복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소
· 시스템 운영장소
· 정보서비스 운영
관련 부서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물리적 장소

· 고객센터, 영업점,
물류센터
· 개인정보보호팀 등

· 개인정보 취급 부서
· 개인정보 취급 위탁사

ISMS 인증범위

다만,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여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다고 보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은 조직이
인증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를 안전하다고 확대 해석해서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인증의 획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여건이
준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길라잡이

|

그림 2-5 인증 선택

ISMS
인증만

ISMS-P
인증만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받고자 하는 경우

ISMS, ISMS-P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도
ISMS를 받을 수 있음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여야 함

인증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대상자는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인증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6) 관련 법적 근거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그림 2-6 ISMS-P 법적 근거

법령

고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시행령 제47조~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8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PIMS)

통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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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MS-P 인증 체계
•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인증위원회 운영 / 인증서 발급)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제도 운영 및 인증 품질 관리
• 심사기관: 심사팀장과 심사원을 구성해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KAIT, TTA, OPA)

그림 2-7 인증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기관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
위원회

금융보안원(FSI)

·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인증심사 수행

· 금융분야 인증심사
·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

인증
위원회

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 인증심사 수행

· 인증심사 수행

그림 2-8 ISMS-P 인증심사 절차
인증
위원회

1
1
인증심사 신청

인증
기관

2
2
예비 점검 및 계약

7
7
인증심사 결과 심의 및 의결 요청
(최초/갱신)

8
8
의결결과통보

신청
기관

3
3
심사팀 구성
6

인증
심사팀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4
4
인증 심사
5
보안조치
결과 제출

9
9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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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프로세스

가. 인증심사 프로세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이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고, ② 인증기관(심사기관)에서 예비
점검 및 계약을 수행한 후, ③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 ④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⑤ 인증심사팀에서 발견한
결함 사항을 신청기관에서 조치 완료 후에, ⑥ 심사팀장이 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⑦ 인
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⑧ 인증서가 발급되는 프로세스다.
신청기관은 인증 획득만을 목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기보다는, 심사를 통해 조직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제3자 관점의 전문가(심사원)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인증심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
CISO는 인증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본인이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사원들로
부터 조언을 듣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 인증심사의 종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가 있다.

최초심사

1년

사후관리

1년

사후관리

1년

갱신심사

최초심사는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인증을 다시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 최초심사를 통과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후심사는 인증취득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사후심사는 인증발급
일 기준으로 매 1년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갱신심사는 1차 사후심사, 2차 사후심사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말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심사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유
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심사이다. 갱신심사는 유효기간(인증발급일 기준) 만료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은 효력을 잃는다. 갱신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심사와 마찬가지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
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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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SMS와 ISMS-P 인증범위 설정
그림 2-9 인증범위

ISMS
정보통신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정보시스템, 인력,
물리적 위치 등을 반드시 포함

ISMS-P
정보시스템 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Life Cycle(수집·보유·이용·제공·폐기)에 따라

개인정보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정보시스템, 인력,
물리적 위치 등을 포함

※ 인증범위 및 인증서 구분 등은 심사수행기관과 상담 및 협의

개인정보 흐름
포함여부에 따른

인증서 구분
예시

A기업 운영 서비스

개인정보 흐름 인증 필요
(기업 자율 판단)

인증서 분리

고객 포인트 관리 웹페이지 운영

○

ISMS-P 인증서 발급

대표 홈페이지 운영

×

계열사 관리 웹페이지 운영

×

ISMS 인증서 발급

정보통신서비스란 인증범위 신청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터넷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SMS 의무 인증
대상자인 경우, 인증범위는 신청기관의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1 ISMS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구분
ISP
IDC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의무대상자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36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길라잡이

|

중급편

ISMS 의무 대상자가 아니거나 ISMS-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범위는 신청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관련 있는 자산(시스템, 설비, 시설 등), 조직,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의 직접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백오피스 시스템도 인증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
서비스의 핵심 정보자산에 접근 가능한 인력이라면 포함해야 한다. ISMS 의무 인증범위 내에 있는
서비스, 자산, 조직(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
특히, ISMS-P 인증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 흐름 상에서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흐름도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 인터넷 쇼핑 인증 범위
구분
통신판매
(인터넷 상품판매)
통신판매 중계
(오픈마켓)

MRO 쇼핑몰

임직원 몰

설명

•인
 터넷 등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사
 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의 이용을 허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기
 업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

•임
 직원 대상 쇼핑몰

※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가능한 경우에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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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예시: 인터넷 쇼핑 서비스
인증범위 설정 시 시스템 유형별 인증범위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➊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노출되거나 접점이 되는 응용시스템은 심사범위에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운영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 제공시스템, 서비스.
• 관리용 시스템, 백오피스 시스템 등은 심사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시스템(개인정보 조회 등) 포함.

➋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인
 증 대상 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심사범위에
포함(회원DB, 운영DB, 백업DB, 개발DB 등).

➌ 서버(Server)

•인
 증 범위에 포함된 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서버는 심사범위에 포함(운영서버,
연계서버 등).

•인
 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버는 심사범
위에 포함(개발서버, 시험서버, 형상관리서버, 모니터링 서버, 백업서버, 로그서버, 보안관리서버,
패치관리서버 등).
•임
 대 장비 등 소유자가 해당 기업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등 실질적인 운영 또는 서비스에 이용(지배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범위에 포함.

➍ 네트워크(Network) 장비

•인
 증 대상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는 모두 포함(DMZ 등 정보통신서비스 구간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 등).
•인
 증범위에 포함된 정보자산(응용시스템, 서버, 보안시스템 등) 및 물리적 시설(전산실 등)의 연결 및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는 포함.
•인
 증범위에 포함된 조직 및 인력이 인터넷 사용, 원격접속 등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는 포함.
단, 별다른 보안 설정 없는 더비(Dummy) 역할의 스위치는 심사범위에서 제외 가능.

➎ 정보보호시스템(Security System)

•내
 ·외부 침해로부터 인증 대상 서비스 및 관련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심사범위에
포함.
•인
 증범위에 포함된 조직 및 인력을 대상으로 적용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심사범위에 포함(DRM, DLP,
PC 보안, 백신, 패치관리시스템 등).

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신
 청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관이 관리 가능한
운영체제, DB, 응용프로그램 등은 인증범위에 포함.
단,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심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 범위, 지배권 소유 여부, 책임
소재 등에 따라 심사범위를 판단해야 함.

➐ 물리적 환경

•본
 사 사무실, IDC, 백업센터, 서버룸 등의 물리적 환경도 인증범위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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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SMS-P 인증기준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의 구성
그림 2-10 인증기준
1.2 위험관리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1.3 관리체계 운영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7 암호화 적용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2.2 인적보안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 조치

2.3 외부자 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2.4 물리 보안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 조치

2.5 인증 및 권한관리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3.5 정보주체 권리 보호

2.6 접근통제

2.12 재해복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크게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 보호대책 요구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3개의 영역에서 총 102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개 영역에서 80개의 인증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을 포함하여
102개의 인증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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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구성
영역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분야

적용 여부
ISMS

ISMS-P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1.2 위험관리

○

○

1.3 관리체계 운영

○

○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

○

2.2 인적보안

○

○

2.3 외부자 보안

○

○

2.4 물리 보안

○

○

2.5 인증 및 권한관리

○

○

2.6 접근통제

○

○

2.7 암호화 적용

○

○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

○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

○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

○

2.12 재해복구

○

○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

3.5 정보주체 권리 보호

-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ISMS / ISMS-P 모두 해당)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은,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의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동안 Plan, Do, Check, Act의 사이클에 따라 지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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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은 인증 제도의 핵심 기준으로, 조직이 정보보호 수준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며 가장 실행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표 2-4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인증기준
영역

분야

항목
1.1.1 경영진의 참여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1.1.3 조직 구성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4 범위 설정
1.1.5 정책 수립
1.1.6 자원 할당
1.2.1 정보자산 식별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1.2.2 현황 및 흐름분석
1.2 위험관리
1.2.3 위험 평가
1.2.4 보호대책 선정
1.3.1 보호대책 구현
1.3 관리체계 운영

1.3.2 보호대책 공유
1.3.3 운영현황 관리
1.3.4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3.5 관리체계 점검
1.3.6 관리체계 개선

다. 보호대책 요구사항 (ISMS / ISMS-P 모두 해당)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은 12개 분야의 64개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기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수행한 위험평가 결과와 조직의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특성 등을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따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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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보호대책 요구사항 인증기준
영역

분야

항목
2.1.1 정책의 유지관리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1.2 조직의 유지관리
2.1.3 정보자산 관리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2.2.2 직무 분리

2.2 인적보안

2.2.3 보안 서약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2.3.1 외부자 현황 관리

2.3 외부자 보안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2.4.1 보호구역 지정
2.4.2 출입통제
2.4.3 정보시스템 보호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2.4 물리 보안

2.4.4 보호설비 운영
2.4.5 보호구역 내 작업
2.4.6 반출입 기기 통제
2.4.7 업무환경 보안
2.5.1 사용자 계정 관리
2.5.2 사용자 식별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3 사용자 인증
2.5.4 비밀번호 관리
2.5.5 특수 계정 및 권한관리
2.5.6 접근권한 검토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2.6 접근통제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2.6.6 원격접근 통제
2.6.7 인터넷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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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야
2.7 암호화 적용

항목
2.7.1 암호정책 적용
2.7.2 암호키 관리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2.8 정보시스템 도임 및 개발보안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2.8.4 시험 데이터 보안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2.8.6 운영환경 이관
2.9.1 변경관리
2.9.2 성능 및 장애관리
2.9.3 백업 및 복구관리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2.9.6 시간 동기화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2.10.2 클라우드 보안
2.10.3 공개서버 보안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5 정보전송 보안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2.10.8 패치관리
2.10.9 악성코드 통제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2.12 재해복구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중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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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ISMS-P 인증만 해당)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영역은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포함하여 5개 분야 22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대부분 법적 요구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흐름분석을 바탕으로 조직이
적용받는 법규 및 세부 조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6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인증기준
영역

분야

항목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 조치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3.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4.1 개인정보의 파기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 조치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3.4.3 휴면 이용자 관리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3.5 정보주체 권리 보호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3.5.3 이용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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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기대효과

(1) 보안 수준 향상
P
H
A

D

P
C

A
보안 수준

D

P
C
A

D

C
L
최초 관리체계 수립

1년차

2년차

시간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조직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도구(Tool)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 개선으로 나타난다. 개선의 기준은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조직이 통제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협의 대상과
깊이(depth)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이는 조직을 위험에 빠트릴만한 보안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수준이 나아진다는 뜻이다.(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루 만에 공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1개월이나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공격하기 어려운 조직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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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자산의 식별부터
위험평가를 다시 수행해보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살펴서 관리체계를 이루는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관리체계 수립 후 P-D-C-A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보안 수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 프로세스 관점의 P-D-C-A
Plan
•프
 로세스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었는가?

•프
 로세스 요구사항이 파악되고,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식별되고 있는가?
•각
 프로세스 별 단계, 책임자, 입력, 중요 활동, 출력 등의 사항이 파악되었는가?
•결
 정된 프로세스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관련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Do
•프
 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가?
•프
 로세스가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Check
•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목표가 정해져 있는가?

•프
 로세스에 대한 성과/목표는 모니터링 및 측정되고 있는가?

•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Act
•  만약 프로세스의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다면 어떤 조치가 계획 및 실시되고 있는가?
•  프로세스에서 어떤 개선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가?
•  프로세스에서 성과는 개선되고 있는가?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활동(프로그램)이다. 관리체계를 갖추고 인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침해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보안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지속해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46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길라잡이

|

중급편

(2) 간접 효과
그림 2-11 기업 침해사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기업의 배상 소송

손해 배상금 지급
법적 소송비용 발생
기업 이미지 하락

고객들의 이탈

기업 침해사고
정보유출

잠재고객의 외면

매출 감소
주가 하락

경쟁사 추월 비방전략 대상

개인정보 거래 등 2차 피해
대포통장, 신분증 위조, 신용카드 발급 등

고도의 해킹 등장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 유행

조직의 사업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안 사고는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이 장시간 지속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와 반대로 경쟁사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긴다면 법률에 따른 배상 소송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험으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구현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자가 검열이 이루어지고, 이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비즈니스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사고의 예방과 빠른 복구를 위한 관리체계는 BCM(사업 연속성
관리) 관점에서도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3)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
정보보호는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의 프로세스를 정비해서 내재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행해야 효과적이다.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보안 통제가 강화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고 내재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화벽 1대를 100대로
늘린다고 해서 보안 수준이 1에서 100이 되지 않는다.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인증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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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정보보호 프로세스 정립

정보보호 프로세스 정립
"Security is a process, not a product"

보안은 제품(기술)이 아니라, 프로세스이다

거번넌스(Govemance)

준거성(Compliance)

보안관리증적(Evidence)

강화측면

측면

확보

· 개인정보 법규제의 강화에 맞춘
보안관리 노력 필요

·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법적준거성 활동의
증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안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이 필수

· 거시적 관점에서 정보보호 전략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기술과 인력을 유지
· 보안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적
인력과 프로세스를 운영
· 경영 효율화와 강화된 정보 보호요건을
모두 충족

정보보호 프로세스가 잘 정립된 조직의 경우, 거버넌스 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의 정보보호
전략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과 함께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준거성
측면에서, 조직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보안관리증적 관점에서는,
여러 감사와 Audit 활동에 필요한 증적을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출물이 나오도록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 저작권법

•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 전자서명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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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는 제품(기술)이 아닌,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정보보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첫 단계는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CISO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업무이자 모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추가하고,
변경하는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예시)
· 조직 내 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 및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책임을 할당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정보보호조직은 사내 위상을 감안하여 사내 IT부서와 별로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보호 조직 주요 역할

CEO

· 정보보호 세부계획 마련
· 정보보호 교육 실시

CISO

· 그 밖의 사내 정보보호 관련 업무 총괄
IT 부서

정보보호조직

· 정보 처리실태 점검
· 정보침해 관련 민원 처리

또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정보보호가 비용만 들어가는 분야라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외부와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수적이다. 초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사고 발생 후에 대응하는 비용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예산 확보(예시)
·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망분리 등 조직 내 정보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확부가 필수적임
· 정보보호 관련 예산확보로 인한 보안수준 약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
· 특히, 필수적으로 도입애햐 하는 방화벽이나 솔루션 등의 인프라 및 기술장비 등은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함

정보보호 예산 편성 항목 제시
· 방화벽 구축 사업

· 문서보안 솔루션 도입

· 주민번호 암호화 예산

·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내 시스템 망분리 사업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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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MS 제도 운영과 보안수준 제고방안

(1) 프로세스의 시작
· 조직 내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계획
· 조직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정보보호 업무처리 절차, 정보 보호조치 강화대책, 관리감독 및
교육 등을 포함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처리방법 등을 정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정책 [지침/절차/매뉴얼/가이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할 일은 조직의 기본적인 방향과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다. 정책은 조직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정보보호가 기업
대표와 모든 임직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해당함을 인식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기초로 한다.
정책에는 지침이나, 절차, 매뉴얼, 가이드가 포함된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체계화된 문서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또, 작성된 정책은 임직원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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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정책이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때에도
알려야 한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
 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의지 및 방향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 및 대상과 범위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그리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 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 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 수립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
 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정보서비스 현황 식별
• 각 정보서비스 별 업무 절차 및 흐름 파악

• 업무 절차 및 흐름에 대한 문서화 : 업무현황표, 업무흐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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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의 이해
정보서비스 흐름도(서버 운영자 예시)

서버

운영자PC

가상PC

방화벽
서버접근제어

SecureOS
OTP

DB접근제어
AntiVirus
DRM
매체제어
NAC

DB

· 출발지: 이용자/사용자(관리자,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필요 시) 시스템간
· 목적지: 서버, DB, 응용프로그램 등
·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적용되는 업무흐름, 보안통제사항 등을 도식화

CISO의 입장에서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ISO가
모든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판단해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CISO가 조직의 정보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인 현황에 대한
흐름도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 내부의 현황 및 개인정보에 대한 흐름분석은 위험분석의 사전단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경영진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
 황분석은 인증기준과 운영현황을 비교하는 GAP 분석표를 통해 인증기준과 운영현황과의 차이를 확인

•흐
 름분석은 정보서비스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분석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흐름표 또는
흐름도로 도식화

또한,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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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정보서비스 현황 식별
• 각 정보서비스 별 업무 절차 및 흐름 파악

• 업무 절차 및 흐름에 대한 문서화 : 업무현황표, 업무흐름도 등

개인정보 흐름표(예시)
●

수집 흐름표 예시
수집

평가
업무

민원
처리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수집 항목

수집 경로

(필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민원 내용
(선택) 집전화번호

수집 대상

수집 주기

수집 담당자

수집 근거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인

상시

-

이용자 동의/
○○법제○조 ○항
(주민등록번호)

오프라인
(민원신청서
작성)

민원인

상시

안내창구
담당자

이용자 동의/
○○법제○조 ○항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흐름표 예시
보유·이용
평가
업무

보유 형태

암호화
항목

Web DB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일방향)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및 업무 흐름도 분석
처리단계별
업무 흐름 분류

민원
처리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이용 목적

개인정보
취급자

통계 관리
이용방법

민원처리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민원 처리 및 당당자,
홈페이지의
민원 DB
비밀번호
결과 관리 민원 관련
민원처리
(일방향)
업무 담당자 화면 접속
캐비넷
(신청서류철)

●

민원 처리
이용 목적

개인정보
취급자

이용방법

민원
현황 조회

통계
담당자

관리자
홈페이지의
통계관리
화면 접속

-

제공·파기 흐름표 예시
제공
평가
업무

민원
처리

제공
목적

제공자 수신자

민원
통계
처리
담당자
실적 집계

제공
정보

파기
제공
방법

민원인
성명,
○○
실시간
민원 접수
도청
DB 연동
내용,
처리 결과

제공
근거

보관
기간

파기
담당자

파기
절차

분리
보관
여부

제공
주기

암호화
여부

상시

민원 처리
별도
DB
일단위
완료 후
보존DB
관리자
DB
파기
전자
1년
구성
통신구간
정부법
암호화
민원DB
시행령
(VPN)
○○조 입력 후 통계 주단위
스캔 후 담당자 문서 절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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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예시)
개인정보
생명주기

정보 주체/
개인정보
취급자

외부연계
/ 제공

개인정보 처리 흐름

처리 개인정보

⑨ ➊ 처리 개인정보 명칭
③ 세부 업무 명(온라인)

정보주체
수집

④


②

세부 업무 명
(온라인)


세부 업무 명
(오프라인)

외부 인터넷
접속가능 시스템

온라인 수집
시스템

오프라인
수집 창구

⑤

서류 보관함 명

조회

취급자
입력

⑥

오프라인
파기 방식
(수행주기/
보관기간)

파기

주요
업무 흐름
설명

우려 사항



➌ 처리 개인정보 명칭

DB암호화
(PW, 주민번호)

⑤

②

➋ 처리 개인정보 명칭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처리 개인정보 항목

④

신청서 보관

보유
·
이용
·
제공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⑨



⑦
DB시스템 명

온라인
처리 시스템

제3자/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연계방식



⑨

파기
프로그램 명
(수행주기/
보관기간)

⑤
DB시스템 명

⑧ • 정보 주체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각 DB시스템 및 서류보관함에 보관함
• DB시스템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외부 기관으로 연계를 통해 제공됨

⑩

외부기관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 조치(암호화 전송)가 이루
어지지 않음(ISMS-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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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 지속적 개선 방안
정보보호 지속적 개선 활동(예시)
강력한 규정/규칙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완
 벽하고 강력한 규정보다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타사의 선진사례가 아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안활동을 문서화 한다.
•정
 보보보 수준이 높은 타사의 선진사례는 해당 조직의 문화 및 업무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요구사항이 조직의 환경에 맞지 않게 과도한 활동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업무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수행주체, 주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조
 직, 정보보호위원회, 수탁사, 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IT운영자, IT개발자, 임직원, 외부직원 등
정보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조항은 누가(Who) 수행할 지 수
행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조항의 활동에 따른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을 보장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정책/지침에 따른 활동이 통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정
 보보호 정책/지침의 각 조항에 대해 성과측정지표(KPI) 등을 통해 통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통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의 통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하여야 한다.

•연
 간 정보보호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보호 정책/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부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동일 조항에 다수의 부적합 부서/사람이 발견된 경우 해당 조합의 통제가
강력해서 위반하는 지, 교육 등 인식 개선이 부족한 지 확인 후 개정하거나 교육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추진 계획 수립 시 직전의 성과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조
 직은 매년 다양한 정보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힌다. 계획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CISO는 적절한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자이므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행운에 기대는 것은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 조직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시작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심사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평가 및 개선
1. 들어가며
2. 정보자산의 식별
3. 취약점 영향분석 및 평가
4. 지속적인 개선
5. 결론

Ⅲ

56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길라잡이

중급편

1.
들어가며

IT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펜을 이용해 작성한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회계 또는 영업자료는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개개인의 생산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인터넷 웹 서비스는 이제 소품종 대량 서비스가 아닌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업에는 다양한 IT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가히
소프트웨어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역시 사람이 만드는 제조물이다. 불량률이 없는 생산라인은 없다. 프레스로
찍어내는 젓가락과 같은 간단한 공정에서도 불량품이 나타난다. 하물며 수십만 라인의 프로그램
코드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에 불량률 제로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보통 버그라고 말한다)는 공격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프로그램의 오류가 공격에 악용되는 경우 이를 보안 취약점이라고 한다. 보안 취약점은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공격자들이 취약점을 악용해서 일으키는 후속 결과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은 수많은 보안 분석가, 소프트웨어 제조사 보안 담당자들도 계속
문제점을 찾아서 수정본을 발표한다. 그러므로 취약점 정보를 몰라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의 취약점 외에 다른 유형의 취약점도 존재한다. 대부분 환경설정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다.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해서 네트워크 구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 방화벽
보안 정책 검증의 미비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방된 네트워크 대역, 보안 환경설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계정이 서버에 남아 있는 경우 등 이런 유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보안 취약점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려진 취약점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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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점 수정은 미래의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T 환경에 내재한 취약점이
어떤 공격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3년 1월 25일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슬래머 웜의 공격으로 국내 인터넷이 마비되었던
사건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3년 1월 25일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이지만, 정작 SQL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002년 7월 24일,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패치프로그램을
발표했었다. 그렇게 취약점이 알려졌지만 많은 SQL 서버들은 취약점을 패치 하지 않은 상태로 SQL
서버를 운영했으며, 무모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인터넷에 노출시켰다.
결국, ‘패치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취약점 제거’와 인터넷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두 취약점은 우리나라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공격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또는 환경설정 미흡으로 인한 취약점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IT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취약점 제거는 일상의 관리 업무가 되어야 한다. 즉,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제거와 같은 업무를 취약점 관리 절차로 통합하고, 이를 지속적인 업무로 운영해야
한다. 다음은 취약점 관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58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길라잡이

|

중급편

2.
정보자산의 식별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운영 중인 정보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자산 식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보자산이란 무엇인가? 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한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무실과 같은 부동산, 책상/의자와 같은 사무용 비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그룹웨어와 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이를 운영하는 서버 컴퓨터
등을 정보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따른다.

그림 3-1 자산의 생명주기(Life Cycle)

도입

폐기

사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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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단계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마다 단계별 기준
또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맞춰서 서버 컴퓨터의 사용
연한을 3년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4년 동안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업무를 위해 도입한
데이터베이스, 그룹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역시 정보자산이므로 폐기 절차를 따른다. 그렇다면
왜 취약점 관리 이전에 자산 식별이 선행되어야 할까? 그 이유는 자산 유형, 종류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정보보안이란 정보자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을 조사하고 식별하는
것은 보호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 대상별 발생 가능한 위험을 도출하면서 그
위험이 실현될 때 악용되는 취약점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 식별은 대상별 위험을 도출하는
사전단계이다.
자산 식별 및 조사는 기업별로 분류 기준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자산 목록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복 누락을 최소화하여 전체 자산 목록을 구축한다. 특히 IT 자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규 생성, 수정, 삭제 등을 최대한 자동화시키고 검색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자산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자산관리시스템에 있는 목록을 항상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산의 상태가 매일 매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부서 변경 등으로 자산의 위치가 바뀌면서 IP 주소 등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관리가 누락 되기도 한다.
취약점 관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으로는 쉐도우 IT(Shadow IT)가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자산이 기업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도입하거나
구매해서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이거나,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장비들은 당연히 자산 식별이 되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쉐도우 IT에 포함된 장비들은 관리가 되지 않는 취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취약점은 고스란히 기업 IT 자산의 위협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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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점 영향분석 및 평가

취약점 영향분석 및 평가는 취약점의 현재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다. 취약점은 꼭 컴퓨터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2018년에 보고된 멜트 다운(Meltdown,
붕괴) 취약점은 CPU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취약점이었다. 1995년 이후 시중에
판매된 모든 인텔 CPU에 해당 취약점이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인텔은 서둘러서 이
취약점을 배포했다. 하지만 인텔에서 적용하는 특정 기술에 종속된 취약점이라 다른 CPU 제조사인
AMD와 모바일 CPU인 ARM은 이 취약점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취약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취약점마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버전 차이에 따라 취약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운영하는 정보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발생한 취약점에 우리의
정보자산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야 대응 시간 또는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취약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마다 다르다.
기업마다 처리하는 정보가 다르며 사업의 주요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취약점 영향분석 및 평가는 정보자산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드웨어 장비인 서버 컴퓨터, 운영체제 등은 언제든지 재구매하거나 재설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상된 정보는 회복 불가능하고, 외부 유출 시 기업에 큰 문제로 다가온다.
<표 3-1>의 사례는 보안 3요소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기반으로 각 자산의 중요도를
선정해보았다. 중요도 판명 기준은 해당 서버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웹서버는 대부분이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밀성은 낮다. 다만 서비스를 위해서 가용성과 무결성을 높게
책정했다.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가장 높은 등급을 갖는다. 정보가 유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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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되는 경우 매우 큰 영향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장애는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촉발시키므로
역시 높은 점수를 얻는다. 파일 서버는 내부에서 직원들 간 공유하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서비스이다.
내부 서비스이므로 가용성이 손상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라 가용성 점수를 낮게 책정했다.

표 3-1 자산중요도 선정 방법 예시
자산명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합

등급

웹서버01

1

4

5

10

중

웹서버02

1

4

5

10

중

DB01

5

5

5

15

상

DB02

5

5

5

15

상

FileSVR01

3

3

1

7

중

※ 낮음(1) ~ 높음(5)

이러한 표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추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약점 영향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중요도 높은 자산과 낮은 자산에 미치는 취약점을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응 및 운영에 필요한 시간, 인력, 예산은 늘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정보자산의 중요도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오픈소스인 Salt Stack 취약점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Salt Stack은
서버 관리용 오픈소스이며 국외에서는 매우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극히 미비해서 해당 취약점은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취약점 정보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10에서 발생하는 취약점,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평소에 자산 분석을 충분히 하고 자산의 중요도를
파악해놓았다면 취약점 영향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취약점이 우리 정보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모르는
사안에 더 두려움을 느낀다. 취약점에 노출된 서버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를 때 더 문제를 느낀다.
하지만 취약점 노출 서버가 50대라는 결과가 나오면 패치 일정, 영향분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취약점 영향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하는 정보자산의 현황분석과 자산별 중요도를
미리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해 놓아야 한다. 취약점 정보를 입수한 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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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개선

보호대상 자산 정보와 중요도를 개선했다면 이제 발생 가능한 취약점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그림 3-2 취약점 발생 분류

CPU

하드웨어

백도어 칩

외부 저장 장치 등
취약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취약점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많은 경우 취약점은 프로그램의
버그와 연결되어 있다. 정상 동작을 손상시키는 버그는 아닐 수 있다. 다만 공격자는 이 약점을
공격에 악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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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입력을 검증하지 않는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 저장된 계정 및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 로그인을 수행하는 PC, 제조사에서 더 이상 패치를 제공하지 않는
구형 운영체제의 사용, 불필요하게 개방된 네트워크 접속 경로 등 취약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취약점들을 모두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매우 복잡하겠지만 크게 두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계층과 시스템 계층이 바로 두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에는 라우터, 스위치, 무선 AP(Access Point)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가 포함되며,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VPN 등과 같은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들이 포함된다. 시스템 계층에는 서버 컴퓨터,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PC와 여기에서
실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운영 중인 응용 프로그램 목록, 운영체제 등의 취약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패치 파일을 설치해서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그림 3-3]은 이제까지 살펴본 취약점 진단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취약점 진단 방안

자산 조사 및 분석

진단 범위 설정

주의사항 공지

보고서 작성 및 완료

결과분석

진단 수행

취약점 진단을 수행했으면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취약점 제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약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발생한다.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하드웨어는 제조사에서 취약점 정보와 패치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상용 제품을
도입한 경우와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은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취약점 정보와 패치 파일을 제공한다. 하지만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기업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 자체적인 보안팀과 개발팀의 협업으로 취약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취약점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제거하는 패치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공격을 제로데이(0-day)라고 한다. 이 말은 취약점 정보와 이를 악용한 공격코드가 같은 날에
출시된다는 의미이다. 제로데이는 최근에는 취약점을 제거하는 패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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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하는 말이 되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대응방법이 쉽지 않다. 만일 해당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엄격한 접근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시스템 영역에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끄는 것도 패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만일 패치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의 수량이 많다면 패치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한 번에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에 적용해서 서비스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패치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비율로 적용할
것을 권한다.

10%

30%

70%

100%

위 박스의 뜻은 패치 대상 전체 수량에서 10%를 적용하고 문제가 없다면 30%, 70% 그리고
100%로 점진적으로 패치 적용 수량을 증가시키라는 의미이다. 새로운 소스코드를 실 운영환경에
반영하는 작업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패치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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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취약점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취약점 관리를 잘하려면 먼저 보호 대상 정보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산의 중요도를 분석해 놓아야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고 운영 자산과 비교하여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취약점은 대부분 제조사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단일 프로그램의 취약점 정보 외에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환경 자체의 취약점은 기업 보안 팀에서 직접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부 모의 해킹, 취약점 스캐너 운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취약점 스캐너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면 격주, 매월 등 정기적인 스캔을 실행하고 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보안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제로데이 취약점이 큰 위협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제로데이보다 오히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취약점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힘들더라도 취약점 점검과 관리를 꾸준히 진행하면 심각한
보안 사고를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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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 위기관리 개요

(1)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업이 보유한 중요 정보와 IT 인프라에 대한 침해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침해사고는 악성코드의
설치나 악성메일의 수신과 같은 작은 일부터 서비스의 지연이나 중지, 내부 중요 정보의 유출과 같은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까지 다양하다. 그중에도 법에서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의무를 부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6년간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다음과 같다.

표 4-1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2014~2019
시기

사업자

유출 개요

2014. 1

카드 3사

2014. 3

K사

2015. 9

P커뮤니티

2016. 6

I사

2017. 3

W사

2017. 7

Y금융사 등
19개 업체

2017. 9

E사

13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알패스 등록 이아디, 패스워드 유출

2017. 9

H사

주민번호, 이름 등 49만 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220만 미파기

2019

T사

고객정보 38만 건 유출. 4,900명은 주민번호, 계좌번호도 유출

K사 4,320만 명, N사 2,165만 명, L사 1,760만 명의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 981만 명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개통날짜, 할부금 등 유출
회원 190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유출
고객 2,051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유출
고객 99만 명의 예약일시, 휴대폰 번호 등 유출
이름, 주민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총 3,270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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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을 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물인터넷 기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새로운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서 기업이 당면한 개인정보보호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침해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보보호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정보보호 이슈와 정보보호 위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보호 이슈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4-2 정보보호 이슈의 분류
종류

정보보호 사건

사례

• 피싱 메일 수신
• 악성코드 배포
• 서버 침해 흔적 발견
• 개인정보 소량 유출
• 디도스 공격 피해 발생

정보보호 사고
•언
 론 보도
•S
 NS에서의 비난
•서
 비스 장애
•협
 박성 제보
•많
 은 고객 클레임

정보보호 위기
• 개인정보 대량 유출
• 대규모 전산망 마비
• 대규모 서비스 장애 지속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보호 이슈는 다양한데, 그중 대다수 사건이 일시적인 디도스 공격이나
피싱 메일과 같이 별 피해 없이 지나가거나 간단한 대응으로 끝난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가 길어지면
외부에 문제를 알려지고, SNS를 통해 전파되거나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가 접수되기도 한다. 우리
서비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협박성 연락이 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보보호
이슈는 더이상 회사 내부의 일이 아니게 된다.
정보보호 위기는 특별히 정의할 필요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온다. 언론 뉴스,
기자들의 연락, 인터넷에서 비난 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의 조사, 회사에 빗발치는 고객 문의 등이
그런 현상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당황하여 실수하기 쉽고, 그 실수로 인해 법적,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한다. 특히 정보보호 사건, 사고 수준의 이슈일 때 잘못 대응하여 큰 위기로
확대되기도 한다. 피싱 메일이나 이상 징후의 발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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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보보호 위기관리의 목적

정보보호 이슈의 예방

위기 예방

정보보호 사건·사고가 위기로 확대되는 것 방지
위기대응 및 피해 복구

피해 최소화

따라서 정보보호 위기관리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❶정보보호 이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❷발생한 정보보호 사건이나 사고가 회사의 정보보호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❸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회사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❹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3) 정보보호 위기관리 업무
기업에서 정보보호의 위기관리를 위해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 정보보호 위기관리 업무

위기예방

·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관리적·기술적 대책 수립, 시행을 통한 정보보호 이슈 예방
· 정보보호 이슈 탐지와 조기 대응
· 일상적 위기대응

위기대비

· 규제 대응
· 위기관리 체계의 수립, 관리
· 위기 대응 모의 훈련

위기대응

· 이해관계자 대응

위기 전
업무

위기 후
업무
복구

· 시스템과 데이터의 복구
· 고객 신뢰도, 브랜드 가치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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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업무는 크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업무와 위기가 발생한 뒤에 해야 할
업무로 나뉘고, 위기 전 업무는 다시 위기예방 업무와 위기대비 업무, 위기 후 업무는 위기대응
업무와 복구 업무로 나뉜다.
위기예방 업무는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토대로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의 수립과 시행, 이를
이용한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탐지, 조기대응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업무가 여기에 속한다. 일상적 위기대응 업무는 위기 발생 시 수행하는
위기대응을 일상적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4장에서 설명한다.
위기 후 업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행하는 업무로서 단기적으로는 이 사고의 이해관계자를
대응하는 것이다. 사고의 이해관계자는 사고의 성격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고객, 언론, 수사기관, 규제기관 등이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에 대해 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4) 정보보호 사고관리 국제 표준(ISO/IEC 27035)
정보보호 사고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ISO/IEC 27035(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Management)가 있다.
<그림 4-3>은 ISO/IEC 27035(정보보호 사고관리) 표준에 관한 대략적인 그림이다.
그림 4-3 ISO/IEC 27035

❶ 문서화: 사고 증거, 핵심 정보, 대응
조치, 후속 조치 등

1 계획 & 준비

❷ 참여 주체 사이의 조정 & 소통

2 탐지 & 보고

❹ 이해관계자와 내외부 협업자 (벤더, 다른
사고대응팀) 사이의 정보 공유

4 대응

❸ 중요한 사고에 대한 경영진과
이해관계자 통지

3 평가 & 의사결정

5 교훈(Lessons Learnt)

그림 왼쪽 상자 안에 있는 4가지 항목은 모든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이다.
첫째, 사고의 증거나 정보, 후속 조치 등의 문서화이다. 이런 문서화는 회사 내 사고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이후 민사소송 등의 대응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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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고의 탐지와 의사결정, 대응 등에 참여하는 주체 사이의 조정과 소통이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고 대응해야 할 이슈가 많아져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스러워지면 상황이 더
악화하기도 한다.
셋째, 중요한 사고에 대한 경영진과 이해관계자 통지이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부서 내에서
대응하다가 보고가 늦어지거나 평소 경영진에게 보안 이슈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보안전문업체나 다른 사고대응팀(IRT: Incident Response Team)과의 정보 공유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보안원, 일부 업종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에 신고 또는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림 4-3>의 오른쪽 그림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계획과 준비(Plan and Prepare) 단계 : 정보보호 사고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세부 정보보안 사고관리 계획을 문서화한다.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조직
운영 기제를 확립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까지 완료한다.
2단계: 탐지 및 보고(Detection and Reporting) 단계 : 시스템, 네트워크 등 내부 환경과 외부
소스 등으로부터 의심스럽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탐지하거나, 보안업체·보안조직 등에서 수집한 보안
이벤트 또는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의 발생, 뉴스 등을 보고한다.
3단계: 평가와 결정(Assessment and Decision) 단계 : 수집한 정보보안 이벤트의 평가를

통해 그것을 사고로 분류할지 결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①탐지한 이벤트에 관한 정보 수집,

②사고처리조직(Incident Handler)에 의한 평가 수행, ③추후 분석을 위해 이 과정과 결과를 기록,
④정보보안 사고의 추적과 보고 업데이트를 통한 변화 관리를 수행한다.

4단계: 대응(Responses) 단계 : 3단계에서 결정된 조치에 따라 사고에 대응한다. 필요시 사고를
조사하고,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일 경우 위기처리팀으로 이관한다. 또, 사고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부자원을 할당하거나 외부 자원을 식별하고, 관련 활동의 기록과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변화 관리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수사기관 등과 필요한 사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진다.
5단계: 교훈(Lessons Learnt) 단계 :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배우는 단계이다. 정보보안 사고와
취약점·통제 및 사고관리 정책·위험평가 및 관리·사고대응 등 일련의 과정과 문서화 된 기존 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학습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또, 필요시 학습 결과를 조직과 공유한다.
ISO 27035에서는 정보보호 위기관리에 관하여 언급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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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1) 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이 있다.

그림 4-4 정보보호 관련 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고시
(행정규칙)
정보보호
조치 지침

해설서/인증/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
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전자금융
감독규정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신규지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ISMS-P)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출처: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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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에는 법률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그에 관한 해설서와
가이드가 있고, 관련 인증이 있기도 하다.
법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같이 실무자들이 거의
‘바이블’처럼 찾아보는 고시들이 있다. 원래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부처가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25, 대법원, 1999.11.26.,
97누13474).
정보보호 관련 고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과 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리 볼 여지도 있지만,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는 관련 법령에서 나오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명시한
것이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의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항상 최신판을 찾아봐야 한다.
또한, 위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지정해야 할 주요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림 4-5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용정보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정보보호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업에서 실제 수행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 법률이 각각
규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차이와 각 법률의 특성에 따라 자격 요건, 수행 역할과 업무에 차이가 있다.
CISO가 이러한 정보보호 법규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회사가 어떤 법규에 적용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회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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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법규 위험
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영업비밀, 인사정보 등 다른 중요 정보와 달리 개인정보는 그 소유주가
정보주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개인과 회사에 제재를 부과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기업의 주요 위험이 된 이유이다. CISO가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위기관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이나 책임자에게 닥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위험에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이 있다.

표 4-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 책임자와 기
등기

회사

형사처벌1)

징역형
벌금형

벌금형

행정처분

책임자 징계요구2)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민사소송

손해배상

1) 2019년 6월, 동부지검에서 H사 등 3개 회사의 ‘실질적’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공식 기소함. B사 책임자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됨 (2020.02.12)
2) 2017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에 발생한 W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처음 의결하였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2020년 8월 5일에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이,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로 옮겨가고
일부는 없어져,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던 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조문을 준수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례에 포함되는 행위를 상세하게 살피고, 그 외의 행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조문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할 때 개인정보호호책임자(CPO)와 기업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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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CPO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분류

위반 행위

형사처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민감정보(제23조 제2항),
고유식별정보(제24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제25조 제6항), 가명정보
(제28조의4 제1항) 또는 개인정보(제29조)를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제21조
제1항)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73조의 제1호
• 제73조의 제1호의2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보관한 추가 정보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문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어서 책임이
있는 개인(CPO)과 법인이 동시에 처벌 대상인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영향을 고려할 때 개인에
대한 처벌에 더 방점이 찍힌 조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책임자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처분에는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징계 요구
등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제재는 금액의 규모가 큰 과징금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위반하였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 위반과 개인정보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SB 메모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네트워크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법규 위반행위가 개인정보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이 있을 때 과징금
부과 비율이 커진다.
표 4-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책임자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분류

행정처분

위반 행위

제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의 과징금(제39조의15)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훼손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제34조의2)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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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각각 44억 8천만 원, 18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있었고, 2020년에는 과징금 1억 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도 여러 차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사고가 발생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 조문을 적용받아 3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발생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이 있을 때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은
주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실제로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한 기업의 CEO와 CPO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한 사례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분쟁조정제도에서 해결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표 4-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
분류

민사소송

위반 행위

제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소송 가능.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손해배상제(제39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소송 가능.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제39조
제3항)-손해액의 3배 이하
손해배상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②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 손해배상제(제39조의2)
300만 원 이내 손해배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두 손해배상제에서는 모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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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있었고,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정손해배상제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기업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를 근거로 한 첫 판결인데, 2019년에 2심까지 이뤄져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이 될 전망이다. 1인당 300만 원 미만이라는 금액 또한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한다는 증적을 늘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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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것과 규제기관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먼저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를 살펴본다.

(1)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법령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정의한 조문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4-7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5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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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핵심적인 기준은 기업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그러한 자에게 전달을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정의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정의는 법원의 판결과는 일부 다른 점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
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24555, 24562)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났지만, 제3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기업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정의와 다르다. 물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해야겠지만, 주요 쟁점에 관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 특히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조문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조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로 옮겨왔다. 따라서 과거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규정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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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관련 법 조문(1)
법

개인정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

법 제34조, 시행령 제 40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6조, 제27조

법 제39조의4, 시행령 제48조의4

요건

1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1건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시기

유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표준지침)
(예외) 5일이 넘어 통지할 수 있는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조치 후 5일 이내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등
인지하지 못한 경우: 유출사고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함

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통지. 24시간 경과 후 통지 시 정당한 사유
소명

방법

개별 통지
 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홈페이지 7일 이상
1
게재 병행

개별 통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로 갈음

먼저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뿐 아니라 분실, 도난을 포함한다. 위 두
조문에서 별도의 통지 요건은 없다. 1명 또는 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출사실을 안 지 24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24시간이 넘으면 그것의 정당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서면,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을 통한 개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통지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사실을 안 지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뒤 5일 이내에 해도 된다. 그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였는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실제 유출이 이뤄진 지 5일이 넘어 통지하였다면, 기업은 유출사고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에 기업이 주요 행위와 결정에 관해 철저하게 기록을 해 둬야
가능하다.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홈페이지에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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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관련 법 조문(2)
법

개인정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내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예외) 위 제1, 2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1) 유출 사실 (2) 확인된 사항만을 먼저
통지,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 통지,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 통지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예외) 제1, 2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제3호~제5호
사항을 우선 통지,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을 즉시 통지

제재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 제2항)
통지해야 할 내용을 통지하지 않음(제8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 제2항)
통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
후 통지(제12호의3)
정당한 사유 소명 않거나 거짓 소명(제12호의4)

기타

피해를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조치

 련
마
피해 최소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통보할 내용으로는 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된 시점, ③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 ⑤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있다. ①과 ②는 유출사고를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③, ④, ⑤를 먼저 통지하고, ①과 ②는 확인 즉시 통지하면 된다.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할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야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통지 내용은 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 시점과 경위, ③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④기업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⑤담당부서 및 연락처인데, ①과 ②를
파악하지 못했으면, 먼저 파악한 상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나중에 확인된 사항을 통지하면
된다.
제재에 관한 내용은 좀 다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24시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24시간 내에 통지하지 않고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5가지 내용을 알리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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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규제기관에 알리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에서는 통지와 신고에 관한 조문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통지에 해당하는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표 4-10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관련 법 조문(1)
법

개인정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

법 제34조, 시행령 제39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8조

법 제39조의4, 시행령 제48조의4

요건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1건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시기

지체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표준지침)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24시간 경과 후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소명

방법

시고기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포털
(예외)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정식 신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신고에 대한 조문은 통지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통지와는 달리 신고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한정된다. 1명의 개인정보라도 유출되면
수행해야 하는 통지와는 요건이 다르다. 신고시기는 통지시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먼저 전화로 접수한 뒤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 2020년 8월에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과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신고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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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관련 법 조문(2)
법
내용

제재

개인정보호법
 보주체에 대한 통지 내용
정
피해 최소화 조치 결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 제2항)
피해 최소화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음(제9호)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통지 내용과 동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 제2항)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 경과
후 신고(제12호의3)
정당한 사유를 소명 않거나 거짓 소명
(제12호의4)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 내용에는 통지 내용과 함께 피해 최소화 조치 결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에 가명정보가 추가되었다.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의 일종이긴
하지만, 가명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통지와 신고에 관한 예외 조문이 있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지와 신고의 의무(제39조의4)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의 의무(제34조 제1항)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가명정보의 신고의 의무의 차이를 둘만 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서 향후 이 부분은
개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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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관리 체계

(1) 위기관리 개요
정보보호 침해사고 중 기업에 가장 큰 위험은 정보보호 위기의 발생이다. 오랜 기간 대규모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한다. 미리 위기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 체계는 크게 위기관리 정책,
위기관리 조직, 위기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로 구성된다.

(2) 위기관리 정책
위기관리 정책에는 위기관리의 분야와 대상, 위기판단의 기준과 판단, 위기관리의 목표가
포함된다.

그림 4-6 위기관리 정책의 예
분야·대상

중요 정보 대량유출 / 서비스 장기 중단 / 데이터 변조

기준·판단

1급: 그룹에 영향, 30분 이내 CEO 보고, 즉시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목표

4시간 이내 복구 / 법적 문제 최소화 / 데이터의 안전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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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분야는 회사의 업종이나 적용 법규, 고객, 처리하는 주요 정보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기술이 있는 제조업이면 핵심기술의 유출이나 훼손이 회사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라면 온라인 서비스의 전면적 또는 장기적 중단이 위기가
될 것이다. 대학 입학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시험 결과의 변조가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위기에 대한 기준과 그에 근거한 판단 또한 각 기업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기업이든지
위기관리의 특성상 CEO를 비롯한 최고경영층의 인지와 판단이 중요하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최고경영층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위기관리를 위해 모든 온라인 서비스회사가 실시간 복구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해복구센터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위기관리의 목표 역시 회사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이 주요 위기관리 대상인 기업
역시 그에 맞춰서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위기관리 조직
위기관리 조직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림 4-7 위기관리 조직의 예

위기관리위원회

위기관리 실무협의체

• 위원장: CEO
• 위원: 주요 임원, CISO
• 간사: 위기대응담당자
• 위원장: CISO
• 위원: 참여부서 팀장, 팀원
• 간사: 위기대응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최고 조직이다. 위기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EO나 CEO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층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사적인 조율과 통제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CISO를 비롯해 관련 주요 임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보보호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CISO가 회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위기관리 실무협의체는 위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한 의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등

Ⅳ. 침해사고 대응

|

87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위기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다. 정보보호 위기관리에서는 CISO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위기대응 부서 팀장들이 참여한다.

(4) 위기관리 프로세스 및 매뉴얼
그림 4-8 위기관리 프로세스의 예

위기관리
위원회

정보보호/
개인정보

홍보

고객대응

법무

대외

IT/재무/HR

위기대응
체제가동
사실
파악

메시지
작성

고객반응
파악

로펌
선정

규제당국
신고

사실
파악

언론사
대응

고객대응
스크립트
작성

수사
대응

규제당국
현황파악

예산
지원

지휘통제
수사
대응

<그림 4-8>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과 같은 정보보호 위기관리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협의체에
참여할 부서의 예이다. 각 부서는 해당 이해관계자를 대응한다. 홍보부서는 언론사, 고객대응부서는
고객과 인터넷, 법무부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대외관련 부서는 규제기관 등이 그 예다. IT나 재무,
인사부서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전체적인 사안은 위기관리위원회에서
CEO를 중심으로 주요 임원들이 지휘, 통제한다. 상자 안에 작성된 프로세스명은 회사마다 조직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알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에서는 공공기관과 1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9조)고 규정하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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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목차

출처: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12.)

이 매뉴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통지, 신고뿐 아니라
대응조직과 프로세스를 기술하였는데, 그 목차는 <그림 4-11>과 같다.

그림 4-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조직체계
정보보호위원회

총괄대응본부
(본부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분석반

복구반

민원대응반

홍보반

법무반

출처: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12.)

다만 이 매뉴얼에서는 유출사고 대응 조직체계를 <그림 4-11>과 같이 그렸는데, 매뉴얼에서
적시한 대로 각 기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 4-7>과 <그림 4-8>을 참고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위기관리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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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대응의 실제

(1) 위기대응 단계별 업무
정보보호 사고관리(ISO/IEC 27035)를 참고하고 <그림 4-2>의 위기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단계(생명주기)

1 준비

˙관리체계
˙모의 훈련

6 개선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

2 인지 & 보고
˙내부/외부

5 대응

˙이해관계자
˙단기/중장기

3 분석 & 의사결정

˙조직, 사실파악
˙메시지, 법무

4 통지 & 신고

˙이용자, 직원
˙규제기관, 수사기관

<그림 4-12>의 각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준비):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각종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침입·유출의 징후를 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의훈련을 수행한다. <그림 4-2>의 위기 전 업무의 위기대응 1단계에 포함된다.

90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길라잡이

|

중급편

2단계(인지·보고)는 내부의 모니터링이나 외부의 연락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사건·사고 수준의
이슈를 탐지하고 경영진을 비롯한 주요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3단계(분석·의사결정): 관련 로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 사고가 회사의
위기임을 결정하는 단계다. 3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이미 대비해 둔 위기관리위원회와
위기관리협의체가 작동하고 24시간(또는 5일) 이내 통지·신고를 위한 준비에 신속하게 착수한다.
또한, 필요하면 보안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외부의 침입이 있다면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단계(통지·신고): 관련 법규에서 설명했던 통지와 신고를 수행한다.
5단계(대응): 언론, 고객, 수사기관 등 이해관계자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6단계(개선): 위기대응을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2) 이해관계자 대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통지신고의 법적 의무와 함께 이해관계자 대응을 시작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해외 업체, 시민단체 등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
회사에서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4-13 이해관계자 대응(1)

교수, 협회,
업계
이용자,
인터넷

여론,
고객문의
언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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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언론과 인터넷, 전문가 인터뷰 등이 상호 상승하며 회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발생하고,
민사소송 카페가 생기기도 한다. 회사 콜센터에 문의가 폭증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는 위기관리
위원회의 지도 아래 위기대응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고객지원조직 중심으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갖춰 법 위반이나 불필요한 여론의 증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언론에 대한 메시지를 잘 관리하고,
인터넷과 여론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림 4-14 이해관계자 대응(2)

수사기관
(검, 경)

회사
수사

조사
·행정처분

규제기관

규제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곧 각 기관이 수사, 조사를 시작한다. 수사는 1단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것이 끝나면 2단계로 기업과 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근거로 기업의 위법 사실을 찾는 수사를 진행한다.
기업은 법무팀, 정보보호팀, 개인정보보호팀, IT팀 등이 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위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팀의 역할을 분장하고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므로 해당 임직원이 혼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지원해야 한다.
규제기관의 조사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결되고, 이후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못지않은 비중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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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이해관계자 대응(3)

법원

형사
재판
수사기관
(검, 경)

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법 제29조) 위반으로 검찰이 개인이나 법인을 공식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법무법인뿐 아니라 내부 관련 조직이 협업하여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6 이해관계자 대응(4)
소송
변호사
법원

민사
재판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민사소송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민사소송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객대응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도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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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내외부의 담당 조직 간 협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긴 과정이어서
수사나 조사가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부
문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림 4-17 이해관계자 대응 종합
교수, 협회,
업계

소송
변호사
법원

이용자,
인터넷

민사
재판

여론,
고객문의

형사
재판

언론
수사기관
(검, 경)

회사

국회, 정당

국정감사,
청문회

수사

조사
·행정처분

<그림 4-17>은 이제까지 설명을 종합한 것이다.

그림 4-18 이해관계자 대응의 원칙
전사적 대응
사실 파악
준비된 커뮤니케이션
법적 검토
고객 관점의 수습 대책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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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설명한 이해관계자 대응의 원칙을 정리하면 <그림 4-18>과 같다. 특히 수습
대책을 낼 때 고객의 관점에서 대응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잘 만들어진 대응원칙은 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의 증폭이나 민사소송의 발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3) 일상적 위기대응
그림 4-19 일상적 위기대응 프로세스

위기관리
실무협의체

정보보호/
개인정보

홍보

고객대응

법무

대외

위기대응
체제가동
사실
보고

언로사
반응검토

고객반응
검토

법무
검토

규제당국
반응검토

이해관계자
대응검토

대책
수립

대책 시행

위기관리
위원회 보고

<그림 4-19>는 <그림 4-2>의 위기관리 예방업무에 포함된 일상적 위기대응 업무를 설명한다.
이것은 <그림 4-8>의 위기대응 프로세스 예시를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보보호 이슈에 적용한
것이다. 그림 상단에 나타난 조직은 <그림 4-8>의 위기대응 프로세스에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
위기관리위원회가 지휘할 만한 사건은 아니므로 위기관리 실무협의체가 대응한다. 특히 정보보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무협의체가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면 그것이 정보보호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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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기업에는 다양한 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슈가 정보보호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구해야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정보보호 위기는 여러 징후와 함께 발생한다.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적 위기대응을
통해 소소한 사건, 사고와 징후에 대응한다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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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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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위협 전망
붙임1.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포스터
붙임2.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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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주요내용

1.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의 확산과 피해규모 증가

1
글로벌 공통 전망

정부 및 기업 등 특정 대상을 표적한 공격
서비스 및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랜섬웨어 공격 확대
● 내부 정보 유출부터 파일 암호화까지, 협박수단 강화

●
●

1. 고도화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호주, AusCERT)
맞춤형 악성 이메일과 대량 피싱이 결합한 매스피어링 등장
Emotet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스팸 메일 생성 및 배포 증가
● 유출된 기업 데이터에서 특정 대상의 전자 메일, 계약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공격
●
●

2. 코로나-19 사이버 공격 팬데믹(인도, CERT-In)
악성 웹사이트, 악성 첨부파일을 포함한 이메일 등으로 재택근무자 공격 증가
재택근무 증가로 엔드포인트 장치에서의 기업 정보 유출 우려
● 취약한 VPN(가상사설망) 등 원격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기업 네트워크 침투 시도
●
●

2
국가별 전망

3. 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기승(한국, KrCERT/CC)

(국가명 abc순)

다크웹 시장 확대로 민감 정보 거래 증가
최근 재택근무 상황을 반영하여 VPN(가상사설망), RDP(원격 데스크톱) 등
네트워크 권한 판매 활성
● 공격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공격 문턱을 낮추고 공격 규모를 확대
●
●

4. 기업을 낚는 사이버 스나이퍼(스리랑카, Sri Lanka CERT|CC)
수출 및 수입 기업을 표적하여 공격
피싱, 스피어 피싱 등을 활용하여 기업 전자 메일 계정 공격
● 기업의 협력사 계정으로 견적서를 위·변조하여 발송하는 등 공격의 정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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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적 공격과 결합된 랜섬웨어의 위협 확대(공통)
메이즈 랜섬웨어의 은퇴, 하지만 신규 랜섬웨어의 등장으로 피해 발생
기업용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랜섬웨어 유포
●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공격의 확대, 피해 증가
●
●

2.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 고도화(하우리)
공격자들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 지속적인 개선
비실행 파일(LNK, PowerShell, VBS) 중심으로 공격 기법 고도화
● 피싱과 결합하여 공격 시너지를 극대화
●
●

3. 사회기반시설 및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범위 확대(NSHC)
국가 및 사회 기반 시스템에 대한 공격 증가
주요 에너지 및 생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해킹 발생 증가
●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생산성 파괴 목적으로 발생
●
●

4. 5G를 이용한 사물인터넷(IoT)제품의 활성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의 대두(잉카인터넷)
다수 기기 보안 기능 제한으로 지속적인 피해 확대
신규 취약점 및 미패치된 취약점 공격으로 대규모 IoT 봇넷 감염 및 DDoS 공격의 재개
● 좀비화된 IoT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악성코드 유포의 숙주로의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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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망

5.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 증가와 위협 대상 확대 및
다양화(이스트시큐리티)
정부차원의 국가지원 해킹그룹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증대
외교·안보·통일·국방 등 연구 분야 종사자, 언론사 기자들 주요 공격 표적
●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공격과 시차를 둔 고도화된 신뢰 기반 위협 결합
●
●

6. 클라우드 서비스 목표한 공격 증가(안랩)
클라우드 크리덴셜 및 설정 파일 훔치는 악성코드 등장
취약한 관리 시스템과 관리 도구를 이용한 클라우드 내 접근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악성코드 배포 및 C&C 서버로 활용
●
●

7.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언택트) 전환 후 보안 사각지대를
노린 사이버 위협 증가(빛스캔)
원격 수업 파일 다운로드를 통한 랜섬웨어 공격 증가
재택근무자 공격을 통한 기업 내부 침입 시도 발생
● 코로나-19 관련 메시지와 첨부파일로 악성코드 감염 유도
●
●

8. 거세진 DDoS, 금전까지 요구하는 공격 증가(KISA)
금융 및 교육, 기업 등을 대상한 DDoS 공격 증가
금전을 요구하고 미지불시 공격을 감행하는 랜섬 디도스 기승
● DDoS 신기록 등장, 공격의 고도화
●
●

※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https://www.kisa.or.kr)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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