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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관리적, 환경적 분야 등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적으로 안전한 
망 설계를 위해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등 보안 망 이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 환경에 적합하고 상시
적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한 정보보호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기존 망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이 적용된 망을 설계하기 위해서 중앙 관리성을 향상시킨 실시간 보안 대응 능력, 보안 위협 발생 시 선제 
탐지 및 능동적 대처, 중요 장비 이중활르 통한 고가용성, 고성능, 고신뢰성 확보, 개별 네트워크의 보안 정책 통합 
관리, 개별 네트워크의 망 분리로 보안성 향성 등의 기능을 적용하였다.

주제어 : 정보보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실시간 보안관리, 보안관리 프로세스, 보안망

Abstract  Recently, Cyber   threats that is doing intelligence and sophistication from the organization's information 
assets to secure order technical disciplines, as well as manager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such as 
mind-response system is must established. In this paper, possible to analyze the case for the theory in network 
security, such as the logical network and physical network separation suitable for the corporate environment and 
constantly respond and manage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Model A secure network design is 
proposed. In particular, the proposed model improvements derived from the existing network, network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design improved ability to respond to real-time security and central 
manageability, security threats, pre-emptive detection and proactive coping, critical equipment in the event of a 
dual hwalreu through applied features such as high-availability, high-performance, high-reliability, ensuring 
separation of individual network security policy integrated management of individual network, network security 
directional.

Key Words : Information Security, ISMS, Realtime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Process, Secure 
Network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화전략실, 선임연구원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화전략실,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화전략실, 실장
논문접수: 2013년 1월 1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14일, 확정일: 2013년 2월 20일

1. 서론

재 발생하고 있는 보안 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

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안 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 이러

한 보안 을 실질 으로 평가  리 할 수 있는 

리체계는 없는 상황이다[1]. 

국내외 주요 정보보호 리체계는 정보보호 리체계, 

자정부 정보보호 리체계, 개인정보보호 리체계, 국

제 정보보안 경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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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회, 행정안 부, 방송통신 원회, 한국인정원에서 

사용되고 있다[2,3]. 

국내에는 수많은 기 이 존재하지만 기 의 특성이 

반 되지 않은 채 동일한 규격의 리체계 모델이 용

되고 있어 상 기 의 한 정보보호 특성을 반 하

기 힘들다.  정보보호 리체계 모델은 일시 인 리

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 인 응  리가 불가능하여 

보안 체계에 허 이 생기기 쉽다. 한  정보보호 리

체계 인증 심사 시 수개월의 시간  인력이 소요되는 체

계로 되어 있어서 정보보호 리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

비 효과가 조한 문제 이 존재한다. 실제로 행안부, 

교과부, 국정원 등 다양한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평가체

계들을 수용하지 못하며, 평가 비를 한 다수의 인력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4,5]. 

기존 ISMS 실시간 ISMS

측정 

결과

 

(통과 / 거부)
상  ( 재 상태)

측정 

항목
조직 보안 통제 항목 자체 측정 항목 개발

특징 제3자 평가 자체 평가

<표 1> 기존 ISMS와 실시간 ISMS의 차이

<표 1>에서는 기존 ISMS와 실시간 ISMS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표 1>처럼 기존의 ISMS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기업에서는 기업에 맞는 상시 인 응 

 리가 가능한 정보보호 리체계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으로 안 한 망 설계를 해 물

리  망 분리와 논리  망 분리 등 보안 망 이론에 한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 환경에 합하고 상시  응  

리가 가능한 정보보호 리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제

안 모델은 기존 리체계 모델의 문제 을 분석하여 각 

리체계별로 상이한 평가지표들을 통합하고 분류하여  

상시 으로 응  리가 가능하도록 하 다. 한, IT 

인 라 환경의 변화  신규 보안 들로부터 안 하

고 신뢰성 있는 망 구축을 해 실시간 ISMS에 의해 조

 가능한 원내망 구축, 유무선 원내망을 모두 지원하는 

방화벽  침입 방지 시스템 구축,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네트워크 근제어, PC 보안 리 등의 시스템 구축,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가용성 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외 정

보보호 리체계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기업의 

정보보호 리 체게 모델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 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전자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

자정부 정보보호 리체계(G-ISMS,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기

이 수립하고 구축한 종합 인 정보보호 리체계

(ISMS)를 제 3자가 객 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

는 제도이다[2,6]. 정보보호 리체계(ISMS)는 조직의 정

보 자산을 체계 으로 보호하고 사이버침해 으로부

터 조직이 유기 으로 응하기 한 종합 인 리체계

를 의미한다. G-ISMS는 정부 행정기  등의 조직  서

비스의 특성에 합하게 수립된 종합 인 정보보호 리

체계를 의미한다[7].

[그림 1] G-ISMS 목표 및 기능

 

2.2 기존 관리체계 분석

기존 리체계를 분석한 결과 보안의 3요소 , 자

정부 정보보안 리모델은 무결성을, 국정원의 평가기

은 기 성을 더 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8,9]. 한 

자정부, 국정원 모두 리체계에 있어 체 으로 많

은 부분을 담고 있으며, 항목 수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

, 리  분야에 많은 비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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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관리체계 분포도

[그림 3] 기존 관리체계 분류 1

[그림 4] 기존 관리체계 분류 2

2.3 국외 관리체계 분석

2.3.1 영국 및 유럽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유럽 체의 정보보호 련 가장 표 인 기 은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NISA)로써 European Union (EU)의 정보보호 련 이

슈들을 담당하는 기 이기도 하다[10]. ENISA가 운 하

는 웹사이트의 주 목 은 정보보호에 한 정보 교환  

실제 필드에서의 best practice와 지식들을 공유하는 허

 역할이다. EU의 주된 설립 목표는 EU 회원국들과 산

업계들의 정보보호 련 문제들을 방지하고, 한 사고 

발생시 응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함이다. 

2.3.2 SP 800-53국외사례

SP 800-53(연방 정보 시스템을 한 권고된 보안 통

제, Recommended Security Controls for Federal 

Inform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s)은 FIPS 199에

서 명시하고 있는 보안 분류  정보 시스템의 최소한의 

보안 통제 요구사항에 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하여 제정되었다[11,12]. 다시 말하면, SP 800-53은 정

보 시스템에 한 추가 인 과 험 고려사항에 

하여 요구되는 보안 통제에 한 상  분류 기 을 제공

한다.

SP 800-53은 FIPS 200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정

보 시스템에 한 보안 통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한 

지침으로써, 보안 통제 목록을 정의하고 정보 시스템의 

보안 통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SP 800-53

에 따라 선택된 보안 통제는 연방기 의 정보를 처리, 

장, 송, 수신하는 정보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에 용

되고, 안 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 인 험 

리가 가능하도록 수행된다.

3.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 모델 설계

이 에서는 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리

체계가 외부 으로부터 상시 으로 응  리할 

수 있는 보안 리 모델을 제안한다.

3.1 기업의 보안관리 모델

제안 모델의 보안 리 모델은 G-ISMS이기 때문에 이

를 바탕으로 리  보안, 기술  보안, 물리  보안, 개

인정보보호 등 4가지 분야로 분류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 (도메인)

[그림 4]처럼 제안 모델은 필요한 세부 통제 항목을 산

출식으로 수를 매긴다. 산출식은 부서별 산출식과 기

업산출식으로 나뉘는데, 부서별로 수를 매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별 산출식을 사용하여 그 수의 평

균을 기업 산출식 수로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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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통제 항목에 맞게 산출식을 정하 다. 그리고 이

게 매겨진 수와 목표 수  수를 비교하여 그 통제 항

목을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각 리체계에 한 인증

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3.2 상시적 대응 관리 프로세스

제안 모델이 국정원, 교과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리체계에 한 인증을 용이하게 받기 해서 

제안 모델은 공통 인 통제 항목을 통합하고 매월 사이

버보안진단의 날에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가 기본 인 사

항을 검하고 결과를 정보화 략실에서 종합, 이력

리를 통해 실제 평가에 사용한 [그림 5] 같은 리 로

세스를 사용한다. [그림 5]의 각 세부 통제 항목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리방법이 자동과 수동으로 나뉜다. 자

동 리 항목은 단  보안 시스템  련 시스템과 연계

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수동 리 

항목은 정보화 략실에서 련 근거 자료를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확인한 뒤, 직  입력하는 방법과 부서

별 보안 담당자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검결과를 정

보화 략실로 송부하고 그 정보를 토 로 정보를 확인 

 입력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림 5] 관리 프로세스

[그림 5]의 리 로세스에서 수동 리1과 수동 리2

는 둘 다 정보화 략실의 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보

가 올라간다는 은 같지만 수동 리2의 경우는 각 부서

별 내용이 필요한 세부 통제 항목의 경우이고 수동 리1

은 그 외의 경우를 뜻한다.

자동 리와 수동 리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이 

되면 각 산출식에 따라서 수가 매겨지게 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뒤, 쉬보드를 통하여 기 의 

체  보안 수 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는 각 리체계의 인증 시 필요한 것만 뽑아

서 사용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심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3.3 보안 요구사항에 따른 지표 설계

기 성, 무결성, 가용성에 따라 요구 수  차별화가 필

요하기 때문에, 기업 특성에 합한 보안 목표, 통제, 지

표를 설계한다. 지표 설계 차는 [그림 6] 지표 설계 

차와 같다.

[그림 6] 지표 설계 절차

보안 지표 설계에 한 제는 [그림 7]과 같이, 보안

업무의 성격, 상에 따라 섹션을 구분하여 각 섹션 별로 

통제 목표를 정하 다.

[그림 7] 섹션별 설계 예제

3.4 평가지표 정량화 및 분류

제안 모델에서 설계한 지표를 토 로 항목별 정량화 

방법 연구와 정량화 수치에 한 검증 차는 [그림 8]과 

같은 평가지표를 상세화하여 정량화 한다한다. 제안 모

델에서 통제 목표가 설정되면, [그림 8]과 같이 통제목표

를 측정하기 한 지표의 근거자료와 계산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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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가지표 상세내역

3.5 관리체계 보안 모델 설계

이 에서는 기업의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해 분야 

/ 도메인 / 통제항목 / 세부 통제 항목 등 4단계로 구분하

다. 세부 통제 항목은 기존의 4가지 리체계의 세부 

통제 항목을 재분류  통합을 하 기 때문에 그 리 체

계들을 모두 수용하 으며 각 세부 통제 항목에 해 평

가 항목, 증빙 자료, 리 방법, 통제 목표, 목표 수 , 산

출식을 포함함으로서 외부 리체계에 해 기업 내부

으로도 리할 수 있는 로세스를 구 하고 있다.

3.5.1 통제 항목 분류

리체계 보안 모델에서 통제 항목은 기존 G-ISMS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리  보안 / 기술  보안 

/ 물리  보안 / 개인정보보호 4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 

당 기존 리체계의 통제 항목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

메인과 통제항목을 [그림 9]처럼 설정한다. 

[그림 9]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 항목

3.5.2 통제 항목 세부사항

통제 항목을 크게 분류한 뒤, 각 세부 통제 항목마다 

평가항목, 통제목표, 목표수 , 증빙자료, 리방법, 산출

식 등을 제시하 다. 각 세부사항에 한 정의와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통제 항목 세부사항 정의

3.5.3 통제 항목 별 중요도

제안 모델에서 통합 된 통제 항목 별 요도는 [그림 

11]과 같으며, [그림 11]에서 통제항목별 요도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그림 11] 통제 항목별 중요도 개수

4. 평가

이 에서는 제안 모델을 기업에 용한 정보보호 

리체계의 측정결과를 분석한다. 

4.1 지표 선정 및 산출식

제안 모델에 사용되는 지표는 <표 2>와 같이 총 24개

의 통제항목으로 선정하고 <표 3>의 지표 산출식 (□: 

수기 입력, ■: 자동입력)은 해당 통제항목의 산출식을 

나타낸다. 측정지표는 4개 분야에서 어도 1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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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메인 통제항목 세부통제항목

1. 

리

보안

1.1 정

보보호 

정 책 

 조

직

1.1.1 정보보호 정책 1.1.1.1 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정

1.1.2 정보보호 조직
1.1.2.2 정보보안 조직구성

1.1.2.8 정보보안 원회

1.1.3 정보보호 활동 1.1.3.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활동

1.2 정

보자산 

리

1.2.3 휴 용 장매체 리 1.2.3.1 휴 용 장매체 보안 리

1.4 정

보화사

업 리

1.4.1 용역사업 리

1.4.1.7 정보보안 정책수립  개정

1.4.1.8 용역업체 업무망 보안 리

1.4.1.9 용역업체 인터넷 보안 리

1.5 인

 보

안

1.5.2 외부인원 보안
1.5.2.4 용역사업자 휴 용 장매체 보안

리

2. 

기술

보안

2.1 침

해사고 

리

2.1.1 침해사고 응체계 2.1.1.5 DDoS 응시스템 구축

2.2 

자정보 

리

2.2.2 자정보 유출방지

2.2.2.1 정보유출 방지 보안 책

2.2.2.4 비인가 사이트 차단

2.4 무

선  

네트워

크 보

안

2.4.1 무선랜 보안 2.4.1.2 무선랜 운  보안 리

2.5 시

스 템 

보안

2.5.2 정보시스템 리 2.5.2.8 변경 리

2.5.3 PC 보안

2.5.3.1 PC 운 체제 패치 리

2.5.3.2 PC 백신 리

2.5.3.3 부재  PC 보안 리

2.5.3.4 PC 공유폴더 리

2.5.3.5 PC 응용 로그램 패치 리

2.5.3.6 USB 자동실행 차단

2.5.3.8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축  운

3. 

물리

보안

3.1 보

호구역 

리

3.1.1 보호구역 리 3.1.1.1 보호구역 지정  리

4. 개인

정보보

호

4.2 개

인정보 

처리

4.2.2 수집동의 4.2.2.1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4.2.3 수집 정보 리 4.2.3.1 개인정보 일 리

<표 2> 구현을 위한 지표 선정 예

세부 통제항목 수기  자동 입력

1.1.1.1 정보보호 정책수립  개

정

□ 정보보안 정책수립 여부 (50%)

□  직원 공지여부 (20%)

□ 유 기   상 기 과 연 1회 이상 검토 여부 (30%)

1.1.2.2 정보보안 조직구성 □ 정보보호 담 조직여부 (100%)

2.1.1.5 DDoS 응시스템 구축

□ DDoS 응시스템 도입 여부 (30%)

■ 탐지 로그 여부 (30%)

■ 차단 로그 여부 (40%)

2.2.2.1 정보유출 방지 보안 책
□ 련규정 (30%)

■ (Agent 설치 수/ 체 PC 수)*70 (70%)

2.5.3.1 PC 운 체제 패치 리
□ 련규정 (30%)

■ 지키미 항목에 한 수(평균)*0.7 (70%)

2.5.3.2 PC 백신 리
□ 련규정 (30%)

■ 지키미 항목에 한 수(평균)*0.7 (70%)

2.5.3.3 부재  PC 보안 리
□ 련규정 (30%)

■ 지키미 항목에 한 수(평균)*0.7 (70%)

3.1.1.1 보호구역 지정  리

□ 련규정 (20%)

□ 보호구역 지정여부 (30%)

□ CCTV 설치여부 (15%)

□ 이 잠 장치 설치여부 (15%)

□ 개인정보 포함 서류 이 비넷 설치여부 (20%)

4.2.2.1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련규정 (30%)

■ (고지 완료 부서/고지 상 부서)*70 (70%)

<표 3> 지표 산출식 (□: 수기 입력, ■: 자동입력)
지표를 포함하고, 요도가 ‘상’인 지표를 상으로 선정

한다. 자동 리항목 뿐만 아니라 수동 리항목 한 포

함한다.

4.2 프로토타입 

제안 모델에서 로토타입의 체 인 구성은 [그림 

12]와 같으며, 크게 시보드부, 입력부, 출력부 등으로 3

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시보드부는 정보보호 리

체계의 측정결과가 그래  형태로 출력되는 부분이다. 

측정결과는 100  기 의 수치로 나타나며, 분야별, 도메

인별, 통제항목별, 세부통제항목별로 각각 별도의 그래

가 출력된다. 한 된 측정결과를 통해 조직의 보안

수  추이를 한 에 악하기 한 추이별 그래  한 

제공한다. 

입력부는 산출식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기능을 수행한다. 입력부를 통해 수기 리항목에 한 

데이터를 직  입력할 수 있으며, 자동 리항목에 해당

되는 데이터는 시스템별 로그 일을 직  등록시킴으로

써 데이터를 입력한다. 출력부는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  수정하기 한 기능을 수행한다. 리

자는 해당 모듈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 에러를 최소화한다. 

[그림 12] 제안 모델의 프로토타입

4.3 구현 결과

4.3.1 도메인별 보안수준

제안 모델을 도메인별 보안 수 을 평가한 결과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도메인별 보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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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도메인별 보안수 을 수치화 한 시보드

로써, 로토타입 구 에 사용된 도메인은 총 10개이며, 

각 도메인별 평균 수를 막 그래 를 이용하여 나타내

고 있다. 

4.3.2 통제항목별 보안수준

제안 모델의 통제항목별 보안수 은 [그림 14]과 같으

며, [그림 14]은. 총 14개의 통제항목이 구 을 해 사용

되고 있다.

[그림 14] 통제항목별 보안 점수

5. 결론

정보의 지능화․다양화로 인하여 사이버 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기술

인 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정책  규정, 정보보호 조

직 등 리 인 분야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

업의 실제 인 보안강화를 해서  기업 환경에 합하고 

상시  응  리가 가능한 정보보호 리 모델을 제

안하 다. 제안 모델은 기존 리체계 모델의 문제 을 

분석하여 각 리체계별로 상이한 평가지표들을 통합하

고 분류하여 상시 으로 응  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기업의 보안 리 체계의 문제 을 개선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보보안 리 서비스에 

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해서 정보보안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업무 향분석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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