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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market is sluggish despite high expectation for its growth, and thus policies are 

required to define the causes an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olicy formulation requires various historical market 

and human resource data for analyzing the industry, which cannot be guaranteed secured. This study execute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rontline businesses in order to gather live opinions and to analyze industry’s 

value chain, problems, and difficulties with a view to defining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e current technical level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the frontline difficulty, 

and industrial ecosystem statu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dustry revitalization policy was devised and proposed. 

Objectives of the policy included the fostering of capacity to conceptualize, plan, and design industrial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dustry’s value chain and ecosystem, the expansion of the industry’s value-added through the 

enhanced securing and 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nd the nurturing of the security Human 

Resources (HR) in line with the industri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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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식정보보안 분야 국내 통계조사 황

조사기 조사제목  조사내용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식정보보안 
산업 회

“국내 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2001년 부터 시작,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 

국내 정보보안산업 련 기업을 상으로 정보보안 
기업의 일반  특성, 매출 황  망, 수출․수입의 
황, 인력  고용 황, 기술개발 황 등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기업편/개인편)”
1999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로 시작, 
2006년부터 일반통계 제43205호로 승인 
받아 시행 

(개인편) 정보보호의 요성, 개인정보보호의 요성, 
정보화 역기능의 심각성, 정보화 역기능 유형별 
심각성 등에 한 인식

(기업편) 정보보호 기반  환경, 정보보호 책, 
개인정보보호 조치, 침해사고 응  스팸 통제, 
침해사고 피해 황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분석월보”
2000년부터 인터넷 해킹  바이러스 
통계 제공

월별 보안이슈  침해사고 통계 분석, 침해사고  
분석 등을 월별로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윤리문화 실태조사”

인터넷을 통한 게시물과 댓  이용 행태, 인터넷 
역기능 피해 경험  응 황 등을 조사하여 인터넷 
윤리문화 수  실태를 악(조사 상은 국내 
등학생, 국내 인터넷이용자, 주한 외국인)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통합 산업기술수 조사”
국내 기술의 수 을 최고 수 에 
비하여 도출

분류 산업별 25  분야, 117개 분류, 563개 
소분류를 상으로 기술수  평가(지식정보보안은 
25  분야의 하나)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IT 략기술로드맵 2015”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정의하고 련 통계를 제공하고, 
R&D의 방향을 제시

1. 서  론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주요 구성원인 각 업

체마다 설립배경, 주력제품  기술, 매출규모, 성

장속도  능력, 사업 확장  폐쇄의 경로나 사유

는 각기 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

업의 상황과 구성원 간의 세세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채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성장을 한 략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상 지식정보보안산업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렵

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규모가 작고 국가 체의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더욱 미미하여(정보보안 분야 수출액 2010년 

402억 원, 정보통신 수출액 2010년 175조 원; www. 

itstat.go.kr) 정부의 인 심을 받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산업육성정책은 산업의 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많은 백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여러 이해 계자들의 참여도 필수 이다. 그러나 

재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

나 인력에 한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기는 매

우 어렵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

정보보안산업 회(KISIA)가 기업을 상으로 산

업통계조사(2001년부터 시작,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 )와 기업/개인 

상의 정보보호실태조사(1999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로 시작, 2006년부터 일반통계 제43205호

로 승인받아 시행 )를 수행하고 있지만, 산업의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합 인 

통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조사항목과 조사

상도 일 성이 없어 시계열 자료 확보가 어렵다

(<표 1> 참조).

본 논문에서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활성화를 

한 정책 안을 고민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산

업의 재를 분석하고 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

는 근본 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산업 

장에서의 의견을 직  수렴할 수 있는 업체를 

상으로 한 면 면 심층인터뷰(In-depth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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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를 추진하 다. 심층인터뷰의 목 은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에 해 가치사슬분석을 실시하

여 재 동 산업의 문제   애로사항을 분석하

고 산업발 을 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함의

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해, 제 2장에서는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이 어떻게 정의되고 분류되

는지에 해 검토하 으며 산업을 분석하기 한 

가치사슬분석과 생태계분석과 련된 국내외 문헌

을 분석하 다. 제 3장에서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분석의 범 를 설정하고 36개 지식정보보

안 업체를 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의 차에 

해 설명하 다. 제 4장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업체의 애로사항들을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5개씩으

로 정리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

층분석  의사결정방법)를 이용하여 애로사항간 

우선순 를 도출하여 각 분야별(정보보안, 물리보

안)로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의 시사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 다.

2. 문헌 연구

2.1 지식정보보안산업

지식정보보안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

안기술이 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련 보안기

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한편, 지식정보

보안산업은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안

/안심 생활을 한 물리보안과 보안기술과 통

산업간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지식정보보안산업에 융합패러다

임을 반 하여 산업의 역을 확 ․재편한 것이

다[2].

지식정보보안산업에 해 지식경제부[2]에서 제

시한 정의 이상으로 더 세분화되어 자세하게 정의

되어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한국산업

기술평가 리원이 체 산업 분야에 해 매년 실

시하고 있는 기술수  조사에서 지식정보보안기술

에 해 공통기반보안, 네트워크  시스템보안, 

서비스/응용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 5개로 구

분하고 있으며(<표 1> 참조), 지식정보보안 제품

에 해 정보보안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응용서비스 보안, 암호/인증, 보안 리, 기타제품 

등 6개로, 물리보안은 바이오인식, 상감시, 무인

자감시, 탐지  검색 등 4개로 분류하고 있으

며, 융합보안에 해서는 아직까지 기술이나 제품 

분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지식

정보보안제품 분류를 기 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한 기술 문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자통신연

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등의 기술 문가) 

간의 의(업체별 표제품 기 )를 통해 정보보

안과 물리보안으로 크게 나 고, 정보보안은 공통

기반, 서비스/응용, 네트워크/시스템 등 3가지로 

물리보안은 DVR, 상감시, 탐지/검색, 바이오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각 분류별로 1곳 이상의 업체를 

심층인터뷰의 상으로 섭외하 다(<표 3> 참조).

 2.2 가치사슬 분석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

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 으로 

련된 활동, 기능, 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21]. 

략에 있어 일반화된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 VCA)은 략  단  활동들을 구분하여 

자사의 강 과 약 을 악하고 원가 발생의 원천 

 경쟁기업과의 재  잠재  차별화의 원천

(가치창출의 원천)을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가치사슬분석은 가치사슬 리(Value Chain 

Management, VCM)의 하  할동으로서, 가치사

슬 내의 모든 핵심 활동들의 효과를 비용 측면에

서 분석하기 한 구조화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

으며 공 망(supply chain) 내에서 가치사슬분석

을 수행하는 것은 비용을 이고 차별화된 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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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지식정보보안 분야 국내 제품 분류

분류 세부제품

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웹방화벽, 네트워크(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IPS), DDoS 차단 시스템, 통합보안 
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근제어(NAC), 무선/모바일보안, 디지털포 식, 
통합보안 리(ESM), 리시스템(TMS), 취약 분석시스템

시스템 보안 PC 방화벽, Virus 백신, Anti 스 이웨어, Anti 피싱, 스팸차단 SW, 보안운 체제, 통합단말보안

응용서비스 
보안

DB 보안, DB 암호화, 보안 USB, 디지털 작권 리(DRM), 클라우드보안시스템, 
VoIP/IPTV/LBS 보안시스템

암호/인증
보안스마트카드, HW 토큰(HSM), 일회용비 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 근 리(EAM),싱 사인온(SSO), 통합계정 리(IM/IAM), 공인/사설인증툴

보안 리
기업보안 리(ESM), 리 시스템(TMS), 패치 리 시스템(PMS), 자산 리 시스템(RMS), 
로그 리/분석툴, 취약 분석툴

기타제품 기타 

물리 
보안

바이오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

상감시
DVR/NVR, P카메라, 상감시 리SW( 제), VideoServer, 지능형 SW, 치안교통솔루션, 
군사용솔루션

무인 자감시 무인 자경비솔루션

탐지  검색 X-Ray 검색기, 속탐지기, 리미터웨이 / 소형 자소자탐지기

출처：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내부자료.

<표 3> 본 논문에서의 지식정보보안산업(업체) 분류

분류 세부제품

공통기반 암호/인증
보안스마트카드, HW토큰(HSM), 일회용비 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 근 리(EAM), 싱 사인온(SSO), 통합계정 리(IM/IAM), 공인/사설인증툴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웹방화벽, 네트워크(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 차단 시스템, 통합보안 
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근제어(NAC), 무선/모바일보안, 
디지털포 식, 통합보안 리(ESM), 리 시스템(TMS), 취약 분석 시스템

시스템 보안
PC 방화벽, Virus 백신, Anti 스 이웨어, Anti 피싱, 스팸차단 SW, 보안운 체제, 
통합단말보안

서비스/응용

응용서비스 
보안

DB 보안, DB 암호화, 보안 USB, 디지털 작권 리(DRM), 클라우드보안시스템, 
VoIP/IPTV/LBS 보안시스템

보안 리
기업보안 리(ESM), 리시스템(TMS), 패치 리 시스템(PMS), 자산 리 
시스템(RMS), 로그 리/분석툴, 취약 분석툴

DVR, 
상감시

상감시
DVR/NVR, IP카메라, 상감시 리SW( 제), Video Server, 지능형 SW, 
치안교통솔루션, 군사용솔루션

무인 자감시 무인 자경비솔루션

탐지  검색 탐지  검색 X-Ray검색기, 속탐지기, 리미터웨이 / 소형 자소자탐지기

바이오 바이오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

기타 기타제품 기타

강화시켜 다[7].

소비자 심 이고 소비자의 가치를 요시하는 

통 인 공 망 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기법들과는 달리, 가치사슬분석은 공 망 내

에서의 차별화된 략을 구상하고 가치를 향상시키

는 것과 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32]. Ros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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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사슬 리(VCM)에 해 “유일하고 신

이며 개별 인 소비자 가치의 원천을 창조하기 

한 체 인 사슬에 걸쳐 발생하는 경쟁력을 결합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Womack and Jones 

[31]는 문제해결과 새로운 제품개발, 정보 리, 물

리  변형  물류 등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써 가

치흐름 리(Value Stream Management, VSM)를 

제시하기도 하 다.

동종 는 이종 산업 내에서의 경쟁은 물론 국

가간 경쟁도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자사 내에서의 

가치사슬분석을 통한 경쟁우  확보는 불가능하

다. 이에, 경쟁우  확보를 한 가치사슬분석의 

범 도 자사의 가치사슬, 공 자의 가치사슬, 방 

채  참여자의 가치사슬(유통, 구매자, 사용자 등)

을 포함하는 가치시스템(Value System)으로 확

되었으며, 재에는 가치사슬분석이라 하면 곧 

방  참여자들의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가치시스템

을 의미하고 있다. 가치시스템 하에서 기업은 공

자와의 계에서 공 사슬 리(SCM), 기업과 고

객과의 계에서 고객 계 리(Customer Relation-

ship Management, CRM) 등이 추가되며, 나아가 

재 구축되고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는 기업의 하부구조 차원을 넘어 지원  

본원  활동 역으로 확 되어 용되고 있다[1].

가치사슬분석을 이용한 산업 분석은 다양한 분

야에서 이용되어 왔다. 일례로, Barnes[4]는 자

상거래에 모바일기기 기술의 성장으로 가속화된 모

바일 커머스의 가치사슬을 콘텐츠와 인 라스트럭

처/서비스를 기 으로 분석하고 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기술  발 을 꼽고 그 트 드를 따라 

발 해 나가는 모바일 커머스의 가치사슬의 발

방향을 제시하 다. Simons et al.[29]은 국의 정

육산업에 한 가치사슬을 분석하 으며, Gamble 

et al.[11]은 직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환자에 

한 원격처방을 상으로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시

장 창출 가능성을 검하 다. Davis[6]는 Porter 

[18]의 가치사슬분석의 구성(본원  활동, 보조  

활동)과 경쟁세력모형(신규진입자, 공 자, 구입자 

등 다섯 가지 세력)을 기 으로 원격학습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자 시도하 다. Gilbert 

[12]는 커피산업과 콜릿(코코아)산업 등의 공

망을 분석하고 GVC(Global Value Chain)를 이용

하여 해당 산업의 경제  가치를 분석하 다. Bha-

tnagar and Teo[5]는 세계 물류망 운 에 계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물류산업의 역할

을 분석하기 해 가치사슬 임워크를 제시하

다.

2.3 생태계 분석

디지털화의 속한 진 으로 통 인 가치사슬

분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산업내  산업간 계가 

발생하면서 이를 생태계(ecosystem, ecology)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방

향성을 가진 가치사슬로는  더 복잡․고도화

되고 있는 재의 산업구조를 설명할 수 없기 때

문에 보다 유기 이고 포 인 기업의 가치를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생태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생태계 개념은 가치창출 개념

의 변화를 잘 반 하고 있는데, 고객은 공동창조

자(co-creator)  로슈머(prosumer)로, 가치사

슬은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로, 제품가치

(product value)는 네트워크 가치(network value)

로, 단순 력/경쟁은 복잡한 력  경쟁(co-com-

petition)과 공진화(co-evolution)로, 개별 기업 

략은 체 인 가치 생태계(value ecology)를 고려

한 략으로 변화하고 있다[1]. 한, Moore[17]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비즈니스 세계의 구성체인 조

직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발 으로 하는 경제  

커뮤니티“로 정의하 다. 이는 상호작용하는 조직

과 개인들에 의해 지원되는 경제공동체이자 비즈

니스 세계의 유기체로 해석될 수 있다. 표 인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로는 Kandiah and Gossain 

[15], Power and Jerjian[22], Iansiti and Levien 

[14], Peltoniemi[19], Peltoniemi and Vuori[20], 

Vuori[30], Gueguen[13], Zott et al.[33], Laza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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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가치사슬분석의 범

[16] 등이 있다. 

특히, 보안생태계(Security Ecosystem)에 해

서는 OECD[18]가 IT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보

안문제(insecurity)를 창조, 방지, 처리, 감소시키는 

활동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언 된 바 있으나, 산업

이 아닌 ‘보안사고’에 을 맞추고 보안사고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를 보안생태계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외에, 보안산업을 주제로 한 생태계 분

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악되지 않고 있다.

3.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3.1 지식정보보안산업 가치사슬분석의 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재를 악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가치사슬분석과 생태계분석과 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가치사슬분석이라는 방법론을 가지

고 상 산업의 황을 분석하거나 보다 나은 가

치를 창출하기 한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어, 

개별 업체들의 생명주기(생성-발 -쇠퇴)는 물론 

많은 변수들(정책, 기술, 쟁, 천재지변 등)에 의

해 산업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것을 반 하고 있

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산업이나 업체의 ‘ 재’를 악하는 

것이 산업발 의 방향을 설정하고 재의 문제

을 고쳐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으

로 산업을 구조화하고 문제 을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을 바라보는 가치사슬분

석이나 생태계분석은 복잡한 기업간의 계와 시

시각각 변화하는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할 수 있어

야 한다. 재 상태의 기업내 상황을 분석하거나 

재 상태의 기업간 계를 분석하는 것도 요하

지만 궁극 으로는 과거에서 미래까지 기업의 생

명주기 체에 걸친 기업내 계나 기업간 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그림 1] 참조).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에 

해서는 재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제 을 분석하

는 시도가 없었기에 우선 재의 지식정보보안산

업의 문제 을 분석할 수 있는 의의 가치사슬분

석을 실시하 다.

3.2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분석을 한 

조사개요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분석을 목표

로 2012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

지식정보보안산업 회(KISIA),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KEIT) 등과 함께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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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심층인터뷰 참여업체 황

업체 구분(분류기 )
2011년 매출액

(A)
2011년

종업원수(B)
R&D 산
(A 비)

R&D 인력
(B 비)

공통기반- 127억 원  79명 4% 80%

공통기반- 132억 원  98명 12% 48%

공통기반- 337억 원 191명 10% 17%

공통기반- 302억 원  93명 2% 10%

공통기반- 189억 원 105명 N/A N/A

공통기반- 409억 원 125명 10% 25%

네트워크/시스템- 830억 원 198명 9% 43%

네트워크/시스템- 987억 원 712명 31% 53%

네트워크/시스템- 176억 원  77명 13% 70%

네트워크/시스템- 418억 원 197명 12% 32%

네트워크/시스템- 331억 원 328명 22% 86%

네트워크/시스템- 102억 원  90명 10% 55%

네트워크/시스템- 16억 원  12명 50% 50%

네트워크/시스템- 10억 원  20명 30% 25%

네트워크/시스템-  56억 원  29명 20% 24%

서비스/응용- 127억 원 120명 10% 30%

서비스/응용- 100억 원  45명 50% 85%

서비스/응용- 40억 원  16명 10% 30%

서비스/응용- 21억 원  28명 N/A N/A

서비스/응용- 35억 원  40명 70% 80%

서비스/응용- 18억 원  19명 20% 47%

서비스/응용- 10억 원  10명 30% 50%

서비스/응용- 160억 원 200명 17% 75%

서비스/응용- 234억 원 100명 5% 50%

물리보안- 193억 원  75명 30% 40%

물리보안- 417억 원  74명 10% 53%

물리보안- 20억 원  12명 20% 40%

물리보안- 1,217억 원 194명 6% 25%

물리보안- 49억 원  33명 11% 45%

물리보안- 211억 원  67명 6% 54%

물리보안- 49억 원  34명 25% 50%

물리보안- 264억 원  69명 6% 32%

물리보안- 14억 원  8명 N/A 65%

물리보안- 78억 원  37명 10% 23%

물리보안- 25억 원  12명 5% 30%

물리보안- 300억 원 129명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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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업무별(가치사슬 단계) 업무비

구 분 기술 개발 제조(반) 제조(완) 유통/ 매 서비스 기타

정보보안 44% 0.5% 13% 17% 25% 0.5%

물리보안 42% 4% 20% 22%  7% 5%

주) 업체별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해당 분야 업체수로 나눠 평균값을 산출함.

<표 6>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업무별(가치사슬 단계) 운 방식

구 분
기술개발

제품제조
(반제품)

제품제조
(완제품)

제품 유통  
매

서비스

연구소 부서 아웃 소싱 자사 OEM 자사 OEM 자사 타사 사 사후 계없음

정보보안 91%  5% 4% 82% 18% 98% 3% 86% 14% 37% 59% 4%

물리보안 74% 14% 12% 74% 26% 70% 30% 88% 12% 60% 29% 11%

주) 업체별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해당 분야 업체수로 나눠 평균값을 산출함.

를 상으로 토론 형태의 면 면 심층인터뷰를 진

행하 다. 인터뷰는 정보  물리 보안 분야의 36

개사에 해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 다

(<표 4> 참조). 심층인터뷰는 산업의 가치사슬 구

조를 악하고 산업 발 이 해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을 두었기 때문에, 인터뷰 상기

업은 분야별(정보보안, 물리보안)로 1)매출액이 큰 

업체, 2)기술력이 높은 업체, 3)사업유지에 어려움

이 있는 업체 등 다양한 기 으로 선정하 다.

 3.3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분석을 

한 조사결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 에 문가 자문(KEIT, 

KISA, ETRI 등 기술/정책 문가)을 통해 지식정

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의 구성을 기술개발, 제품

제조(반제품, 완제품), 유통  매, 서비스  기

타 등 4단계로 구분하 다.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기 에 실시한 일럿 조사에 응답한 2개 업체도 

4단계 구성에 해 동의하 다. 

36개 업체를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

과,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들은 공통 으로 자사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개발에 많은 비 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기획, 설계, R&D 등)

을 한 문인력 확보는 물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인 R&D 산 

확보에도 고 하고 있어 사업 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고 토로하 다. 한, 일반 으로 “지식정

보보안산업은 서비스(소 트웨어) 산업”이라는 인

식이 보편 이지만, 실제 제조(하드웨어) 비 은 

정보보안은 14%이고 물리보안은 24%인데 반해, 

서비스의 비 은 정보보안은 25%이고 물리보안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보안은 서

비스(소 트웨어) 심의 산업이지만, 물리보안은 

제조(하드웨어) 심의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6> 참조). 따라서 세부산업별 특성

을 악하여 산업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4.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애로사항

 4.1 연구의 방법론：AHP

AHP는 측정에 한 이론으로 의사결정문제를 

계층구조화하고, 별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기 로 평가기 들 간의 상  요도(가

치)와 각 평가기  하에서의 평가 안들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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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업무별(가치사슬 단계) 애로사항

업무 애로사항 업무 애로사항

기술개발

∘R&D 인력 확보 어려움

∘R&D 산 확보 어려움

∘설계  기획 기능 미약

∘최신기술 정보 확보 어려움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제품 

유통․ 매

∘기술지원 인력 확보 어려움

∘품질보증 고도화 어려움

∘해외 개척․유지 어려움

∘해외 마  능력 부족

∘수요처의 소기업 제품 회피

제품제조

(반제품/ 

완제품)

∘생산라인 확충 한 자  부족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심각

∘소량 자재구매 어려움

∘지 재산권 리 어려움

∘인증획득 비용 과다

서비스

∘고객 응 문인력 부족

∘수요처의 비 실 인 가격 요구

∘수요처의 무리한 패키지 변형 요구

∘잦은 커스터마이징 요구 응 어려움

∘ 정한 유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

<표 8> 응답자 수(일 성지수 20% 이하 응답자)

구 분
①

공통기반

②

서비스/응용

③

네트워크/

시스템

④

물리-DVR

④

물리-

상감시

④

물리-탐지/

검색

④

물리-바이오
합계

응답자 수 1명 1명 3명 2명 1명 1명 3명 12명

 요도를 도출한 후, 이를 계층구조에 따라 

종합화하여 비교 안들의 평가순 와 종합  선호

도를 구하는 방법이다[25, 27]. 델 이(Delphi) 기법

과는 달리 항목들을 순차 으로 1  1로 매치된 2

개씩 묶어 상 인 요도를 묻는 방식이다. 

 4.2 설문조사

심층인터뷰에서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가치사

슬의 단계(업무)별로 업체의 애로사항들을 도출하

는데, 이를 업무별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애로

사항 5개씩을 정리하여 AHP를 통해 애로사항간 

상 인 요도를 물음으로써 산업성장을 해 

우선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해 AHP

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표 6>, [그림 1] 참조). 

조사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심층인

터뷰의 응답자  참석자 47명 체를 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 다. 1차 으로 2012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여 회수하 으며, 2012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총 21

건을 회수하여 45%의 응답률을 보 다.

 4.3 결과 분석

최종 회수된 총 21건에 해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1건  일 성지

수 20% 이하의 유효 설문은 12건으로 나타났다

(<표 7> 참조). Saaty는 엄격한 기 에서 일 성

지수는 10% 이하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후의 연구들에서 사회과학 분야에 AHP를 용할 

경우에는 각 기 들에 한 명세에 해 충분히 

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 성지수 20% 이하 정도까지는 용인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26, 28].

4.3.1 4개 업무간 요도 비교

4개의 업무  산업성장을 해 우선 으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업무는 “제품 유통․ 매”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참조). 체 결과

를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각 분야별로 나 어 분석 

해 본 결과, 정보보안의 경우 “제품 유통․ 매” 

업무를(<표 10> 참조), 물리보안의 경우 “기술개

발”의 업무를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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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4개 업무 역간 요도 비교： 체

업무 기술개발
제품제조(반제품/

완제품)
제품 유통․ 매 서비스 합계

가 치(상  순 ) 0.305(2순 ) 0.146(4순 ) 0.391(1순 ) 0.158(3순 ) 1.000

<표 10> 4개 업무간 상  요도 비교：정보보안

업무 정보보안
세 부 분 야

공통기반 서비스/응용 네트워크/시스템

기술개발 0.191 3순 0.197 3순 0.217 3순 0.191 3순

제품제조 0.100 4순 0.084 4순 0.087 4순 0.100 4순

제품 유통․ 매 0.497 1순 0.360 1순 0.300 2순 0.497 1순

서 비 스 0.212 2순 0.360 1순 0.396 1순 0.212 2순

합 계 1.000 1.000 1.000 1.000

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표 10> 참조). 앞서 진

행된 심층인터뷰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보안 업체의 경우 기술력이 떨어져 외

산제품 는 국산제품을 유통  매함으로써 

간 매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세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악되며, 물리보안 업체의 

경우 그간 쌓아온 해외 OEM 형태의 사업에서 벗

어나 자사 랜드  자사 제조를 통한 시장 개척

을 한 기술력 향상에 심 을 기울이고 있는 

재의 업계 분 기가 반 된 것으로 악된다.

 [그림 2] 본 논문의 연구조사를 한 AHP 계층 
모델

4.3.2 4개 업무별 애로사항간 요도 비교

4개의 업무별로 산업성장을 해 우선 으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의 

경우 “R&D 산 확보 어려움”, 제품제조의 경우 

“인증획득 비용 과다”, 제품 유통․ 매의 경우 “품

질보증 고도화 어려움”, 서비스의 경우 “ 정한 유

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체 결과를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각 분야

별로 나 어 분석 해 본 결과(<표 13>, <표 14> 

참조), 정보보안의 경우 “제품 유통․ 매” 업무의 

“해외 개척․유지 어려움”의 애로사항을 물리보안

의 경우 “기술개발” 업무의 “R&D 산 확보 어려

움”을 가장 시 히 해결되어야 할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보안 업체의 

경우, 국내 시장의 포화로 축 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의 개척을 해 노력하고 있는 업계의 분 기가 

반 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며, 물리보안의 경우 

OEM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의 경험이 있는  상

황에서 자체 랜드와 기술력 확보를 해 노력하

고 있는 재의 업계 분 기가 반 된 것으로 

악된다.

이를 다시,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의 각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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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4개 업무간 상  요도 비교：물리보안

업무 물리보안
세부 분야

DVR 상감시 탐지/검색 바이오

기술개발 0.401 1순 0.406 1순 0.517 1순 0.589 1순 0.257 3순

제품제조 0.207 3순 0.159 3순 0.305 2순 0.208 2순 0.113 4순

제품 유통․ 매 0.272 2순 0.379 2순 0.124 3순 0.142 3순 0.333 1순

서 비 스 0.120 4순 0.056 4순 0.054 4순 0.062 4순 0.298 2순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2> 20개 세부 애로사항간 상  우선순  비교： 체

업무 애로사항
 체 정보보안 물리보안

가 치 순 가 치 순 가 치 순

기술개발

R&D 인력 확보 어려움 0.089  4 0.054  7 0.125  2

R&D 산 확보 어려움 0.090  3 0.045  9 0.136  1

설계  기획 기능 미약 0.048  8 0.055  6 0.050  6

최신기술 정보 확보 어려움 0.034 12 0.027 14 0.043  9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0.038 11 0.023 15 0.050  6

제품제조

생산라인 확충 한 자  부족 0.015 18 0.006 19 0.030 14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심각 0.015 18 0.006 19 0.022 19

소량 자재구매 어려움 0.016 16 0.007 18 0.041 10

지 재산권 리 어려움 0.028 14 0.020 16 0.028 15

인증획득 비용 과다 0.043 10 0.029 12 0.070  4

제품 
유통․ 매

기술지원 인력 확보 어려움 0.076  6 0.134  2 0.028 15

품질보증 고도화 어려움 0.115  1 0.127  3 0.044  8

해외 개척․유지 어려움 0.113  2 0.143  1 0.092  3

해외 마  능력 부족 0.087  5 0.105  4 0.063  5

수요처의 소기업 제품 회피 0.057  7 0.050  8 0.033 13

서비스

고객 응 문인력 부족 0.012 20 0.011 17 0.017 20

수요처의 비 실 인 가격 요구 0.028 14 0.037 10 0.024 17

수요처의 무리한 패키지 변형 요구 0.019 17 0.028 13 0.024 17

잦은 커스터마이징 요구 응 어려움 0.031 13 0.032 11 0.039 12

정한 유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 0.047  9 0.061  5 0.041 10

별로 나 어 분석 해 본 결과는 더욱 각 분야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헌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기 에 따라 

정보보안의 세부분야는 공통기반, 서비스/응용, 네

트워크/시스템 등으로 분류하 으며, 물리보안의 

세부분야는 DVR, 상감시, 탐지/검색, 바이오 등

으로 분류하 다(<표 8> 참조). 공통기반 분야는 

기술지원 인력 확보 어려움(제품 유통․ 매)과 

정한 유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서비스), 서비스

/응용 분야는 정한 유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

(서비스), 네트워크/시스템은 해외 개척․유지 어

려움(제품 유통․ 매) 등을 가장 시 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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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개 세부 애로사항간 상  우선순  비교：정보보안

업무 애로사항
공통기반 서비스/응용 네트워크/ 시스템

가 치 순 가 치 순 가 치 순

기술개발

R&D 인력 확보 어려움 0.087  4 0.013 17 0.054  7

R&D 산 확보 어려움 0.011 16 0.071  5 0.045  9

설계  기획 기능 미약 0.033 12 0.038 12 0.055  6

최신기술 정보 확보 어려움 0.021 14 0.028 14 0.027 14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0.011 16 0.046 10 0.023 15

제품제조
(반제품/ 
완제품)

생산라인 확충 한 자  부족 0.006 18 0.009 18 0.006 19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심각 0.006 18 0.009 18 0.006 19

소량 자재구매 어려움 0.006 18 0.009 18 0.007 18

지 재산권 리 어려움 0.017 15 0.028 14 0.020 16

인증획득 비용 과다 0.037 11 0.028 14 0.029 12

제품 
유통․ 매

기술지원 인력 확보 어려움 0.158  1 0.076  4 0.134  2

품질보증 고도화 어려움 0.053  6 0.036 13 0.127  3

해외 개척․유지 어려움 0.053  6 0.098  3 0.143  1

해외 마  능력 부족 0.053  6 0.057  8 0.105  4

수요처의 소기업 제품 회피 0.053  6 0.048  9 0.050  8

서비스

고객 응 문인력 부족 0.027 13 0.115  2 0.011 17

수요처의 비 실 인 가격 요구 0.066  5 0.043 11 0.037 10

수요처의 무리한 패키지 변형 요구 0.042 10 0.059  6 0.028 13

잦은 커스터마이징 요구 응 어려움 0.102 3 0.059  6 0.032 11

정한 유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 0.158  1 0.129  1 0.061  5

하여야 할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 정보보안 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세성 탈

피와 답보 상태에 직면해 있는 기술력인 것으로 

악된다. 세성 탈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

한 유지보수요율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이 가

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

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DVR 분야는 R&D 산 확보 어려움(기술

개발), 상감시 분야는 R&D 인력 확보 어려움

(기술개발), 탐지/검색 분야는 R&D 산 확보 어

려움(기술개발), 바이오 분야는 해외 개척․유지 

어려움(제품 유통․ 매) 등을 가장 시 하게 해

결하여야 할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통 으로 내

수시장보다도 OEM을 통한 수출에 주력해왔던 

DVR과 상감시 분야의 경우 가정책을 펴고 있

는 경쟁업체( 국, 만 등)와의 경쟁을 해 기술

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잘 나타나 있

으며, 세계 인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보다는 제품 유통․ 매에 어려움을 느끼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3 민감도 분석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업무 즉 가치사슬 단계간의 

상  요도에 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기 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

시하 다. 민감도 분석은 다른 기 에 한 우선

순 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한 기 의 우선순 를 

변화시켜가면서 의사결정 결과에 한 이들의 감

도  반응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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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개 세부 애로사항간 상  우선순  비교：물리보안

업 무 애로사항
DVR 상감시 탐지/검색 바이오

가 치 순 가 치 순 가 치 순 가 치 순

기술 개발

R&D 인력 확보 어려움 0.105 3 0.249 1 0.040 6 0.086 4

R&D 산 확보 어려움 0.152 1 0.050 6 0.337 1 0.046 10

설계  기획 기능 미약 0.019 16 0.050 6 0.026 8 0.050 8

최신기술 정보 확보 어려움 0.023 13 0.050 6 0.019 10 0.034 13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0.034 11 0.050 6 0.154 2 0.025 16

제품 제조
(반제품/ 
완제품)

생산라인 확충 한 자  부족 0.026 12 0.028 11 0.119 3 0.013 19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심각 0.052 7 0.053 5 0.008 18 0.007 20

소량 자재구매 어려움 0.041 9 0.022 13 0.011 16 0.022 17

지 재산권 리 어려움 0.013 18 0.147 2 0.014 13 0.022 17

인증획득 비용 과다 0.059 6 0.093 3 0.049 5 0.028 15

제품 유통
․
매

기술지원 인력 확보 어려움 0.041 9 0.029 10 0.018 11 0.034 13

품질보증 고도화 어려움 0.075 5 0.060 4 0.013 14 0.054 7

해외 개척․유지 어려움 0.142 2 0.018 15 0.007 17 0.112 1

해외 마  능력 부족 0.095 4 0.015 16 0.005 20 0.076 5

수요처의 소기업 제품 회피 0.050 8 0.013 17 0.081 4 0.040 11

서비스

고객 응 문인력 부족 0.008 20 0.004 20 0.008 18 0.038 12

수요처의 비 실 인 가격 요구 0.010 19 0.021 14 0.017 12 0.047 9

수요처의 무리한 패키지 변형 요구 0.014 17 0.010 19 0.012 15 0.064 6

잦은 커스터마이징 요구 응 어려움 0.020 15 0.012 18 0.026 8 0.092 3

정한 유지보수요율 확보 어려움 0.021 14 0.026 12 0.035 7 0.100 2

들의 값의 범 를 변화시켜보고 이러한 변화가 

기값과 변화를 가해 얻어진 결과값 간에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 경우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pert Choice 2000에서는 

성과민감도(Performance), 동태민감도(dynamis), 

경사민감도(gradient), 2차원 민감도(two-dimens-

ional) 등 4가지의 민감도 분석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기 이 갖는 우선순 의 

변화에 따라 안이 갖는 우선순 의 변화를 표

해 주는 경사민감도(gradient sensitivity)를 분석

하 다. 지식정보보안산업의 4개 업무  가 치

가 제일 높게 나온 제품 유통  매 업무를 기

으로 하 을 때 재 시 에는 R&D 산 확보

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지만 제

품 유통  매 업무의 요성이 더해질수록 품

질보증의 고도화의 어려움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

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한, 기술개발 업

무를 기 으로 하 을 때 재 시 에는 생산라인 

확충을 한 자  부족의 애로사항이 큰 문제로 

분석되지만 기술개발 업무의 요성이 더해질수록 

R&D 산 확보의 어려움과 R&D 인력 확보의 어

려움의 문제가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수직선과 수평

척도와의 교 은 기 의 실제 값을 나타내며(굵은 

선), 이 선의 왼쪽 는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은 기

의 우선순 가 변화함에 따라 안의 우선순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선).

이러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향후 정책 으로 

는 기술 으로 요시될 것으로 상되는 선정

기 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떠한 애로사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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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 해결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미래 시 에

서의 의사결정문제에 한 답안을 제시해 다. 

[그림 3] 민감도 분석：기  - 제품 유통  매

[그림 4] 민감도 분석：기  - 기술개발

5. 결  론

면 면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지식정보보안 

업체들은 이러한 근방식에 해 많은 심을 표

시하 다. 실제 업체들의 장 업무를 분석하여 

산업의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그를 기반으로 궁극

으로 산업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했던 시도가 

재 산업의 구조를 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라는 데 동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심층

인터뷰는 그 시 로서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재를 

분석하는데 우선 을 맞췄지만, 향후에는 지식

정보보안산업의 재를 형성한 과거에서부터 미래

의 모습까지를 조망해 으로써 산업의 구조를 보

다 본질 으로 변화시키고 그를 통한 산업성장을 

통해 보다 안정 이고 견고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재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면서 가치사슬단계

(업무)별로 실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

로사항들을 도출하고 이에 한 상 인 요도

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시 히 풀어야 할 지식

정보보안산업만의 숙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그

러나, 이번 조사는 일럿 형태로서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수많은 지식정보보안업체  일부업체만을 

상(36개사)으로 단기간(2.5개월)에 기술 문가를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남긴 아

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산업의 가

치사슬분석을 시도하고 나아가 산업생태계를 분석

하여 산업의 내재된 문제 을 해결하고 해결 안

을 찾으려는 노력에 해 산학연  모두가 그 필

요성에 동의하 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지속 으로 산학연  계자가 모두 참

여하여 이러한 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

조사로 실시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의 재를 

악하는 것도 매우 요하지만, 보다 많은 함의를 

얻기 해서는 장기 으로는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  기업의 동태 인 변화를 고려한 동태 인 

가치사슬분석  생태계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지식정보보안 산업은 기술의 변화가 

심하고 외부 인 요소(보안사고 발생 등)에 의해 

업체별 성장과 쇠퇴의 부침이 심해 보다 안정 인 

산업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동태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규모를 악하여 응방안을 마련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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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Charlotte와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현재 충북
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정교수이며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보호경영전
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통신과 보안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경영 의사결
정에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정보보호인력 양성정책(2010) 등 6편의 
저서와 EJOR, JORS 등 50여편의 학술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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