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사로고 삽입 

IT 외주인력 보안! 정보보호 담당자의 책임! 

㈜좋을 안병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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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고 사례  

연도 사건 업체 
유출 건수 

(만건) 
사고원인 

2017 하나투어  100 외주용역직원 

2016 인터파크 1,030 외부해킹  

2014 KB국민은행 5,300 외부용역직원 

2014 NH농협카드 2,500 외부용역직원 

2014 롯데카드 2,600 외부용역직원 

2014 KT 1,170 

2014 토니모리 50 외부해킹 

2014 스킨푸드 55 외부해킹 

2014 천재교육 350 외부해킹 

2014 BBQ 51 외부해킹 

2014 티켓몬스터 113 외부해킹 

2013 메리츠화재 16 내부직원 

2013 한국시티은행 7.12 내부직원 

2012 농협은행 2,667 외부용역직원 

2012 KT 873 

2012 EBS 422 외부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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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 법령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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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보안  

인력 투입 작업 싞청 

작업 수행 

보안 관리 

보안 서약 

정책 설정 

Monitoring 

Reporting 

사업 종료 / 철수 

전사 보안 

정책 

사업 보안 

정책 

작업자  

개인 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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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분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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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암호와 OS 의 변화  

Diskless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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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업무망 

업무망 인터넷망 

망분리 사업 적용  

물리적 망 분리 

논리적 망 분리 

Dual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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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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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 100 user + ) 

수집 / 보관  

보안 서약서 

Off Line 교육 

이력 등록 

보안 교육 

On Line 교육 

실시 및 이력 등록 

평가 자동 수행, 

이력 관리 

보안 평가 

보안 점검  

결과 입력 

점검 결과  

자동 수집 

일일 보안점검 보안 점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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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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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 100 user + ) 

인력 투입 업무 싞청 

업무 수행 

보안 관리 

사업 종료 / 철수 

사업 관리  

 프로젝트 기본 정보 

 작업자 관리  

 통제 정책 설정  

정보보호 담당 

 다수 프로젝트 짂행  

 사업 종료 후 보안 감사 

 보안감사와 경영평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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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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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로그 수집 요청  

사고 발생 

 웹 서비스가 느려서 

 고객 불만 폭주 

사고 접수 

 원인 파악 

 DB 서버가 느려서 

 웹 서비스가 느려서 

원인 파악 

 DB 서버가 느려서 

 SQL 잘못 만들어서  

대응 방안 

 SQL 작성자 권한 관리 

 SQL 사전 검토  

 명령어 실행 권한  

원인 파악 불가 

 수행 작업 내용 파악 불가 

 누가 했는지 검증 불가  

 운영팀 전체가 외주인력  

대처 방안 

 작업 내용 상세 / 자동 수집  

 부인 방지 근거 확보   

 사고 발생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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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수집 도구  

J-Term ( App )  

SQL Query 수집    Windows 원격 접속 : 동영상 캡쳐 

 서버 접속 + 명령어 실행 

 Windows 원격 서버 접속 

 SQL Query 실행    

수집 대상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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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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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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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기능 ( 300 us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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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IT 외주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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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보안점검 자동화 

일일 보안점검 

 주기적 실행 

 수행 결과 표시 

 점검 결과 관리 

내 PC 지킴이 

 백싞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비밀번호 및 화면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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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보안점검 자동화  

일일 보안점검 서비스 

 서비스 대쉬보드  

 사용자 이력  

 일일 보안점검 결과 

서비스 대쉬보드 

 당일 보안점검 현황 

 프로젝트 보안점검 수행률 

사용자 이력  

 사용자 보안점검 현황 

 사용자별 점검 이력  

일일 보안점검 결과  

 오늘 보안 점검 점수   

 미비점 해결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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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필수 프로세스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정보 등록  기업용 보안서류 등록 

작업자 보안서약서 등록 작업자 IP 배정 작업자 ID 생성 

 프로젝트 종료/철수 

누출기밀 문서  
반납/파기 확인  

PC 데이터 삭제 Uninstall Agent 

작업자 ID 차단 HDD 파기  

 작업 수행 

프로젝트 보안정책 그룹 작업 싞청 작업 승인 

사업 담당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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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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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사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1) 투입부터 철수까지 통합 보안관리 체계 

2) 간편한 사업관리 및 보안관리 기능 

3) 완벽한 로그 수집 기능 

4) 일일 보안점검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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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보호 담당자 사업 담당자  

작업자 

IT 외주관리 
플랫폼 

PM /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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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담당자의 한계  

전담 인력 부족 

 내부 직원 보안 

 외주 인력 보안 

 사업 담당자 경계심 

전문 지식의 부족 

 순홖 보직 

 업무 인수 인계 어려움 

 비전공자의 배치  

 보안 분야 경험 부족 

 보안 교육 수강의 어려움 

보안 솔루션 관리 주체 

 Network / Firewall 

 보안 USB 

 네트워크 접근제어 

 서버 접근제어 

 DB 접근제어  

통합 관리 플랫폼 필요 

 관리 업무 복잡 

 투입부터 철수까지 관리 

 해마다 변경되는 규정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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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외주관리 플랫폼 

정보보호 업무 측면 

 정보보호 법령 강화  

 외주인력에 의한  

        보안 사고 발생 증가 

운영 솔루션 측면 

 기능별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솔루션의 일부 기능만 사용  

보안 담당자 측면  

 보안 관리 업무의 확대  

 기술적 전문성 / 다양성 증가  

 장애 시 책임 규명의 어려움  

통합 IT 외주관리 플랫폼 

 투입에서 철수까지  

 통합 관리 서비스 

 장애 책임 소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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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외주관리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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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담당자 지원 플랫폼 

통합 IT 외주 보안관리 플랫폼 

정보보호 담당자 - 책임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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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