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나 룡

보안전략연구소 소장isssi@isssi.org

ISMS-P 인증의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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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SMS-P=ISMS+PIMS

출처:KISA



33 ISMS-P=ISMS+PIMS

출처:KISA



44 ISMS-P 통합인증 시행 1년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55 설문 내용

조직 운영방식
- 500명 이하조직 : 겸임
- 501명 이상조직 : 전담
- CISO/CPO ?

인력 규모
- 개인정보보호 인력 존재 !
- IT인력 대비 적은 비율
- 규모가 커도 정보보호 인력은 크게 늘지 않는다.

예산 규모
- 50인 이하 조직의 보안 예산 비율이 높다.

(초기 투자를 어느정도 하고 있다.)
- 규모가 커질 수록 보안 예산 비율은 줄어든다.
- 개인정보 예산은 정보보호예산을 넘을 수 있나?



66 설문 내용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투입효과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27%)’, 
‘경영진의 이해도 향상(22%)’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77 ISMS-P 인증 우려사항

비용 인력 효과

1. 중요도와 조직 규모
2. 초기 투자(인력과 예산)는 필요
3.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우선 순위



88 비용(수수료)

컨설팅
+

보안시스템



99 인증은 규제인가 ?

§ 인증심사와 법률의 차이

- 법률 : 위반이냐 아니냐 판단
- 인증 : 현황에 대한 개선의 기회 판단

§ 인증의 전반적인 목적(ISO 19011)
-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

족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인증의 가치(ISO 19011)
- 제3자에 의한 공평하고 적격한 심사에 의해 확립된 일반 대중의 신뢰 및 신임의

정도이다. 

§ 심사 (audit) (ISO 19011)
- 심사기준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인증 : 자율 규제 적 성격



1010 인증 효과 - 조직

면역력

회복력

법규 준수 여부 체크

전문가의 적절한 코치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IT 현황에 대한 이해

리스크 식별 속도/정확성
.
.
.

법규 준수 여부 체크

전문가의 적절한 코치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IT 현황에 대한 이해

리스크 식별 속도/정확성
.
.
.



1010 인증 효과 - 국가

§ 국가 차원

- 전반적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국가 신뢰도 향상

- 국민의 IT 환경 안전성 확보

- 전문인력 양성 경로

- 정보보호 산업 육성

출처: 아이뉴스24 https://news.v.daum.net/v/20200518150027675



1111 현황 : 취약점 점검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점검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취약점 점검 웹 취약점 점검

• 계정 및 권한 관리

• 접근 관리

• 옵션 관리
(grant option, 감사기록 등)

• 패치 관리

• 계정 및 권한, 접근 관리

• 패치 관리

• 관리자 로그 관리

• 필요 최소한의 기능 사용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정보 노출

• 계정 및 권한, 접근, 패치 관리

• 호스트 / 웹서버 OS 보안

• OWAP Top 10 리스트

• 악성코드 삽입 등 KISA 웹 취약점

점검항목 확인

• 계정, 권한, 접근, 패치 관리

• 정책 확인 및 삭제

• 로그 관리

• NAT, DMZ 설정 관리

• 이상징후 경고 기능 등 관리

모의해킹



1212 앞으로..

1. 인증 대상 확대

2. 인증 통합 (ISMS+ISMS-P)

3. 인증심사원 지속적 교육

4. 인증 대상 조직의 인식 개선
(CISO, CPO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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