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사로고 삽입

IT 외주용역에대한

정보보호및 보안감사

트렌드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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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주사업자 선정 작업 배정

작업 수행

정보보호

사업 종료 / 철수

IT 외주 개발

사업

운영 /

유지보수

솔루션

도입

정보 운영팀

주관

정보 보호팀

주관

기타

사업부서

주관

개인정보보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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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과 정보보호

외부 공격

데이터 관리

운영 역량

법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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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 외부 공격

랜섬웨어

네트워크 공격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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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암호와 OS 의 변화

Diskless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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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업무망

업무망 인터넷망

망분리 시스템 도입

물리적 망 분리

논리적 망 분리

Dual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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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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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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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점검보안 점검



9 회사로고 삽입
- 9 -

사업 관리 ( 100 user + )

인력 투입 업무 신청

업무 수행

보안 관리

사업 종료 / 철수

사업 관리

 프로젝트 기본 정보

 작업자 관리

 통제 정책 설정

정보보호 담당

 다수 프로젝트 진행

 사업 종료 후 보안 감사

 보안감사와 경영평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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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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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보안

주사업자 선정 작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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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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외주관리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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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담당자 역할

정보보호 담당자 사업 담당자

작업자

IT 외주관리
플랫폼

PM / PL 



14 회사로고 삽입
- 14 -

정보보호 담당자의 한계

전담 인력 부족

 내부 직원 보안

 외주 인력 보안

 사업 담당자 경계심

전문 지식의 부족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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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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현황

구분 정책 설정

비디오 저장 설정 1

로그 삭제 주기 설정 1

비밀번호 설정 1

정책 사용 설정 1

보안 정책 설정 현황

구분 정책 설정

IP 등록 5

차단 프로그램 등록 2

차단 명령어 등록 0

J-Term 설정 0

시스템 환경 설정 현황

프로젝트별 정보보호 추진 현황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작 작업 관리 프로젝트 종료/철수

정보 등록
기업 보안
서류 등록

보안 서약서
등록

IP 배정 ID 생성 작업 등록
누출 기밀 문서

반납/파기
데이터 삭제

통합 유지보수 사업 1/1 2/2 29/30 29 29 25 4/5 20/25

홈페이지 구축 사업 1/1 1/2 10/15 10 8 8 0/8 0/8

ERP 구축 사업 1/1 0/2 0 0 0 0 0 0

프로젝트별 일일 보안점검 수행 현황

0

10

20

30

40

04월 01일 04월 02일 04월 03일 04월 04일 04월 05일 04월 06일 04월 07일 04월 08일

통합 유지보수 사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

ERP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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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기반의 강화된 보안관리 요구

Network Driver

Disk Driver

USB Driver

WiFi Driver

Windows Driver 통제

App 실행 통제

동영상 수집

Windows Application 통제

원격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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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증적자료 관리 체계 - #1

입찰 및 계약 증적 자료 5 종류입찰 및 계약 단계

인원, 네트워크, 시설 및 보안 등 30여 종류수행 단계

종료 관련 5 종류완료 단계

 프로젝트에 적용될 문서 유형별 목록

 각 프로젝트별 설정 및 현황 관리

IT 개발, 컨설팅, 유지보수, 비 IT 인력 운영용역 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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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증적자료 관리 체계 - #2

 보안담당자 : 세부 프로젝트에 적용될 문서 표준에 대한 ＂필수여부“ 항목 설정 변경

 사업담당자(PM) : 수행 프로젝트에 적용된 옵션 문서에 대해 “적용여부” 선택

4 입찰 및 계약 계약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옵션 미사용

9 수행 인원 및 물리 보안 보안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옵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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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증적자료 관리 체계 - #3

 보안담당자 : 프로젝트별 문서 항목 및 등록 내용 조회 , 우측 상단 “관리실태 증빙자료 관리“ 수행

 사업담당자(PM) : 본인이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 등록 및 결재

 단계별 사업 기간 설정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21 회사로고 삽입
- 21 -

일일보안점검의 자동화 - #1

인터넷

Firewall

외주 직원 PC

Sun SolarisRedhat
Linux

Windows 
Server

Server Farm

Oracle  

 PC 보안 상태 점검

 인터넷 접속 이력 점검

 USB 등 매체 사용 이력 점검

 원격 접속 이력 점검

 시스템 접속 이력 점검

 키워드 기반 파일명 검색

 내 PC 지킴이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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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안점검의 자동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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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안점검의 자동화 - #3

일일보안점검
일일보안점검

일일보안점검 (자동 실행 )

보안 취약점 사전 파악

선제적 대응 ( 사유서, PC 포
맷 )

작업 PC 의 환경 변화 추적

IP 변경, 비밀문서의 생성 등 파악

 중앙부처 중심의 활용

 산하 기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반영

 감사 대비 준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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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로그 수집

장애 발생

 시스템 장애 발생

 고객 불만 폭주

원인 파악

 장애 시스템 / 발생 일시 파악

 직접 원인 파악

 장애 유발자 파악

장애 복구

 시스템 장애 원인 파악

 복구 작업 진행

상시 작업 Log 수집

 작업 내용 상세 / 자동 수집

 동영상 자동 수집

 사고 발생 사전에 방지

장애 후속 조치

 장애 유발자 인사 조치

 장애 관리 이슈 점검

 재발 방지 대책 시행

 개인정보 보호범 준수

 업무 전용 PC 에 적용

 장애 관리 업무용으로 제한

동영상 수집 주의사항



25 회사로고 삽입
- 25 -

로그 수집 도구

J-Term ( App ) 

SQL Query 수집Windows 원격 접속 : 동영상 캡쳐

 서버 접속 + 명령어 실행

 Windows 원격 서버 접속

 SQL Query 실행

수집 대상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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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접속 통제 ( Proxy Agent ) 

Firewall

Proxy Agent

Sun SolarisRedhat
Linux

Windows 
Server

Server Farm

Oracle  

Terminal
Agent

인터넷

 원격 접속 통제

 PC : Terminal Agent + 원격 통제

 VDI PC : 전용 Agent 설치

 원격 접속 엔지니어의 작업 통제 역할

 접속자별 통제 정책 부여 가능

 원격 접속 Log 수집

 동영상 캡쳐 및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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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활동 우선 순위

1) 투입부터 철수까지 통합 보안관리 체계

2) 사업별 보안관리 편의성 증대

4) 완벽한 로그 수집 기능

3) 일일 보안점검 자동화

5) 원격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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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통합 IT 외주 보안관리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