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정책을만든다고해서보안솔루션만

잔뜩들여놓을수는없는일이다. 

우리조직에필요한정보보호수준을파악하고, 

정보보호정책구현을위한지침과표준, 절차를정한후, 

이를전담할담당자와필요한교육, 솔루션을구비하면서

단계적이고체계적으로진행해야한다.



보안정책

수립에도

순서가있다



대기업의경우, 경 진의보안의식이높아지면서정보보호에대한대책과전략은일

정한수준에올라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소기업의보안은여전히사각지대에머

무르고있다. 보안이중요하다는것은누구나인식하고있지만, 보안에소요되는예산이

나인력을마련하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다. 그보다더큰문제는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보안체계를수립해야하는지모른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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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보호자가측정리스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IT기반기획팀

www.kisa.or.kr

[그림 1] 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절차

시작
정보화규모

판단(3유형)

의존도

판단(3유형)

정보보호수준

측정(5유형)
결과

SM1

SM2

SM3

LOW

Medium

High

정책 및조직

시스템운 관리

유지보수및사고대응

데이터보호

물리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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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마련이어렵다고미리포기하지말고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제공하는무

료온라인‘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서비스’를통해회사의정보보호수준을진단해보

자. 이 서비스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홈페이지(www.kisa.or.kr)에 접속해회원으로가

입하면이용할수있다. 기업의정보보호수준과미흡한부분의대책에대한결과를막대

그래프등으로알아보기쉽게보여준다. 설문에는30분정도소요되며, 기업의전산시스

템에대해잘알고있는CEO나정보시스템담당자가작성하는것이좋다. 

서비스는첫단계로기업의정보화규모를진단해 SM1/SM2/SM3의세가지유형으

로분류한다.

SM1(Small & Mediu) 유형은고객관리와사내업무등을단순PC 중심으로처리하는

기업을말한다. SM2는인사, 재무, 공정관리등업무를내부네트워크기반으로처리하

는기업이며, SM3는 B2B, B2C 등외부네트워크와연결해전자거래를하는기업을말

한다. 일반적으로정보화유형이 SM1에서 SM3으로이동하게되면지켜야할정보자산

의규모가커지게되고, 그에따라요구되는정보보호수준도높아지게된다. 

PC 보안

서버
보안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SM1

SM2

SM3

[그림 2] 기업 유형별정보보호요구수준



다음단계에서는정보화유형에따른정보화의존도를판단한다. 정보화자산의민감

성, 정보보호재난이발생했을때기업에미치는 향과사외시스템에대한의존도등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보호 목표수준을 평가한다. 정보시스템 의존도는 Low, Medium,

High의 3 수준으로나뉜다. 그후기업에구축된정보보호수준을정책과조직, 시스템

운 관리, 유지보수및사고대응, 데이터보호, 물리적환경등5가지분야에대해측정한

다. 이 단계에서 각분야별 정보보호 조치상태와 목표수준 대비미흡한 부분을찾을수

있다. 

마지막은수준측정결과를확인하는단계이다. 3단계설문내용을토대로막대, 방사

형그래프등을활용해자사의정보보호수준을한눈에알아볼수있는결과보고서를받

을수있고, 분야별정보보호대책방안을중소기업정보보호가이드라인등을통해제시

받을수있다.

중소기업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서비스설문항목

구성도평가

1. 귀사의연간총매출액은얼마입니까?

① 10억원미만

② 10억원 ~ 50억원미만

③ 50억원 ~ 100억원미만

④ 100억원 ~ 300억원미만

⑤ 300억원이상

2. 귀사에현재재직중인직원은총몇명입니까?

① 1명 ~ 9명

② 10명 ~ 19명

③ 20명 ~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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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0명 ~ 99명

⑤ 100명 ~ 299명

⑥ 300명 이상

3. 귀사에서 PC를사용하는직원은총몇명입니까?

① 1명 ~ 9명

② 10명 ~ 19명

③ 20명 ~ 49명

④ 50명 ~ 99명

⑤ 100명 ~ 299명

⑥ 300명 이상

4. 국내 또는국외에서운 되고있는지점(지사)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국내 1지점(지사) 또는 국외 1지점(지사)

③ 국내 1지점(지사)와 국외 1지점(지사)

④ 국내여러지점과국외 1지점또는국내 1지점과국외여러지점

⑤국내여러지점과국외여러지점

5. 정보시스템구축및관리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인력이몇명있습니까?

①없음

② 1명 ~ 9명

③ 10명 ~ 19명

④ 20명 ~ 29명

⑤ 30명 ~ 39명

⑥ 4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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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사는총몇대의 PC를사용하고있습니까?(노트북포함)

① 1대 ~ 5대

② 6대 ~ 10대

③ 11대 ~ 15대

④ 16대 ~ 19대

⑤ 20대 이상

7. 귀사의주요업무는다음의업종분류중어느것에속합니까? 

① 정보서비스, ISP, 금융 및보험, 통신, 방송

②전력, 가스, 운수

③제조

④도소매

⑤건설, 부동산및임대

⑥농림, 수산, 임업, 광업

⑦그외(복지, 기타 서비스업등)

8. 귀사의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등)을 활용한업무환경은어떻습니까?

① LAN 환경의내부네트워크기반으로인사, 재무 등의단위업무처리

②독립적 PC 환경에서고객관리및사내업무등이 PC 중심으로처리

8-1. 네트워크를통해기업내관련업무를수행하는분야는어느분야입니까? 

① 사내네트워크중심으로, 그룹웨어및단위업무처리등에사용됨

②외부네트워크와연결되어전자거래등을하는분야(B2B, B2C 등)

9. 귀사에서는총몇대의네트워크장비(라우터, 허브, 스위치등)를 사용하고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대

③ 2대 ~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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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대 ~ 5대

⑤ 6대 이상

10. 귀사에서는총몇대의서버(파일, 메일, 웹, DB 서버등)를 운 하고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대 ~ 4대

③ 5대 ~ 9대

④ 10대 ~ 19대

⑤ 20대 이상

의존도평가 : 컴퓨터시스템에대한의존도

1. 하드웨어 컴퓨터시스템(PC, 서버 등)에 장애가 발생하 을경우, 정상적인 업무운 에

어느정도의차질을가져옵니까?

①전혀 향을미치지않음(0%)

② 약간 향을미침(25%)

③ 보통 향을미침(50%)

④ 많은 향을미침(75%)

⑤ 매우많은 향을미침(100%)

2. 소프트웨어 시스템(그룹웨어, ERP 등 보유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하 을 경우, 정

상적인업무운 에어느정도의차질을가져옵니까? 

① 전혀 향을미치지않음(0%)

② 약간 향을미침(25%)

③ 보통 향을미침(50%)

④ 많은 향을미침(75%)

⑤ 매우많은 향을미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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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으로금융거래및업무자료교환등의어느정도자주발생합니까?

① 2주에 1회 미만으로발생

② 2주에 1회 정도발생

③주 1회 정도발생

④매일 1건 정도발생

⑤매일수차례발생

4. 기업 업무에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등)이 어느정도활용됩니까?

①거의활용하지않음(0%)

② 필요에따라간헐적으로활용(25%)

③ 일부사내업무에활용(50%)

④ 상당부분사내업무의매우높게활용(75%)

⑤ 모든업무가정보시스템을활용(100%)

5. 귀사에서정보시스템을사용하는주요목적은무엇입니까? 

① 인터넷웹검색등을통한자료혹은정보수집

②소프트웨어를이용한문서작성및편집

③그룹웨어등을전자결재

④온라인금융거래등전자상거래

⑤③+④

6. 귀사에서는정보시스템에대한유지/관리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습니까?

①유지/관리를실시하지않음

②사고발생시에만실시

③부정기적으로실시

④연 1~2회 이상정기적으로실시

⑤분기당 1회 이상정기적으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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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평가 : 보안사고에따른의존도

1. 시스템 고장 및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귀사의 정보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

하거나외부인터넷연결이중단될경우귀사의수익에어느정도 향이있습니까?

①전혀 향을미치지않음(0%)

② 약간 향을미침(25%)

③ 보통 향을미침(50%)

④ 많은 향을미침(75%)

⑤ 매우많은 향을미침(100%)

2. 시스템 고장 및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귀사의 정보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

동할경우, 이를복구하는동안정상업무에어느정도 향을미치게됩니까? 

① 전혀 향을미치지않음(0%)

② 약간 향을미침(25%)

③ 보통 향을미침(50%)

④ 많은 향을미침(75%)

⑤ 매우많은 향을미침(100%)

3. 최근 1년 동안몇건의보안사고가발생하 습니까?  

① 없음

② 1 ~ 4건

③ 5건 ~ 9건

④ 10건 ~ 19건

⑤ 20건 이상

4. 보안사고로 인하여귀사가보유하고있는고객정보및기 정보유출시귀사의신인도

에미치는 향은어느정도입니까?

①전혀 향을미치지않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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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약간 향을미침(25%)

③ 보통 향을미침(50%)

④ 많은 향을미침(75%)

⑤ 매우많은 향을미침(100%)

5. 귀사에서는총몇건의고객(개인) 주요정보를보유하고있습니까? 

① 100건 미만

② 100건 ~ 500건 미만

③ 500건 ~ 1000건 미만

④ 1000건 ~ 2000건 미만

⑤ 2000건 이상

6. 귀사에서는총몇건의타기업(협력업체포함) 주요정보를보유하고있습니까? 

① 없음

② 1건 ~ 9건

③ 10건 ~ 49건

④ 50건 ~ 99건

⑤ 100건 이상

의존도평가 : 기업구성요소에대한의존도

1. 귀사에서는전산시스템구축및운 관리를위하여외부업체에아웃소싱하고있습니까?

①아웃소싱하지않음(0%)

② 특정부분만아웃소싱하고있음(25%)

③ 일정부분을아웃소싱하고있음(50%)

④ 대부분을아웃소싱하고있음(75%)

⑤ 모든부분을아웃소싱하고있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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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등)은 외부의장애에어느정도 향을받습니까?

①사내정보시스템은외부정보시스템과전혀관계없이작동함(0%)

② 사내정보시스템은외부정보시스템과필요에따라연관이있음(25%)

③ 외부정보시스템장애발생시일부 IT 업무에 향이있음(50%)

④ 외부정보시스템장애발생시상당 IT 업무에 향이있음(75%)

⑤ 외부정보시스템장애발생시모든 IT 업무가진행되지않음(100%)

3. 귀사에서는전자기 자료를어느정도보유및관리하고있습니까? 

① 기 자료를전자자료로보관하지않음(0%)

② 소량의기 자료만전산화되어있음(25%)

③ 일부기 자료가전산화되어있음(50%)

④ 다량의기 자료가전산화되어있음(75%)

⑤ 모든기 자료는전산화되어있음(100%)

4. 귀사의 정보가 정보침해사고로 유출될 경우, 귀사 혹은 국가의 사회, 경제기반에 주는

향력은어느정도입니까?(주관적)  

① 향을미치지않음(0%)

② 거의 향을미치지않음(25%)

③ 일정수준 향을미침(50%)

④ 상당한 향을미침(75%)

⑤ 매우큰 향을미침(100%)

5. 정보화대비정보보호투자수준은어느정도입니까? (정보보호지출액/정보화지출액X100) 

① 1% 미만

② 1% 이상 ~ 3% 미만

③ 3% 이상 ~ 5% 미만

④ 5% 이상 ~ 10% 미만

⑤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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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준평가 : 정책및조직

1. 각종 보안사고예방및대응을위한정보보호정책또는규정이수립되어있습니까? 

① 정책또는규정이수립되어이행되고있음

②정책또는규정은없으나지침이존재하여필요시수행됨

③정책또는규정이수립되어있지않음

1-1. 사내외인력이정보보호정책과규정을이해하고준수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까?

①주기적으로정보보호정책및규정을공지함

②필요에따라정보보호정책및규정을공지함

③정보보호정책및규정을따로공지하지않음

2. 귀사 내정보보호업무를수행하는개념의부서가존재합니까?

①정보보호를수행하는담당조직이존재함

②필요에따라소집함

③정보보호업무를수행하는부서가없음

2-1. 정보보호부서내해당업무가명확히구분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까?

①정보보호부서내업무분담이이루어지고있음

②필요시마다업무분담을수행하고있음

③업무분담을수행하고있지않음

3. 귀사 내자산(인력, 시설, 매체, 정보)에 대해중요도별로분류하여관리되고있습니까?  

① 모든자산에대해중요도를구분하여관리되고있음

②기업내대외비정보및매체에대해서만구분하고있음

③중요도를분류하지않고있음

3-1. 귀사 내자산관리를위한책임자를지정하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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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자산에대하여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함

②중요정보및매체에대해서만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함

③자산관리를담당하는관리자가지정되어있지않음

4. 귀사 내업무수행을위하여아웃소싱을수행하고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오

4-1. 귀사 내 업무를 외부업체에 아웃소싱 수행시, 외부 인력 및 업체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①아웃소싱인력에대한관리규정이수립되어있음

②특별한관리규정은없으나아웃소싱인력에대한관리를수행

③아웃소싱인력에대한관리규정이수립되어있지않음

5. 귀사 내 인력 또는 아웃소싱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의 정보보호 교육

을수행하고있습니까?

①사내외모든인력에대한정기적인정보보호교육을수행함

②사내특정업무인력에대해서만비정기적인교육수행함

③정보보호교육을수행하지않음

6. 귀사 내·외의현직인력및퇴직인력에대한보안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까? 

① 모든인력에대한개인정보보호및업무수행에대한관리를수행

②기업내주요업무를수행하는인력에대한관리를수행

③특별한인력관리가마련되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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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준평가 : 시스템운 관리

7. 귀사 내서버를보유하고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7-1. 귀사 내서버의예제응용프로그램을제거하 습니까?

①불필요한예제응용프로그램을모두제거하 음

②중요서버의불필요한예제응용프로그램만을모두제거하 음

③예제응용프로그램을제거하지않음

8.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 PC 및 서버에 대해 제3자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용자별권한을설정하고있습니까?

①네트워크공유설정정책에따라사용자권한을설정하여운

②개인이필요시접근권한을설정하여운

③네트워크접근에대한접근통제가없음

9. PC 및 서버에불필요한공유폴더를제거하고, 사용자권한설정을수행하고있습니까?   

① 모든시스템에불필요한공유폴더제거및사용자권한설정을수행함

②중요시스템(기 문서, 회계정보등을관리)의 공유폴더만관리

③공유폴더관리를수행하고있지않음

10.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제품(침입탐지 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Viruswall

등)을 설치하여운 하고있습니까?

①모든시스템에설치하여운 하고있음

②중요시스템에만설치하여운 하고있음

③보안제품을설치및운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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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담당자가정보보호제품의보안기능을이해하고활용하는정도는어떻습니까?

①정보보호제품의모든보안기능을이해하고활용함

②정보보호제품의일부보안기능을이해하고활용함

③정보보호제품의기본설치기능으로활용함

11. 개인 PC 및서버의사용자계정에대한암호변경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①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암호를변경함

②비정기적으로관리자의지시에의해변경

③암호관리를수행하지않음

12. 웹브라우저의보안수준에대한권고를이행하고있는가?  

① 모든시스템의웹브라우저에보통이상의보안수준지정을권고함

②중요시스템에대해서만권고함

③보안수준권고를이행하지않음

12-1. 악의적인 ActiveX 컨트롤차단을권고및수행하고있습니까?  

① 기업내모든사용자가악의적인 ActiveX 컨트롤차단을수행함

②중요시스템에대해서만관리자에의해수행함

③악의적인 ActiveX 컨트롤에대한차단을권고하지않음

13. 허가된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소프트웨어설치시충분한테스트를수행하고있습니까?

①모든소프트웨어는허가를받아설치하고테스트를수행해야함

②중요소프트웨어에대해서만허가를받아설치하고테스트를수행함

③허가및테스트수행없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있음

13-1. 정기적으로허가된소프트웨어사용을점검하고있습니까?  

① 정기적(월 1회)으로 수행

②비정기적으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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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점검을하지않음

14. 서버 및 개인 PC에 대해 실시간 바이러스를 점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 하

고있습니까?   

① 모든시스템에설치하여운 함

②중요시스템에대해서만설치하여운 함

③설치하지않음

14-1. 수신 파일및이메일에대한바이러스를점검하고있습니까? 

① 모든수신파일및이메일에대하여반드시점검하도록함

②필요시점검하도록권고하고있음

③점검을수행하지않음

15. 운 체제에대한정기적인보안업데이트를수행하고있습니까? 

① 모든시스템에대한보안업데이트를수행함

②중요시스템에대해서만보안업데이트를수행함

③정기적인업데이트를수행하지않음

16. 책상을비울경우, 화면보호기및스크린잠금을사용하고있습니까?

①모든시스템에대하여화면보호기및스크린잠금을사용함

②중요시스템에대해서만수행됨

③화면보호기및스크린잠금을사용하지않음

17. 스팸메일에 관하여 차단 및 수신 제한을 수행하고 미리보기 화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까?   

① 모든메일에대하여스팸메일차단및점검을수행함

②중요메일에대해서스팸메일차단및점검을수행함

③점검을수행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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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사 내무선랜을설치하고사용하고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오

18-1. 귀사에서는 무선 랜 사용시, 무선 랜(AP, 단말기 등)에 대한 접근정책이 수립되고

접속자에대한인증을수행하고있습니까? 

① 무선랜보안정책에따라인증을수행함

②접근정책이수립되어있지않으나, 필요에따라인증을수행함

③접근정책이수립되어있지않으며, 인증을수행하지않음

19. 귀사에서는전자결재또는전자상거래를수행하고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9-1. 전자결재및전자상거래시전송되는정보에대한보안정책이수립되어있습니까?  

① 전자결재관련보안정책과지침이수립되어운 됨

②보안정책은없으나, 간단한지침등이존재하여필요시적용

③전자결재관련보안정책이수립되어있지않음

19-2. 전자결재및전자상거래시전송되는정보에대해암호화를수행하고있습니까?

①모든정보(일반전자결재서류포함)에 대해암호화를수행

②중요정보(회계관련, 기 자료등)에 대해서만암호화를수행

③수행하지않음

20. 이벤트및로그관리를정기적혹은비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까?

①모든개인 PC 및 서버, 보안장비에대한운 로그를관리수행

②중요서버및보안장비에대해필요한로그만을관리

③로그관리수행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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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버 및응용소프트웨어, 보안장비등의시스템에대한주기적인패치를수행하고있

습니까? 

① 정기적(주 1회 이상, 보안권고발생시)으로패치를수행

②보안권고발생시필요에따라패치를수행

③패치를수행하지않음

21-1. 각종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성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취약점점검을수행하고있음

②관리자의필요에따라취약점점검을수행하고있음

③취약점점검을수행하지않음

보안수준평가 : 유지보수및사고대응

22. 귀사 내유지보수대책및관리를위한규정을수립하고있습니까? 

① 정기적인유지보수를위한규정을수립하고권고하고있음

②필요사항발생시규정을유지보수하고있음

③유지보수대책이없음

22-1. 유지보수관리에대해기록하고관리하고있습니까?   

① 유지보수시기, 내용, 담당자등전반적인부분을기록함

②유지보수관리에대한변경사항만을기록함

③유지보수관리에대해기록하지않음

23. 침해사고예방및발생시대응을위한대책및절차를수립하고있습니까? 

① 비상연락체계와대응절차가존재하고훈련을실시함

②대책및절차는있으나, 훈련을실시하지않음

③침해사고대책이수립되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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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침해사고발생후사고대응에대한기록을관리하고있습니까? 

① 사고분석과대응내용을절차에따라기록함

②사고대응에대한간단한메모만을기록함

③사고대응에대해기록하지않음

24. 보안사고발생시업무연속성지원대책및절차를수립하고있습니까? 

① 업무연속성지원대책과절차를수립하여운 함

②지원대책은있으나, 구체적인절차에따라운 하지못함

③업무연속성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음

보안수준평가 : 데이터보호

25. 귀사 내데이터를분류하고관리하고있습니까?

①모든데이터에대한분류를수행하고책임자에의해관리되고있음

②중요데이터(기술개발, 회계자료등)에 대한분류만이수행되고있음

③데이터분류를수행하고있지않음

26. 데이터백업을수행하고있습니까? 

① 데이터백업에대한규정에따라수행하고있음

②규정은있으나, 수행하고있지못함

③백업을수행하지않음

26-1. 데이터백업기간및방법을지정하고있습니까?  

① 데이터백업기간및방법이지정되어있음

②지정되어있지않으나관리자임의로수행하고있음

③특별한백업기간및방법을지정하고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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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안사고발생시, 업무가연속될수있도록시스템의대체장비를가지고있습니까?  

① 모든시스템에대해즉각활용할수있는대체장비를보유하고있음

②중요시스템에대해서만대체장비를보유하고있음

③대체장비를보유하고있지않음

보안수준평가 : 물리적환경

28. 귀사 내 중요 정보를 보관한 장소 또는 사무실에 대한 물리적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통제장치및시건장치를사용하고있습니까?  

① 모든기업내장소에대해출입통제장치및시건장치를하고있다.

② 특정장소(서버실, 회의실, 중요 문서관리등)에 대해수행하고있음

③특별한출입통제장치및시건장치가없음

28-1. 물리적시설에대한출입통제기록이작성되고관리되고있는가?  

① 사무실및주요장소에대해출입기록이작성및관리되고있음

②주요물리적시설에대해서만출입기록을작성하고있음

③출입통제내역을기록하지않음

29. 귀사 내 중요 정보를 저장한 매체에 대해 분류 및 라벨링, 폐기방법 등에 대한 사내

규정이수립되어있습니까?  

① 중요도에따라저장매체의분류및라벨링규칙이수립, 수행됨

②명확한규정은없지만중요도에따라라벨링을수행하고있음

③저장매체에대한분류및라벨링규칙이수립되어있지않음

29-1. 중요 매체(문서류, CD 등)의 폐기및사용일지를작성, 관리하고있습니까?

①중요매체사용여부및폐기일자및사유, 사용자등을기록, 관리함

②관리일지가명확한형식없이개인별로작성하여관리함

③매체에대한관리일지를작성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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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귀사내소방장치(화재경보센서, 소화기), 누수장치및UPS 등이설치되어있습니까? 

① 소방장치(화재경보센서, 소화기등), 누수장치및 UPS 등이설치

②소방장치(화재경보센서, 소화기등)만 설치되어있음

③관련장치를설치하지않음

30-1. 귀사 내 시설및장비(소방장치, 경보기, 조명, 온도 등 각종장비)에 대한책임부여

및점검일지를작성하고있습니까?

①책임자를부여하여관리하고정기적으로점검일지를작성하고있음

②특정책임자없이사내인력으로관리하며점검일지는작성하지않음

③시설및장비에대한책임부여및점검일지를작성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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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서비스이용방법

한국정보보호진흥원홈페이지(www.kisa.or.kr)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우측상단에있는로그인버튼을클릭하여홈페이지에회원가입을한다.
※이전측정결과와비교하여보안수준을판단하기위하여회원가입을해야한다.
회회원원가가입입시시,, 아아래래의의 박박스스에에 체체크크를를 하하고고 기기업업정정보보 입입력력해해야야 함함..

로그인 후, 홈페이지좌측하단에있는‘중소기업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도구’
배너를클릭한다.

웹페이지하단의‘GO!’를 눌러진단웹페이로이동한다.

좌측 메뉴의‘측정하기’를눌러측정을시작한다.

자가측정웹페이지로이동 GO!

도구설명
측정하기
사용자매뉴얼
이전측정결과보기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LAB실, 회의실, 교육실), 중소기업정보보호수준자가측정도구를이용하실분은
왼쪽을체크하여주시고아래소속단체정보를반드시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5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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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안정책수립시체크리스트

(주)인젠 컨설팅사업본부 김민수 본부장

mink@inzen.com

구 분

보
안
정
책

및

조
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정보보호정책서작성및보유

정보보호정책배포및교육

정보보호정책검토

정보보호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자격

외부전문가의활동

정보보호에관한독립적검토

외부위탁계약시
보안요구사항

외부위탁보안관리

외부자보안관리

정보보호정책을구현하기위한지침, 표준, 절차 등이구현돼있어야함

승인된정책및지침이모든임직원에게적절히공표되고교육돼있어야함

정보보호정책은정기적으로(혹은 중대한변화가발생할경우) 검토하고업데
이트돼야함

정보보호활동을계획, 실행, 검토하는정보보호담당부서또는담당자가별도
로존재해야함

정보보호관리자또는담당자는충분한보안기술을보유하거나보안관련전문
자격증(CISA, CISSP 등)을 보유하고있어야함

주기적으로외부보안전문가에의한정보시스템보안취약점진단및이에대한
평가를받고있어야함

정보보호의통제목적/통제방안/정책/절차/처리 등정보보호관리와이행에대
해조직은정기적으로혹은정보보호구현에중대한변화가발생할경우독립
적(외부전문가또는내부통제부서등)으로 검토해야함

외부위탁계약시정보시스템/네트워크/인력/사무환경등을관리통제하기위한
보안요구사항을계약서상에명시해야함

외부위탁업체관리책임자로부터보안관리상황에대해주기적으로보고받고,
수시점검및필요시감사를수행하고있어야함

정보시스템및관련시설에대한제3자 또는외부인의접근을통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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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보
안

물
리
적

환
경
보
안

적격심사

비 유지서약서

정보보호인지/교육/훈련

훈련절차

자산의반환

자산권리의삭제

물리적보안경계

물리적출입통제

외부적환경적위협에
대한보호

보안구역내작업

일반접근/배송/하역 구역

장비설치및보호

케이블보안

장비유지보수

구역외에서의장비보안

사무실보호

직원채용시, 신원/업무능력/교육정도/경력 등에대한적격심사가이뤄져야하
며, 직원이 용역회사를통하여충원되는경우, 용역회사의계약서에적격심사에
따른책임사항이명문화돼있어야함

직원최초고용계약시, 비 유지서약서에서명을해야함(임시직원이나제3자
에게정보시스템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할경우, 비 유지에관련된사항이
계약서에포함돼있으며, 이에 대한비 유지서약서를받아야함)

조직의모든직원들과계약자, 제3자들은적절한인지훈련과함께업무기능과
관련된조직의정책과절차에대한주기적인업데이트를받아야함

보안위반경험이있는직원들에대한정식훈련절차가있어야함

직원/계약자/제3자는 그들의고용/계약/협약의종료와함께그들이가지고있
던조직의모든자산을반환해야함

정보와정보처리설비에대한모든직원/계약자/제3자의 접근권한은그들의고
용/계약/협약의종료혹은변경시적절하게삭제돼야함

정보와정보처리설비가포함돼있는구역을보호하기위해보안경계(벽/카드
출입구/인력배치등)가 설치되어야함

보안구역은오직허가받은직원만출입할수있도록적절한출입통제수단에
의해보호되어야함

화재, 홍수, 지진, 폭발, 폭동 그리고기타자연재해나인재에의한피해로부터
의물리적보호방안이설계되고적용되어야함

보안구역내작업에대한물리적보호와가이드라인이설계되고적용되어야함

배송및하역구역과비인가자가접근할수있는접근지점통제, 허가받지않
은접근을방지하기위해정보처리설비로부터격리돼야함

장비는환경적위협, 위험요소, 비인가 접근을감소시키기위해보호돼야함

데이터와정보서비스를지원하는전력및통신케이블은차단혹은손상으로
부터보호돼야함

장비는지속적인가용성과무결성을보장하기위해올바르게유지·보수돼야함

장비가조직내구역밖에서운 되고있을경우에도조직내와동일한수준으로
보안위험을대비해야함

책상위에중요한자료를방치한채로오랜시간자리를비우지않도록하는
정책이있으며준수되고있는가?
컴퓨터에중요한화면을띄워놓고이석하지않도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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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시
스
템

운

안전한장비폐기및재사용

운 절차문서화

직무분리

개발/테스트/운 설비의분리

네트워크운 대책

인터넷접속관리

침입차단시스템운

원격운 관리

이동매체의관리

매체의폐기

자산목록

자산소유권

자산라벨링과처리

중요데이터나정품소프트웨어는장비내의매체가폐기되기전에저장된정보
가완전히삭제되고이에대한확인및점검이수행돼야함

운 지침및절차는문서화돼있으며, 다음과 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어야함
- 정보처리및취급요구사항
- 오류 및예외사항처리지침
- 예기치않은운 적·기술적문제발생시비상연락망
- 시스템문제발생시시스템재동작및복구절차, 시스템모니터링방안

운 인력에대한책임과직무분리가정의돼있어야하며, 개발자와운 자간,
혹은 운 자들간의직무분리가어려운경우는이에대한보완대책이있어야함

개발및테스트시스템이운 시스템이분리되어있어야하며, 운 환경으로
의소프트웨어이행은통제된절차에의해허가된방식으로이뤄지고문서화되
며승인돼야함

네트워크분리/접근권한통제/책임 및직무분리/원격접속설비관리등의내용
을포함한네트워크운 절차및보안정책이수립되고이행돼야함

인터넷연결시네트워크구성정책, 이메일/인터넷사이트의접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및전송등의사용자접속정책등과같은인터넷접속에대한정책이
수립돼있어야함

인터넷의연결은침입차단시스템에의해보호되고, 침입차단시스템등보호
장비를우회한인터넷접속을금지하고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에는최소한의
서비스만적용하고업무목적이외의기능및프로그램을제거해야함

네트워크를통해서시스템을운 하는경우시스템관리는특정터미널을통해
서만수행할수있도록제한해야함. 인터넷등외부망을통해내부시스템을
관리하는것을금지하고, 부득이하게허용할경우, 강력한 사용자인증, 암호
및 접근통제기능을설정해야함

USB 메모리, 이동형 HDD, 기타 모바일장비의 메모리장치등이동식매체사
용금지. 필수불가결한장비는승인을받고통제해야함

매체폐기절차가수립되어있어야하며, 주요정보를저장한매체가재사용될
경우, 데이터는재사용되기전에완전히지워져야함

정보자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데이터, 직원, 물리적 시설등)
은 조사돼있어야하고, 모든 주요자산목록은정리되고유지돼야함

중요한정보자산마다소유자, 관리자, 사용자가확인되고관련통제유지를위
한책임소재가명시돼있어야함

정보자산분류기준에따라정보자산에보안등급이일관성있게부여돼있으며,
물리적, 전자적 표시가부착돼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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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환경이행보안

시험데이터의보안

소스프로그램의접근보안

시스템문서화보안

정보교환정책및절차

교환협약

이동중인물리적매체

전자상거래

온라인트랜잭션

공개서버관리

네트워크서비스사용정책

외부연결을위한사용자인증

원격운 관리

운 프로그램의수정권한이적절하게통제되고있는가?
운 시스템에는실행코드만존재하는가?
시험이성공적으로완료되고사용자가최종인수를승인한후에만실행코드가
수행되는가?

시험데이터가운 데이터에준하여보호하고통제되는가?
운 환경에적용하는접근통제절차를시험환경에도적용하는가?
운 데이터가시험환경으로복사될경우, 인가절차를수립하여이에따라수
행하고있는가?
시험완료후운 데이터를시험시스템에서삭제하는가?

소스프로그램은실제운 환경에보관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가?
소스프로그램과목적, 프로그램간의버전관리가일관성있게수행되는가?
소스프로그램관리자가운 시스템별로지정되는가?
소스프로그램에대한접근통제절차를수립하고이행하는가?

시스템운 문서는허가받지않은접근으로부터보호돼야함
보안절차, 운 매뉴얼, 운 기록 등의시스템문서의목록이작성되어있고, 이
에 대한사용/복사 등의접근내역이관리되어야함

공식적인교환정책, 절차, 통제는 모든형태의통신시설의사용을통한정보의
교환을적절하게보호하고있어야함

조직내 혹은 외부 기관과 정보 및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한 협약이 수립돼야함

정보를포함하고있는매체는조직의물리적경계를넘어서는이동중에허가받
지않은접근/오용/손상으로부터보호하고있어야함

전자금융거래에대해인증시스템을통해거래당사자의신원을확인하고, 거
래당사자를제외한열람이불가능하도록암호화해야함

온라인 트랜잭션에 포함된 정보는 불완전한 전송, 잘못된 라우팅, 허가받지 않
은 메시지 변경 및 노출, 메시지 복사, 재전송 등을 예방해야 함

공개서버는내부망과분리하여설치되며, 침입차단시스템등에의해보호되
는등의네트워크보호대책이수립되고운 돼야함

사용자들은특별히사용이허가된서비스들에대한접근만할수있어야함

원격사용자에의한접근을통제하기위한적절한인증방법이사용돼야함

네트워크를통해서시스템을운 하는경우, 시스템 관리는특정터미널을통
해서만수행할수있도록제한되는가?
인터넷등외부망을통해내부시스템을관리하는것을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할경우강력한사용자인증, 암호 및 접근통제기능을설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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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상에서의분리

네트워크연결통제

사용자확인및인증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세션타임아웃

연결시간의제한

정보접근제한

민감한시스템분리

모바일컴퓨팅및통신

원격작업

보안요구사항분석및명세

정보보안이벤트보고

보안취약점보고

책임과절차

정보보안사고로부터의습득

증거수집

정보서비스, 사용자, 정보시스템등의그룹들은네트워크상에서서로분리돼야함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유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사용자
들의 권한은 접근통제 정책과 업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제한
돼야 함

모든사용자들은각자개인용도의유일한 ID를 가지고있어야하며, 사용자 신
분을입증할수있도록적절한인증기술이마련돼야함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은상호작용해야하며안전한패스워드를보장해야함

비활성화세션은허용된비활성화시간이지나면닫혀야함

매우중요한애플리케이션에대한연결시간제한이사용돼야함

정보및응용프로그램기능의접근이접근통제정책에따라제한되고있어야함

민감한정보를처리하는시스템은전용의또는분리된컴퓨팅환경에서수행돼
야함

이동컴퓨터보안에대한다음과같은정책이수립되어야함
- 이동 컴퓨터의사용
- 물리적보호/접근제어/암호화/백업/바이러스정책
- 내부 네트워크와의연결
이동컴퓨터로부터공공망을통해내부네트워크접속시적절한인식/인증/접
근통제대책(VPN 등 포함)이 수립돼있어야함

원격작업을통해내부시스템접근시관련식별/인증/접근통제대책이수립돼
야하고, 재택 근무의물리적보안환경이구축돼야함

신규정보시스템혹은현존하는정보시스템의향상안에대한업무요구사항문
서는보안통제를위한요구사항들을서술하고있어야함

정보보안이벤트는가능한신속히적절한관리채널을통해보고돼야함

정보시스템과서비스를사용하는모든직원과계약자, 제3자는 시스템이나서
비스에서관찰되거나의심되는어떠한보안취약점이라도알리고보고할수있
는대응체계가구축돼야함

경 진의책임과절차는정보보안사고에대하여신속하고효과적이며질서정
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수립돼야함

정보보안사건의형태와범위, 비용 등을정량화하고모니터할수있는메커니
즘이존재해야함

정보보안사고후사람및조직에대한대응조치는민형사상법적조치를포
함하기때문에증거가수집,·유지되고, 관할 사법권규정대로증거에관한규
칙에따르도록제공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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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한법률확인

정보처리설비의오용예방

기술적준수검사

정보시스템감사통제

보안감사계획및이행

감사결과및사후관리

감사로깅

시스템사용모니터링

로그정보보호

관리자와운 자로그

실패로그

사용자등록

특권관리

사용자패스워드관리

사용자접근권한검토

모든관련법령, 규정, 계약상 요구조건, 이러한 요구조건들을만족시키기위한
조직의접근방법등이명확하게정의되고, 문서화되고, 각각의 정보시스템과조
직에대해항상갱신, 유지돼야함

사용자들이허가받지않은목적을위한정보처리설비사용을금지해야함

정보시스템들은보안이행표준을준수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검사돼야함

감사요구사항과운 시스템들에대한검사를포함하는활동은신중하게계획
되고업무프로세스에대한중단위험을최소화할수있어야함

정보보호감사에대한정책및공식적인계획이수립돼있고계획에는대상,
범위, 주기, 방법, 절차, 감사자, 감사도구등이포함돼있어야함.
정보보호감사조직이적절하게구성돼있고, 정보보호감사인력에대한자격요
건이정의돼있으며, 감사인력이독립성및전문성을보유하고있어야함
정보보호감사는정기적으로수행되어야함

감사결과에따라감사보고서가작성돼있으며, 감사결론을위한증거가충분히
뒷받침돼야함
감사결과를경 진에게보고하는보고프로세스가존재하며이에따라적정한
책임자에게보고가이루어지고있어야함
감사결과에따른지적사항이이행되도록사후관리가이루어지고있어야함

활동, 예외, 정보보안이벤트등을기록하는감사로그가생성돼야하며향후
발생하는조사활동과접근통제모니터링에활용가능하도록정해진기간동안
보관돼야함

정보처리설비의사용을모니터링하는절차가수립돼야하며모니터링활동의
결과는정기적으로검토되어야함

로깅시설과로그정보는무단변조허가받지않은접근으로부터보호돼야함

시스템관리자와시스템운 자의활동은로깅돼야함

실패항목은로깅/분석돼야하고이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뤄져야함

공식적인사용자등록/해지를위한계정관리절차를수행하고있는가?
사용자는유일한식별자를가지고그룹명은적절한명명규칙을따르고있는가?
사용자계정생성및권한부여절차가한사람이모두수행하지못하도록적절
히직무분장돼있으며, 사용자권한변경의기록을별도로검토하고있는가?

시스템관리자/DBA와 같은특별권한할당/사용이통제되는가?

사용자패스워드관리절차가존재하고이에따라이행되고있는가?
- 안전한패스워드사용기준/초기 패스워드할당후의변경/패스워드의암호화
/패스워드의재발급등

접근통제정책및절차에의해결정된접근권한을적절히반 한접근통제방
법이있고이를적절히운 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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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관리자체크리스트

(주)시큐브 정보보호기술 전임연구원 이진명

(주)안철수연구소 컨설팅서비스 사업부 이현수 전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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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관리규정점검

제품점검

Network 점검

정보보호관리규정제정및
준수

정보보호전담조직(정보보호책
임자등) 구성 및운

정보보호교육실시

정보보호제품구축현황및
운

서버및 PC 등의 백업및패치

불법적인네트워크접근및
경로에대한감시·통제

보안조직의구성, 자산의분류및통제, 인적 보안지침, 사용자
교육지침, 정보보안사고대응절차등정보보호정책및지침을
마련해전직원과공유하고보안감사활동의수행하는가?

정보보호전담조직을구성해최고경 진직속의형태로운
하는가?
CSO를 별도로두고정보보안을위해외부기관과협조체계를
구성하는가?

임직원을대상으로정보보호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가?
정보보호전담인력은전문교육을주기적으로받는가?

정보보호시스템을구축하고운 사항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
하며최신패치를유지하도록관리하는가?

중요한서버에대해주기적인백업을실시하는가?
서버, DB 및 네트워크장비및시스템에대한최신패치를정
기적으로설치하는가?
주요서버에대한로그관리(기록 및분석)를 수행하는가?

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취약성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외부에서
내부로의네트워크접근을통제하기위한DMZ를구성했는가?
네트워크트래픽모니터링을위한도구를마련하여보안에활
용하고네트워크흐름을통제하기위한절차나방안을수립해
시행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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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점검

사용자보안대책

CPU 점유율확인

Public SNMP Community

MRTG 그래프확인

QOS 설정 여부

Netbios 필터

펌 웨어업그레이드

로그인내역확인

로그용량확인

저장공간확인

주요데이터보호대책

해킹, 침해사고등에대한
정보획득

침해사고해결방안및후속
조치

사고예방

중요서버의패스워드를정기적으로변경하는가?
내부사용자 PC 보안을위한정보보호가이드를제정해운
하는가?
- 부팅 및화면보호
- 파일 공유비 번호설정
- 안티바이러스및복구솔루션설치
- PC 방화벽설치
- 중요 자료백업
- PC의 취약점패치등

장비의 CPU 점유율이높지는않는가?

Snmp Community가 Public으로 돼 있지않은가?

SNMP를이용해트래픽그래프를정기적으로생성해확인하는가?

QOS 설정은추가할것이없는가?

Netbios 패킷을 차단하고있는가?

장비의보안취약점에대한최신패치가적용돼있는가?

모르는접근이있지는않는가?

로그용량이지나치게크지않는가?

로그의저장공간은충분한가?

주요데이터암호화등의보안대책과중요정보의저장매체에
대한폐기절차를수립, 시행하는가?

해킹및침해사고가발생하는즉시통고받을수있는정보획
득채널을확보하고국내외해킹및보안사고에대한주기적인
모니터링을수행하는가?

침해사고발생에대처하기위한긴급연락체계를구축하고, 사고
처리가종결된후이에대한정 한분석과재발방지를위해 IT
아웃소싱구현방법및사례연구방지대책을수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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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웹방화벽체크리스트

인포섹(주) 기술팀 이준희 과장

joonhlee@skinfosec.co.kr

구 분

성능점검

취약점점검

점검항목

웹방화벽성능점검

보호기능점검

XSS 취약점

SQL Injection 취약점

디렉토리인덱싱

쿠키스니핑/조작 가능성

백업파일

디폴트페이지

에러페이지미비(404, 500)

서버설정취약점(http method)

버퍼 오버플로우취약점

웹서버정보노출취약점

파일업로드

점검내용

장비기본성능측정

HTTP 처리 능력

사용자요청검사/서버컨텐츠보호기능/학습기능/서버정보위장

세션정보노출또는임의명령실행

악의적인쿼리또는시스템실행

디렉토리정보파악및서버정보획득

쿠키조작을통한권한상승또는데이터조작

하드코딩된정보의노출또는시스템정보노출

취약한초기디폴트취약점에의한정보노출

서버시스템정보노출및에러정보획득

서버설정오류를이용한권한획득

권한획득및예외상황발생

http header 를 통한 서버정보획득

파일업로드 ACTION URL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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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점검

관리기능점검

파일다운로드

보고서

정책관리

학습기능

기타

사용자개인정보노출취약점

파라미터변조취약점

주석정보노출취약점

URL 강제 접속

취약한패스워드

관리자페이지 IP 접근제어설정

인증우회

히든필드점검

DOS 공격 취약점

과다요청취약점

접근기록

차단로그이해의편의성

로그유지

파일다운로드절대경로정보

필요시보고서생성이가능한가?
필터링에의해필요한보고서만작성이가능한가?
다양한형식(Word, Excel등)을 지원하는가?

예외처리기능이존재하는가?
Application별 다른 정책설정이가능한가?
사용자정의정책작성이가능한가?
탐지, 방어정책혼용이가능한가?
정책 Roll-Back 기능을 사용할수있나?

신뢰호스트만학습가능한가?
보안정책변경내용을기록할수있나?
자동학습기능이지원되는가?

UI 자체의 보안
UI는 어떤방식으로구현되었는가?
별도의관리용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가?

개인정보가노출되는페이지

연속되거나추측가능한파라미터 Value 조작에 의한정보요청

취약한주석이노출되고있는특정페이지

시작, 진입, 최종 URL 설정

회원가입, 비 번호 변경기능의 URL 및 파라미터정보

IP 접근제어설정을위한디렉토리정보

취약한인증방식으로상황에따른정보

Hidden Field Value가 유지돼야하는페이지(전, 후)

특정 IP에 대한과다요청제어

알려진웜바이러스시그니처탐지

접근기록이남는가?
지원로그포맷의종류는?
Log 서버로의전송이가능한가? (전송 방식지원)

로그 형식은이해하기쉽게정리되었는가?
세 한로그보기가가능한가?
조건별로검색이가능한가?

최대보존기간설정이가능한가?
로그는자동백업이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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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웹관리자체크리스트

(주)시큐브 정보보호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진명

hubgo@secuve.com

구 분

웹서비스점검

Upload/Image 
디렉토리취약점

패치적용

로그분석

점검항목

웹서버실행권한

CGI 보안

관리자페이지인증

웹페이지존재여부

업로드파일비교

업로드퍼미션

웹서버보안패치

게시판보안패치

WAS 보안 패치

로그통계확인

로그용량확인

저장공간확인

점검내용

Web 서버가 Nobody 권한으로실행되고있는가?

취약한 cgi 프로그램은존재하지않는가?

관리자웹페이지는인증으로보호되는가?

웹 페이지가올라와있는가?

업로드하지않은파일이존재하는가?

업로드한파일에실행권한이부여된것은없는가?

웹 서버의최신보안패치는적용돼있는가?

게시판에사용된보안취약언어는없는가?

WAS의 최신보안패치가적용되어있는가?

특정 IP에서만많은접속이있는가?

로그용량이지나치게크지않은가?

로그의저장공간은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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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서버보안관리자체크리스트

(주)시큐브 정보보호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진명

hubgo@secuve.com

구 분

사용자계정정책

Tcp/Wrapper

/etc/inetd.conf

점검항목

보안상취약한계정

루트권한의유저존재여부

Default Vender Accounts 
관련

C2 Level 적용 여부

Password 취약성

/etc/hosts.deny

/etc/hosts.allow

파일 Permission

‘r’command 사용 여부

점검내용

패스워드가없는계정, 특별 계정들은없는가?
서비스되고있지않은 ftp, uucp 계정을유지하고있는가?

/etc/passwd 에서 UID가 0인 유저가존재하는가?
/etc/passwd 에서 GID가 0인 유저가존재하는가?

/etc/passwd에서 보았을때, Default vender Accounts인 sys,
bin 등에 shell이 부여되어있는가?

/etc/passwd 파일에서유저들의패스워드항목이암호화되어
있고, /etc/shadow 파일이존재하는가?

패스워드는최소 6자 이상으로설정되어있는가? 
추측하기쉬운패스워드로, Crack에취약한패스워드가존재하는가?

파일내용을“ALL:ALL”로 구성, 불필요한모든서버로부터의
접근거부를하는가?

꼭 필요한 Administrator 또는 Manager에게만 접근권한을
주도록되어있는가?
/etc/hosts.allow Permission이 600인가?

Permission이 600인가?

Shell, login, exec를 #으로 remark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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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설정상태

/etc/inetd.conf

System Trust 관계

시스템 Start-up
관련 파일
접근권한

기타보안관련
설정상태

불필요한파일
존재여부

불필요한 NFS의
사용여부

해킹흔적이존재
하는가?

rpc daemon 사용 여부

Tftp 사용 여부

DoS 공격에취약한서비스
사용여부

기타불필요서비스사용여부

Version

TCP/Wrapper적용

ftp user

/etc/hosts

/etc/rc*

/etc/init.d

Patch 상태

보안상취약하거나의심스러
운루트권한의 suid bit가 설
정된파일이없는가?

불필요하거나민감한
directory가 외부로 mount가
가능하지않은가?

로그파일분석

sadmin, ttdb, cmsd 등의 보안에취약한 rpc daemon들을
#으로 remark 하 는가?

Tftp(Trivial FTP)가 #으로 remark되었는가?

echo, discard, daytime, chargen가 #으로 Remark되었는가?

불필요한서비스가 Remark되었는가?

보안에취약한 Version은 아닌가?

TCP/Wrapper에 의해원격으로부터의 FTP 접속을제한했는가?

ftp 유저의 홈디렉토리가루트소유인가?
Anonymous ftp 서비스가제공되지는않는가?
ftp account의 login shell이 /bin/false인가?
/etc/ftpusers 안에 root, bin, uucp, ingress, daemon, news,
nobody, ftp, anonymous 등의 vendor가 지원하는 Default
User들을 등록했는가?

불필요한시스템이포함되어있지않은가?

Perm : 755 이하

Perm : 755 이하

Patchdiag를 이용, 최신 보안패치적용여부점검

Setuid bit가 설정된파일의조사

showmount-e

messages/sulog/lastlog/xferlog/last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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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PC 관리담당자가점검해야할체크리스트

1 중요 서버의데이터에대해정기적인백업시스템을갖춘다. 

2  모든 클라이언트시스템에백신및 PC 보안제품을설치한다. 

3  파일서버, 메일서버, 그룹웨어서버에도모두보안솔루션을설치하여관리한다. 

4  보안솔루션을모두최소 1주일에한번이상정기적으로엔진업데이트한다. 

5  사내악성프로그램유입및전파시신속한감염시스템파악을위해시스템에고정 IP를부여하여관리한다.

6 방화벽설정을통해불필요한포트는모두막는다. 

7  사내 보안지침문서를구비한다. 

8 사내 보안지침을위반하여회사에피해를입혔을경우에대한인사조치사항등을사내보안지침문서

에명기한다.  

9  전 직원을대상으로정기적인보안교육을실시한다.  

10   정기적으로사내보안감사를실시한다.  

11   정기적으로보안관련사이트를방문하여최근보안정보를확인한다. 

12   보안 취약점발표시패치적용에대한공지를그날안에클라이언트에게전달하고, 클라이언트의패치

적용여부가관리자에게전달되도록시스템을구축한다.  

13   새로운보안문제발생시직원들이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대응지침이신속하게전달되는체계를갖춘다.

14   외부에서반입되는시스템에도사내보안지침을적용한다. 

15   연휴 때는사용하지않는모든시스템의전원을끈다. 



어느날갑자기신용카드연체통보가날아왔다. 은행잔고를확인하니‘0’이었다. 휴

대폰의스팸성문자메시지도부쩍늘었다.

스팸메일한번잘못클릭하면이런피해를입게될수있다. 거래처를가장한스팸메

일을잘못열었다가개인정보를빼내는웜에감염되어윈도우업데이트나바이러스백신

검사를해보지않았던PC에들어있는정보가줄줄이새어나가은행통장의잔고는‘0’이

되고복제휴대폰으로인한피해를비롯하여,대출관련전화를비롯한온갖스팸문자메

시지에시달리게된다. 이런피해사례를들으면PC의인터넷을끊어버리고싶은생각이

들게마련이다. 또한, 시중은행인터넷뱅킹을가장한피싱사이트에서부터은행이나게

임 사이트의 온라인 거래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PC 관리를 잘 한다고

자부하는사람들도피해에서자유롭지못하다. 스패머들은어떻게든보안취약점을찾아

07

PC 보안체크리스트

인포섹㈜ 보안연구센터 홍진기 이사

jkhong@skinfo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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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은엔드포인트보안으로끝난다고해도좋을만큼사용자의PC 관리는보안시스템에서매

우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PC 보안은기업전체시스템보호를위해서도중요하지만, PC를이용하

는개인의피해를예방할수있어중요하다. 자신의정보를보호하고, 더불어회사시스템을보호하기

위해지켜야할기본적인수칙을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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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마련이다. 

정보보호는기업에만한정된것이아니다. 개인의사생활과재산보호를위해개인정보

보호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 가장취약하기쉬운개인PC의정보보호는어떻게할까.

전문가들이제안하는‘PC 안전하게관리하는방법’을참고해PC 안전성을점검해보자.

개인정보보호체크리스트

1. 윈도우운 체계는최신보안패치를모두적용한다.  

2. 인터넷로그인계정의패스워드를자주변경하고, 문/숫자/특수문자조합으로6

자리이상으로설정한다. 로그인ID와패스워드를동일하게설정하지않는다.  

3. 해킹,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등을종합적으로막아주는V3 같은통합보안제품을하

나정도는설치해둔다. 설치후항상최신버전의엔진으로유지하고부팅후보안

제품이자동업데이트되도록하고, 시스템감시기능이항상작동하도록설정한다.

4. 웹 서핑시‘보안경고’창이뜰경우에는신뢰할수있는기관의서명이있는경우

에만프로그램설치에동의하는‘예’를클릭한다. 잘모르는프로그램을설치하겠

다는경고가나오면‘예’‘아니오’중어느것도선택하지말고창을닫는다. 

5. 이메일확인시발신인이불분명하거나수상한첨부파일이있는것은모두삭제한다.

6. 메신저프로그램사용시메시지를통해URL이나파일이첨부되어올경우에는메

시지를보낸이가직접보낸것이맞는지를먼저확인하고실행한다. 

7. P2P 프로그램사용시파일을다운로드할때에는반드시보안제품으로검사한후

사용한다. 

8. 정품 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 인터넷을통해불법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해설치

하는경우, 이를통해악성코드가설치될가능성이높다.

9. 중요한자료를주기적으로백업해만일의상황에정보를잃는일에대비한다. 

온라인금융및게임사용시개인정보유출예방수칙

1. 온라인게임계정정보를외부에공개하지않는다. 특히, 게임관리자또는업체를



사칭하는사람에게게임계정을알려주지말아야한다. 게임운 자는사용자에게

계정정보등의개인정보를요구하지않는다.

2. 온라인게임에접속할때는일정한장소에서한다. 게임방등과같이불특정다수

가컴퓨터를사용하는장소에서계정정보유출등의문제가많이발생하므로가능

한한일정한장소에서게임을하는것이좋다.

3. 온라인게임해킹툴을사용하지말아야한다. 인터넷에서구할수있는온라인게

임해킹툴을통해악성코드에감염될수있으며, 이를통해계정정보등이외부로

유출될수있다.

4. 의심스런웹사이트에정보를입력하지말아야한다. 온라인게임관련홈페이지로

위장한가짜홈페이지를통해계정정보등이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고있다. 의심

스런웹사이트에는정보를입력하지말고해당게임업체로문의해확인한다.

5. 금융거래를공공장소에서하지말아야한다.

6. 금융거래용공인인증서는USB 같은별도저장매체에저장한다. 

피싱사이트와정상사이트구분하기

1. 정상적인인터넷뱅킹사이트는공인인증서비 번호, 계좌비 번호, 보안카드비

번호등개인정보를여러창에걸쳐입력하게돼있지만, 피싱사이트는한화면

에서동시에입력하도록돼있다.

2. 이체거래때정상사이트는화면상에자신의출금계좌번호를선택하게돼있지만,

피싱사이트는이용자가직접입력하도록돼있다.

3. 정상사이트는로그인절차(ID 및패스워드또는공인인증서입력)를거쳐야인터

넷뱅킹화면이나타나는반면, 피싱사이트는화면상의주소창에은행주소만치

면바로화면이나타난다.

4. 정상사이트는보안카드비 번호2자리를2회만입력하도록요구하나, 피싱사이

트는그이상의자릿수및횟수를입력하도록요구한다. 

5. 정상사이트는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시별도의인증서선택창이뜨지만, 피싱

사이트는화면에서직접입력하게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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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윈도우

파일

점검항목

최신의서비스팩과핫픽스가설치돼있다.
새로운 Windows Update는 최소한한달주기로업데이트한다.
로그인 암호는 8자리이상 문과숫자혼용으로이용한다.
로그인 암호는최소한달에한번변경한다.
CMOS 패스워드를설정했다.
화면보호기암호를설정했다.
공유 폴더이용시패스워드를설정했다.
관리 공유폴더를제거했다.
Windows 방화벽기능을설정하여사용하고있다.

NTFS를 사용하여사용자별로접근을제한하고있다.
중요 데이터는원격지에백업돼있다.
필요한 경우파일을암호화하여저장하고있다.

애플리케이션

안티바이러스

메일

인터넷옵션의보안설정을보통이상으로설정했다.
ActiveX 관련 설정을올바르게설정했다.
자동 완성기능을사용하지않도록설정했다.
‘개인정보’탭의보안수준을‘보통이상으로설정했다.
웹메일의경우, 보안접속기능을사용하여로그인한다.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사용할 IE’의 보안 역을‘제한된사이트 역’으로설정했다.
바이러스확산방지를위한수칙을알고있으며지키고있다.
백신을 이용하여첨부파일을매번검사하고있다.
메신저 사용중알수없는곳에서의파일수신을한적이없다.
P2P 사용시환경설정을재설정한다.
실시간 감시/자동 업데이트/E-mail 감시기능을설정해사용하고있다.

PC용 방화벽을설치해사용하고있다.
아웃룩 등메일클라이언트프로그램사용시미리보기기능을사용하지않는다.

메일 클라이언트프로그램의기능을활용해‘광고’등기본적인필터링을설정하고있다.
발송자가불분명한곳에서온메일을열지않고삭제한다.
발송자가불분명한곳에서온메일의첨부파일을열지않고삭제한다.
발송자가불분명한곳에서온광고메일을통해물건을구매하지않는다.
인터넷 상에서신뢰할만한사이트가아닌곳에자신의이메일주소를남기지않는다.
원하지 않는광고메일에대해수신거부의사를전달하지않는다.
원하지 않는휴대폰문자광고에대해해당이동통신서비스회사에차단을요청한다.
인터넷 사이트이용시광고프로그램설치에동의하지않는다.
불법 스팸메일에대해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