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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분야에서의 직무

개발자/연구자
-개발 아이디어

-구현능력

정보보호

정보보호관리자
-현실성
-적용성

엔진이어
-세부 기술의 구현

- 보안 시스템의 운영
- 시스템, 네트워크 등

컨설턴트
- 체계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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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이란? 

목표

가야할곳이무엇인가?
어떻게가야하나?
무엇이문제인가?
무엇을해야하나?

컨설턴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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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사업의 의의

어떻게 하면 최소비용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

을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정보와 변화하

는 기술가운데 우리에게 최적인 솔루

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안수준의 향

상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

새로운 위험새로운 위험

새로운 기회새로운 기회

정신없이 발전하는 기술정신없이 발전하는 기술

수 많은 정보들과 솔루션들수 많은 정보들과 솔루션들

-자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전문가를 보유할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과 적은 투자로 전문가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잡고싶음.
-우리의 내부의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음.
-우리가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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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사업의 의의

고객의 측면

• 짧은 시간에 전문가 확보, 방향 설정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확보

• 기업의 인식 상승

• 객관적 진단

사업의 측면

• 산업의 첨병 역할

• 기업의 Value의 고급화 유도

•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 경쟁력이 갖추어지면 수익성도 보장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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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 컨설팅의 내용

구현구현

설계설계

관리관리

평가평가

1.환경 및 요구분석

(CA)

2.취약성분석 및
위험평가

(RA)

3. 쳬계설계 및
계획수립

(MP)

4. 솔루션 구축

(IM)

5. 이행지원 및
유지관리

(MA)

1.2 보안현황 분석

1.1 업무현황 분석

1.3 요구사항 분석

2.1 자산분석

2.2
통제평가

2.2
통제평가

2.8 위험 평가
2.8 위험 평가

2.3
취약성점검

2.3
취약성점검

2.4
모의해킹

2.4
모의해킹

2.5
위협분석

2.5
위협분석

2.6
취약성분석

2.6
취약성분석

2.7
기존대책

분석

2.7
기존대책

분석

3.2 정책/지침 설계

3.1 정보보호체계
설계

3.3 솔루션 설계

3.4 마스터플랜
수립

4.1 솔루션선정

4.2 솔루션 구축

5.1 정기점검

5.2 교육

5.3 감사지원

5.4 침해사고 대응지원

5.5 보안정보제공

5.6 보안관리시스템

5.7 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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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정보보호 컨설팅의 한계

컨설팅의 유익 그러나…대부분 컨설팅의 접근법

유익: 취약점 발굴, 보안인식 증대, 보안 시스템 도입

아쉬움

- 이행곤란, 보안시스템 도입중심

- 취약성 해결중심

- 보안업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아키텍쳐 및 이행지원 중심이 아님…

- 변경관리 곤란

기존 시스템 중심

취약성 분석

보안시스템 선정 및 배치

관리적 지침/절차 제시

구현구현

설계설계

관리관리

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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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이무엇인가? 

정책이무엇인가? 

Objective: what is to be achieved
Strategy: How to achieve the objective
Policy: the rule for achieving the objective 

Corporate Business 
Policy

Derived form 
objectives and 

strategy

Corporate
Marketing 

Policy

Corporate
Security 

Policy

Corporate
IT Policy

Corporate
IT Security Policy

Department
IT Security Policy

System A, B, C…
IT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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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위험이무엇인가? 

국내의 현실!!! 

- 측정훈련부재, 업무위험파악곤란, 기업부재, 

잘못된 평가방법 선택

대응방안 ??? 

- 위험관리 체계선택, 평가훈련, 지식축적, 위험추적

- 보안, 비용 , 편의성 간의 trade-off 
존재

- 절대적인 보안은 불가능

- 적합한 보안 필요

(어느정도의 위협, 정보자산의 가치, 
위험의 수용정도 고려)

- 성능, 사용성 저하 등의 관리비용
고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가능한 핵심시스템을 보호

Only the right people get 
access at any time to the r
ight information with the 
best possible performance 
and at the lowest possibl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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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Technology

보안전략

정책, 절차

보안기술 프레임웍

Data 

Application 
User 

System 
Network 
Physical 

성과측정 사고대응 사업연속 인력보안 보안교육 감사/인증

보안관리 프레임웍

Enterprise Architecture & IT Planning

Process

Principle

-변화하는 요구 대응

-통합된 보안서비스 제시

-플랫폼 독립적으로 일관된 체계

-사용성 최대화, 미래 변경 최소화

-보안레벨의 적정화

아키텍쳐가무엇인가?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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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유지관리방안은무엇인가? 

Deploy Deploy 

Design Design 

Manage Manage 

Assess Assess 
특성

-평가와 설계는 순간이지만 이행과 유지관리는 연속임.

-정착이전 까지는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

-추진요인이 부족한 경우 원 상태로 돌아가기 쉬움

-초기에는 경영층의 강력한 보고, 감사 필요

CSF

-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단계적 방안

- 측정과 감사

- 인증준비 및 획득

- 시스템화

- 보안회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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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의 컨설팅의 현실은? 

현재는 일반적으로

- 레퍼런스

- 영업력

- 적절한 이합집산 전략

- 컨설턴트 개인들의 역량

- 낮은 가격

- 제안서 작성 능력

들이 수주 포인트…

결국

컨설턴트는…
- 인력활용 극대화 정책에 연류

- 이전 지식의 반복적 활용

- 반복된 문서작업

보안 컨설팅의 현재

• 인력들의 산재

• 비슷한 방법론과 자료

• 비슷한 서비스

• 수 많은 회사

과연비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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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응방안

경쟁력 있는 컨설턴트는 항상 필요로 하게 되어 있음…

컨설팅회사의 경쟁력

• 최고의 인력
최상의 자료: 선진 자료, 광대한 DB

• 차별화된 서비스

• 브랜드 Name

컨설턴트의 경쟁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 논리적 사고능력

•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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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설턴트의 자격

컨설턴트의 자격

• 고객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고객을 도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

• 고객들과 대화하고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

•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를 즐기는 사람

• 다양한 지식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

•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

•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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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설턴트로서의 강화

커뮤니케이터 능력 향상

• 요구의 파악 및 해결: 고객은 뛰어난 산출물을 원하지 않음. 고객은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최상으로 생각함. 너무 만족시키려면 우리의 비용
이 상승하므로 문제가 있음.

• 고객중심의 생각: 고객이 고민하고 있었으나 표현하기 어려움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아이디어
를 제시함. 고객의 편에서 항상 생각함.

• 고객을 리드함: 고객이 잘 알면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음. 고객에게 리드를 당하면 우리가 할
것을 놓치게 되어 결국 고객의 즉시성 일만 돕는 뒤치닥거리가 되다가 끝남.

• 고객을 공부시킴: 고객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컨설팅 당시는 편하지만 컨설
팅 이후 문제가 생김. 고객의 실력을 최소 남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상
승시켜 주어야 함.  

• 고객의 다른 문제도 해결: 보안외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약간의 노력을 들여 고객을 도울 수 있
다면 금상첨화임.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함.

• 고객에게 필요한 사람: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술만으로 해결하는 사
람은 결코 고객이 신뢰하지 않음. 실력과 능력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함.

• 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 전화, E-mail 등을 이용하여 한번 고객을 항상 자신의 고객으로 삼고
컨설팅 이후라도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에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응답해주어야 함. 고객은 도
움받으면 결국 갚게 되어있음.

• 고객자료들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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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설턴트로서의 강화

논리력/표현력 향상

• 논리력: 산출물, 발표자료 등이 논리에 맞아야 함. 나 자신이 논리가 명확해야 함.
• 문제의 현상 및 해결을 항상 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함.
• 표현력: 내가 가진것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산출물을 내용 품질 뿐아니라 형식 품질도 높일 수 있어야 함. 최고의 제안서나 산출물

을 항상 벤치마킹해서 힘들더라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함. 잠시 편하고 예전것을 그대로 쓰면
결코 발전하지 않음.

전문지식 향상

• 무조건 자신이 국내 최고 또는 최상인 분야가 한 가지는 있어야 함.
• 학위나 자격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교육,기고 등을 신경쓸 필요가 있음.
• 자신이 최고인 것을 고객이 알면 고객은 컨설턴트를 존중하게 됨.
• 이 분야외에 다른 분야는 최소 communication은 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함.

• 컨설턴트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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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설턴트로서의 강화

출발점

• 기술적인 분야의 선정 및 전문가

• 방법론의 습득

• 파워포인트, 표현 능력 향상

• IT의 다양한 분야의 스터디

•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스터디

• 보안 과정의 스터디

• 프로젝트에서의 경험 향상

• 자격증 취득

• 끊임없는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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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설팅의 방향

•Complete lack
of any recogniz
-able  processes

•Complete lack
of any recogniz
-able  processes

NonNon
--ExistentExistent

Level 0

• The organization 
has recognized
the issues exist 
and need to be
addresses. 
•No standardized
processes

• The organization 
has recognized
the issues exist 
and need to be
addresses. 
•No standardized
processes

InitialInitial

Level 1

•Processes have 
developed to the
stage where 
similar procedures 
are followed by 
different people
undertaking the
same task.

•Processes have 
developed to the
stage where 
similar procedures 
are followed by 
different people
undertaking the
same task.

RepeatableRepeatable

Level 2

•Procedures have
been standardized
and documented, 
and communicated
through training.

•Procedures have
been standardized
and documented, 
and communicated
through training.

DefinedDefined

Level 3

•It is possible to 
monitor &measure
compliance with
procedures and
to take action 
where processes

appear not  
to be working
effectively. 

•It is possible to 
monitor &measure
compliance with
procedures and
to take action 
where processes

appear not  
to be working
effectively. 

ManagedManaged

Level 4

•Processes have been
refined to a level 
of best practice, 
based on the results
of continuous 
improvement and
maturity modeling 
with other 
organizations.

•Processes have been
refined to a level 
of best practice, 
based on the results
of continuous 
improvement and
maturity modeling 
with other 
organizations.

OptimizedOptimized

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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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설팅의 방향

The Third Wave: Institutionalization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Cultivating an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right throughout a 
company
-Implementing metrics to continuously and dynamically measure 
Information security aspects in a company

The Second Wave: Management 
-Internet, E-commerc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organizati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r
-Corporate effort regarding information security            

The First Wave : Technical 
-Mainframe-based        
-Technical people responsible for information security

Source: Sl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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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설팅의 방향

• 무선 네트워크

• 문서

• 서비스와 컨설팅의 결합

• 애플리케이션 개발

• End-to-End
• Assurance and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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