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 민간 부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종합계획 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2019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 - - - - - - - - - - -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정보보호 분야 계획           ----------- -

2019. 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마련

◇ ICT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금번 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계획을 현행화

◇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연 2회 ‘민·관 협의회’ 개최 추진

※ 관계부처국장급, 정보보호분야산·학·연 및 일반기업등참여



목 차

 Ⅰ. 추진배경 ·······················································  1p 

 Ⅱ. 환경변화 ·······················································  4p 

 Ⅲ. 비전 및 추진전략 ······································  6p 

 Ⅳ. 중점 추진과제 ············································  7p 

   1.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7p

   2.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13p

   3.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19p

 Ⅴ. 기대효과 ······················································  24p

 Ⅵ. 향후계획 ······················································  25p



- 1 -

Ⅰ. 추진배경

□ 최근 랜섬웨어,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IP 카메라 해킹 등 사이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 확산

ㅇ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000억원(’18)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사고에 따른 글로벌 피해 규모는 약 6천억

달러(6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맥아피, ’17)

□ 드론, 자율차 등 ICT 기술이 발전·확산되면서 사이버위협이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ㅇ 기존 PC‧네트워크 중심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로는 신기술을 기반

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 발생

블록체인 ∙블록체인 거래기록이 조작되어 가상통화 유출사고 발생(’18, 일본)
드론 ∙제14회 해킹방어대회(HDCON)에서 드론 해킹 시연(’17, 한국)

자율차
∙전파 송신기를활용한자동차해킹으로차량도난사고발생(’17, 영국)
∙루벤대(KU Leuven), 스마트카테슬라모델S 해킹취약점발견(’18, 벨기에)

□ 한편,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있으나, 국내 보안 산업은낮은 경쟁력으로 성장 잠재력 부족

ㅇ 미·영·중·일 등 세계 각 국은 각종 사이버보안 전략을 마련하며 보안

투자를확대, 글로벌 보안시장 규모는연평균(’18~’21) 약 7.9% 성장 전망
⁕ ’18년 약 960억 달러(약 107조원)에서 ’21년 약 1,215억 달러(약 136조원)(’18.3, Gartner)

ㅇ 이에 따라 해외에는 대형 글로벌 보안기업이 성장하는 반면, 국내

보안산업의 경우 영세성, 기술력 미흡 등으로 시장 확대 한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보안 수요

증대를 기회로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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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간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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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변화

□ 신기술 기반의 사이버공간 확장

ㅇ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면서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스마트화가 진행

ㅇ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

단계에 진입하면서 의료, 법률 등 전문 영역까지 사이버공간과 연결

ㅇ 드론, 자율차와 같은 혁신 기술·제품이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결합을 촉진

□ 사이버공간의 확대에 따른 보호 대상의 증가

ㅇ IoT 기기가 가정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등 사회

기반시설까지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기기가 증가

  ※ ’20년 IoT기기 약 204억 대로 확대 전망(’17년, 가트너)

ㅇ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스마트 그리드 등 일반 산업과 ICT의

융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산업 분야가 사이버위협의 대상에 포함

ㅇ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이

집중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

□ 신기술로 무장한 사이버공격의 진화

ㅇ 기존 봇넷, DDoS 공격은 IoT 기기를 기반으로 IoT 봇넷, IoT

DDoS로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규모 급속 확대

※ 미국 DNS 서비스 기업 DYN社 대상으로 IoT기기 활용 디도스 공격 발생(’16)

ㅇ 특정 타겟의 취향과 상황 정보를 활용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사회공학적 방식으로 지능형지속공격(APT)이 끊임없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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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과 정상적인 접근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공격 후 클라우드 계정을 폐기하여 탐지·추적을 회피

ㅇ AI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자동화하고, 방어 회피 알고리즘을

사이버 공격에 적용하여 보안 장비의 탐지를 우회
※ 윈도우 등의 악성코드 탐지체계를 우회하는 新 악성코드(얼리버드) 발견(’18)

ㅇ 이메일, 소프트웨어 및 웹 사이트의 취약점 등 알려진 침투 경로

이외에 공급망과 같은 신규 경로로 공격 채널이 다변화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심화

ㅇ 랜섬웨어, 가상화폐 탈취 등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
※ 日가상화폐거래소코인체크해킹으로약 5,700억원 규모의가상화폐탈취피해(’18)

ㅇ IoT기기, 드론, 자율차에 대한 위협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 양상을

정보 유출·시스템 파괴에서 자산과 생명 위협으로 확대

ㅇ 클라우드 센터와 초대형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되는 데이터 대상

공격으로 정보 유출 규모 대형화
※ 미국 신용평가사 이퀴팍스(Equifax) 1억 4,300만명 개인정보 유출(’17), 페이스북

해킹으로 5천만명 계정 유출(’18.9), 메리어트 호텔 그룹 5억명 개인정보 유출(‘18.1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v 시사점 v

þ IoT 기기 및 융합 신산업분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 및 보호조치 강화 필요

þ 사이버위협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육성하여 사이버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보안 수요와 연계, 성장동력화 필요

þ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 보안

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심 사회 기반 강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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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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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 추진과제

 1.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현황 및 추진방향 ▶

q 사이버위협 및 대응 현황

ㅇ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종 악성

코드, 보안취약점 등 사이버위협 또한 급격히 증가
※ 일 평균 약 4만3천개의 신규 악성코드 등장 (출처: 카스퍼스키, ’17년)

※ IoT 취약점대응건수 3년간 455% 증가(’15년 : 156건→ ’17년 : 867건) (출처 : KISA)

- 특히,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이버 침해사고 및 피해 증가
※ IP카메라 4,912대를 해킹하여 개인 사생활 몰래 촬영한 일당 검거(’18.10)

※ 코인레일, 빗썸(’18.6) 등가상통화취급업소에최근3년간7건(1,000여억원)의해킹피해발생

ㅇ ICT 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전통업종(제조, 건설 등)의 경우 IT
‧금융 및 보험업에 비해 보안 준비(정책, 교육, 조직 등)가 미흡
※ 정보보호 정책 수립률 : 제조(10.5%), 건설(6.4%), IT(41.6%), 금융 및 보험(82.8%)

ㅇ 기업 규모(종사자 수)가 작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일수록 정보보호 조치 수준이 낮음

구분
기업규모 지역

5∼9인 규모 250인 이상 수도권 수도권 외
정보보호제품 3.69개 5.27개 3.54개 2.91개
정보보호서비스 0.96개 2.54개 0.84개 0.79개

※ 출처 : 2017 정보보호 실태조사 기업부문, ’18.1.

q 추진방향

ㅇ 사이버위협 사전 탐지・대응 역량 강화

ㅇ IoT 기기 보안성 강화

ㅇ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 확대

ㅇ 취약부문 보안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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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이버위협 사전 탐지・대응 역량강화  

◈ 초연결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선제적 대응 능력 확보

☐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수집 강화

ㅇ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공유는 물론 잠재 위협 및 사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구축(’18.12월)·고도화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C-TAS) 위협정보를 포함하여 국내·외

위협정보 수집 확대(’18년 3.5억건→ ’20년 6억건 이상)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수집‧활용 프로세스>

ㅇ ICT 융합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사이버위협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정보 수집대상 및 분야 확대 추진

분 야 주요 추진내용
비정형
위협정보

▪최신 공격기법, 해외 사고사례 등 비정형 위협정보 수집‧분석(’18∼)
※ 국내외 보안 사이트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협정보 수집

모바일
홈페이지

▪악성앱 수집 범위를 기존 스미싱 문자메세지(SMS)에서 국내
모바일 홈페이지로 확대(’18∼)

IoT
공격정보

▪IoT 기기를 공격하는 해커들을 유인, 최신 공격방법 및 악용
취약점 수집(’18∼)
※ (’19) IP카메라, 공유기, NAS→ (’20) 스마트가전·팩토리→ (’21)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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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사이버위협 패턴을 기계

학습‧분석하고, 인지된 위협 요소를 집중 모니터링 및 조치 준비

   - 공격에 악용되는 홈페이지 주소 생성 패턴을 학습하여 신규 홈페이지 
개설 시 위험도를 조기 판단하여 악성 홈페이지 사전 차단(’20~)

   -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에 악용된 취약점 종류 및 발생 빈도 등을 
분석하여 유사 취약점 선제 발굴 및 신속 조치 체계 구축(’20~)

   - 스팸 정보를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수집 정보 중 일부로 활용하여 
분석모델 및 예측정보 생산에 활용(’19~)

적용 분야 주요 적용 예시
악성

홈페이지
▪111.abc.com, 112.abc.com 주소가 피싱・스미싱 등 공격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 시, 유사한 113.abc.com 신규 생성 홈페이지 초기 조치

취약점 조치
▪’17.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발생 시, 보안패치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추이분석

스팸 대응
▪스팸 발송지, 관련 악성코드 유포지, 스팸 발송 주소 등을
실시간 수집하여 신속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

ㅇ 악성코드 등 급증하는 위협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절차를 자동화하여 대응 시간 단축

   - 악성코드·사고로그 수동분석을 자동화하는 인공지능기반 대규모 
침해사고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운영(’18~)

   - 악성코드, 해킹, DDoS 등 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신고-분석-차단 등)를
자동화하는대응관리 시스템을구축하여침해사고대응속도개선(’20~)

※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구축 시 설계에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침해대응센터 구축(~’25)

대응 분야 주요 적용 예시

해킹경로 분석
▪악성코드 및 사고 관련 로그를 기계 학습하여 사이버공격 발생이
의심되는 지점‧시점‧원인 정보를 자동으로 신속 추출

대응업무
자동화

▪사고여부 확인, 증적자료 채증, 차단요청 등 대응 업무 절차
중 반복 업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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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oT 기기 보안성 강화

◈ 안전한 IoT 기기가 널리 보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에 대해서는 신속 탐지·조치체계 구축

☐ 안전한 IoT 기기 보급 환경 조성

ㅇ IP카메라 비밀번호 재설정 의무화 제도 시행(’19.2월) 및 초기 비밀
번호가 안전하게 설정되지 않은 IP카메라(적합성평가 미인증기기) 적발‧단속
* 신규 출시 IP카메라 인증(KC인증) 시 비밀번호 재설정 여부 점검

ㅇ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IoT 보안 인증 제도를 활성화(’19~)

- IoT 제품 특성에 따라 보안 인증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등급을 세분화(2등급 체계→3등급 체계)하여 단계적 보안 강화 유도

   - IoT 제품 수요처(공기업, 통신사 등)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증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안 수준이 높은 제품 구매 촉진

   -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IoT제품의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및 사용 권고

※ 국정원과 협의하여 공공분야 정보보안 지침에 반영 추진

☐ 보안에 취약한 IoT 기기 탐지 및 조치 체계 운영

ㅇ 인터넷에 노출*된 보안성이 취약한 IP카메라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치방법 안내(’18~)

* 취약한 IP카메라정보를게시하고영상을무단중계하는해외사이트(insecam.org 등)
※ 통신사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 팝업,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 및 조치안내

ㅇ 인터넷에 연결된 IoT 기기를 검색하여 취약점이 있는 기기에 대한
상시 보안점검 체계 구축·운영

   -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18) 및 점검에 동의한 가정‧기업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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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 확대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기반시설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ICT 융합

산업에 보안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보완 등 기반조성

☐ 5G/IoT 시대 인프라 보안 강화

ㅇ 초연결인프라 등 ICT 융합 환경에 맞춰 의료, 금융, 통신, 교통
등중점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기반시설로 지정확대
※ (예시) 5G·클라우드(’19), 원격의료장비시스템(’20), ITS(’21) 등

ㅇ 주요 기반시설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급망
및 신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강화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공급망 위험관리 방법을 토대로 한국형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방법론, 절차, 보안점검 리스트 등) 마련(’19) 
※ NIST SP 800-161(ICT 공급망 위험관리 프로세스, ’15년) 등

   - 신규 장비(CCTV·네트워크·서버 등), 기술지원 종료OS 등 보안위협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19)

☐ 주요 응용분야 안전성 확보 체계 구축

 ㅇ 기존 ICT 보안성 검증 기준을 ICT융합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산업별
안전성 인증제도 등에 사이버보안 관련 항목 추가
※ 소관부처협의및사이버보안항목개발(’19∼) →안전성기준개정및순차적용(’20∼)

< 산업별 사이버보안 안전성 검증·평가항목 반영 가능 대상 현황 >

구분 소관부처 반영 대상 보안항목
교통·

자동차
국토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 미포함

자동차관리법(자동차 성능인증에 대한 규칙 등 포함) 미포함

의료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 고시 개정
추진중

공장·제조 산업부
중기부 스마트공장 인증제 일부 포함

ㅇ 산업 분야별 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통신‧금융‧의료에만 설립된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교통‧제조 등 다양한 융합 분야로 확대
※ 산업별소관부처협의및신규 ISAC 구축분야발굴(’19) → ISAC 구축지원(’20∼)

※ 부처별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하여 ISAC(위협정보 수집, 분석, 공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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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약부문 보안 강화 지원

◈ 보안에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및 다중이용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최소화

☐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현재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미보유
지자체 및 광역단체 중심으로 ’20년까지 10개로 확대 구축

ㅇ 중소기업의 ICT 시설규모와유형에따라차등화된 보안서비스를제공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KISC)와 지역내 침해사고 대응체계 연계 강화

<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지원정책 >

□ 다중이용 ICT 서비스 대상 보안점검 강화

ㅇ 블록체인 서비스, 스마트시티 응용서비스 등 신규 ICT 서비스를
포함하여 취약점 점검 확대(’18년 100개 → ’20년 200개)

   -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신규 서비스를 선정하고, 보안수준을
진단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다중이용 ICT 서비스 점검 절차>
과정 주요 내용

대상 선정 ▪일반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신규 ICT 서비스 중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도가 높은 업종의 업체들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기준 개발 ▪업체들의 신규 ICT 서비스 현황에 맞는 점검 항목 개발

보안 점검 ▪점검 대상 선정 및 일정협의
▪점검인력이 업체를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등 점검 수행

이행 점검 ▪점검 시 발견된 보안 미비사항 개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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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현황 및 추진방향 ▶

q 정보보호 산업 현황

ㅇ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은 ’18년 960억 달러에서 ’21년 1,215억 달러

까지 연평균 7.9%로 성장할 전망(’18.3, 가트너)

※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17년 9.5조원으로 연평균 9.4%로 성장 중

- 글로벌 보안기업(시스코, 시만텍 등)들은 기존 PC‧네트워크 위협 중심에서,

인공지능, IoT(EndPoint)보안 등 차세대 보안 부문에 집중 투자

ㅇ 국내 시장은 보안 인증 제도의 기업 부담, 적정대가 산정 문제, 내수

시장 의존, 해외진출 한계 등으로 신규수요 창출 및 확대 어려움

< 정보보호 산업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KISIA, ’18.09.) >

ü (가장 시급한 현안)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현실화(63%), 과업 외 추가요구

금지 등 공정한 발주 관행 정착(13%)

ü (대가 현실화가 안되는 이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45%), 예산 미반영(26.3%)

ü (정보보호기업육성지원방안) 스타트업육성지원펀드조성및투자유치지원(66.8%)

ü (해외시장 진출확대 지원 방안) 해외시장 맞춤형 지원제도(45%)

-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보안기업 수는 지속 증가

하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
※ 자본금 10억 미만인정보보호기업이 61.9%, (’17년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KISIA)

q 추진방향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여건 조성

ㅇ 정보보호기업 성장 환경 조성

ㅇ 5G 기반 융합보안 新시장 창출

ㅇ 해외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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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여건 조성 

◈ 정보보호 인증제도 합리화, 신기술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적정

대가 지급 등 시장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 마련

☐ 정보보호 제도 개선을 통한 효과성 제고 및 기업부담 경감

ㅇ 공급자는 제품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구매자는 조달 쇼핑몰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추진

- 공통평가기준(CC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도 GS인증처럼 공공
구매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정보보호 관리
등급제, 정보보호 준비도평가 등 유사 인증제도 정비방안 마련(‘19)

ㅇ ISMS-P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업자․교육․의료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19)

☐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수단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

ㅇ 기존 PKI 중심의 전자서명 기술 이외에 블록체인, FIDO 등이 활용된 
다양한 신규 전자서명 기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19~)

- 신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운영기준마련및해당기준준수여부를평가하는평가기관등지정․운영

※ 평가받은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도 상호연동 되도록 지원체계 구축․운영(’20~)

☐ 정보보호 제값받기 및 불합리한 계약․사업 관행 개선

o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보안성지속서비스* 요율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계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정보보호솔루션이외부위협요인(해킹, 악성코드등)에 원활히대응하기위한기술기반의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험/사고분석, 보안성인증효력유지, 보안기술자문)

- 보안성지속서비스 활동 수준에 따라 대가 기준을 정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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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보호기업 성장 환경 조성

◈ 보안 스타트업 등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시큐리티 허브’ 조성과

보안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보안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시큐리티 허브 조성

ㅇ 송파, 판교, 지역 정보보호 지원 인프라를 연계한 권역별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해 정보보호 산업 혁신성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시큐리티 허브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정보·물리보안, 빅데이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융합보안, 기업성장지원)

지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지역특화 산업 지원)

∙사이버 침해대응 센터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센터
∙AI 머신 트레이닝 지원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IoT‧융합보안 테스트베드
∙IoT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보안 스타트업 육성 공간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지역보안기업 육성 공간
∙지역특화산업보안 지원
∙지역융합보안인재양성

∙송파↔판교↔지역 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ICT지원인프라(부산‧세종스마트시티,판교제로시티,광주에너지벨리등)와연계한지원체계구축

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최신 위협정보를 산‧학‧연에

제공하여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19~)

구분
빅데이터 활용

전 후

이용 대상 ▪사이버위협 분석 공유
시스템(C-TAS) 참여사

▪보안기업, 대학․연구소, 정부 연구소,
일반기업

이용 목적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보안 제품 테스트, 신규 보안 서비스 개발
▪산․학․연 보안 기술 연구

지원
서비스

▪사이버위협정보 제공
(3.5억건)

▪사이버위협정보 제공(6억건 이상)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석 도구 제공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 및 활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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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 사이버보안 新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AI 알고리즘 성능향상, 
오작동‧악용 대응기능 강화 컨설팅 등 AI 머신 트레이닝 지원

- 사이버보안 AI 머신의 목적·특성(보안 관제, 침입탐지 등)에 맞게 단계별

(학습→훈련→평가)·체계적 트레이닝(초급, 중급, 고급) 및 성능·기능 평가

※ 성능·기능이 미흡한 AI 머신에 대해서는 AI 모델 튜닝 등 전문 컨설팅 제공

□ 정보보호 스타트업 전략적 육성

ㅇ ‘아이디어→사업화’ 연계 지원체계 구축으로창업이 용이한 환경 조성
< 창업 촉진 사업화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단계 아이디어 발굴 ▶ 창업 지원 ▶ 개발/사업화 지원 ▶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사업

• 해커톤
(예비창업자)

• K-Global시큐리티
• 클러스터 입주
• 우수기술 지정

• K-Global 시큐리티
• 클러스터 입주
• 제품개발 지원사업

• 스타트업해외진출

연계
방안

⇒ 클러스터입주지원
⇒ K-Global시큐리티
스타트업참여

⇒ 제품개발/인력
지원사업 가점

⇒ 전문투자기관연계
IR-Day 지원

⇒ 해외진출예비기업지원

⇒ 현지 정착 지원
⇒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ㅇ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ICT 벤처지원 프로그램(K-Global)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멘토 연결 프로그램 확대

- K-Global 선정기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신설하여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및 해외로드쇼 등 현지 진출기회 제공

- 북미 등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신설

☐ 정보보호 기업 투자 활성화

ㅇ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자발적 공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공시기업 부담완화 방안 마련

ㅇ KIF(Korea IT Fund)등 민간출자 펀드에 정보보호 분야를 신설하고

기술보증 기금 등 투자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보보호 IR* 운영
* ’19년 실전 IR 운영(연 2회, 상·하반기) 후 정례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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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융합보안 新시장 창출

◈ ICT융합 산업별 보안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주요 분야별 모범

사례 보급·확산을 통해 융합보안 新시장 창출

☐ ICT융합 산업별 보안 모델 개발 및 실증

ㅇ ICT융합 산업별 업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을통해특화된보안모델 개발

- 교통, 의료, 제조 분야 등의 주요 서비스(자율주행차, 의료정보 교류 등)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상 산업 분야 지속 확대(‘19년 6개)

ㅇ 산업현장과 동일‧유사하게 구축된 데모환경(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을

대상으로 보안모델 실제 적용‧검증

- 5G 등 첨단 ICT 기술이 집적되는 스마트시티 구축 시, 실증을 통해

개발된 우수 사례들을 적용하여 타 산업 분야로 보급‧확산 추진

< ICT융합 산업 대상 보안모델 개발 추진 전략 >

☐ 융합보안 보급·확산

ㅇ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 시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강화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ㅇ 영세한 중소기업의 IoT 보안 인증을 위해 사전에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8대 혁신성장 산업별 보안 가이드, 모범사례집 발간‧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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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진출 본격화 

◈ 해외프로젝트및기업진출수요를고려하여 5대지역별정보보호해외거점을

재편하고, 중점진출국을대상으로진출프로그램확대및기업의역량강화지원

☐ 해외거점 운영 재편 및 내실화

ㅇ 기업의 진출 수요와 해외 프로젝트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 거점 확대‧이동 및 기능조정을 통한 거점 운영 내실화
※ 북미(스타트업투자유치등거점역할강화) / 아시아(기업진출수요에따른동남아거점확대‧일본신규거점
구축), 중동‧아프리카(프로젝트개발수요에따른거점국이동), 중남미(현지컨설팅활동강화등기능조정)

ㅇ 재편된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중점 진출국을 선정하고, 시장조사‧분석, 
진출전략 수립,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기업진출 및 수주활동 집중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확대

ㅇ 진출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공을 위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해외진출단계별지원활동>

시장분석 ‧전략수립

‣
해외진출 준비

‣
프로젝트 제안

‣
사업화 추진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동향 조사

(연간보고서 발간)

•매칭펀드조성‧지원

•국내/외 상담회

•국제 전시회 참가

•타당성조사(F/S)

•정보보호 컨설팅

•제품 쇼케이스

•타당성조사(F/S)

•타깃집중형 상담회

•시장연계형 초청연수

ㅇ VIP 해외 순방 등 고위급 외교활동을 통한 국가 간 협력기반 마련
및 민‧관 공동 마케팅,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업* 개발을
통한 기업 진출기회 확대

* 개도국 컨설팅‧세미나,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초청, 조달설명회 개최 등

☐ 기업의 진출역량 강화

ㅇ 기업의 진출 준비도에 따른 맞춤형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KIC, 본투글로벌과 공동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진출 프로
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현지진출 성과 극대화
* (공통교육) 피칭컨설팅, 입상기업의노하우공유/(특화교육)타깃시장별제품개발컨설팅및글로벌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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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및 추진방향 ▶
q 정보보호 기반 현황

ㅇ 非ICT 산업 분야로 공격 대상 확대 등 사이버공격 트렌드 변화

에도 불구, 네트워크 중심인 국내법(망법)상 보호 조치와의 괴리로

인해 대응 어려움 발생

- ICT융합 산업 분야별 제품, 기업 보호조치 의무화, 기업의 정보

보호 투자 촉진 및 관련 제도 이행 부담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 법제 정비 필요

ㅇ 국내 정보보호 기술력은 미국 대비 지속적 상승세(’15년, 81.7% → ’17년,

85.5%)이나세계최고수준(90%이상)의글로벌경쟁력확보에는부족(’18, IITP)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新기술 개발 강화 필요

ㅇ 정보보호 전문인력 공급 증가(’14~’17년간 정보보호학과 96% 증가 등)

에도 불구하고, ’22년까지 약 9천명*의 인력 부족 전망

* 산업계 수요는 2.6만명이나 대학(원) 및 민간학원 등 공급은 1.7만명 수준

   - 특히 기업이 필요로하는 실무 인력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 발생

q 추진방향

ㅇ 정보보호 법제 정비

ㅇ 미래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

ㅇ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ㅇ 국내・외 정보보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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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보보호 법제 정비 

◈ ICT 융합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법령을 정비하고

심화되는 사이버 피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역량 강화

□ 융합보안 법적 근거 마련

ㅇ 정보보호법령(정보통신망법 등) 및 개별법(소관부처) 개정을 통해 정보

보호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IoT제품, 자율주행차 등

융합제품·서비스 제조·운영·이용자까지 확대

- 보안주체별(정부부처, 제조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등) 정보보호책임·역할부여

ㅇ 융합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범부처 사이버보안 예방·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관계부처 협력 대응

☐ 사이버 보험 확산

ㅇ 사이버보험활성화에필요한사이버사고유형별피해통계등정보제공

※ 통계정보 내실화를 위해 금융위, 방통위 등과 협력

ㅇ 보험사가 기업의 사이버 사고 위험 및 피해 규모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참조모델* 개발·보급

* 사이버위험 평가모델, 사이버사고 피해규모 산정 모델

☐ 피해구제 지원 방안 등 사이버보안 정책연구 활성화

ㅇ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소액・다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이버

사고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방안 연구

※ 최근 10년간 주요 침해사고 배상 판결은 47건 중 2건에 불과

ㅇ 기술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을 경제, 사회 등 인문사회 영역으로 확장

하고 학계·연구소 등 민간 중심의 정보보호 정책연구를 활성화

※ 민간분야 정보보호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사이버보안 정책연구 센터｣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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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래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

◈ 해킹기술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여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 및

정보보호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 미래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 R&D 강화

ㅇ 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미래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와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19년 619억원)

분야 국가 핵심인프라
보호 원천기술 개발

사이버보안 유망
선도 기술 개발

ICT 융합분야
정보보호 기술 개발

대표기술 IoT 보안, 지능형
사이버위협 분석기술 등

컴퓨터 프로세서 구조적
취약성 분석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융합보안기술

예산 282억 284억 53억
참여자 민간기업, 출연연, 학계, 전문기관 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생태계 전반(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R&D투자 확대(예타* 추진 중, 약 3,700원 규모)

*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이버보안핵심기술개발 사업, ‘21년∼‘25년

◀ 4차 산업혁명 사이버보안핵심기술개발 사업 추진 방향 ▶
▶ 데이터경제 신뢰성 보장을 위해 데이터의 저장‧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全영역에 대한 데이터보호 기술 개발

▶ 5G·IoT 융합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융합망 인프라 보호 기술 개발
▶ AI 해커의 자동화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위협 대응 기술 개발 등

☐ 수요자 참여 기반 오픈형 R&D 추진

ㅇ 수요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R&D 기획‧운영에 수요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 기술 실증 연계**를 통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제고
* 수요기관 협의체 : R&D 성과이전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해 금융, 연구전산망 등
분야별 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구성

** 사이버보안핵심기술개발(예타) 사업(24개 과제)을 민간 및 보안기업, 이통사,
지자체, 정부 관제센터 등 실수요처 중심의 실증 추진

ㅇ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해결에 필요한 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물 등 자유롭게 제시하는 문제공모 확대
* 사회문제해결 문제공모 신규과제 투자규모 : (’18) 20% → (’19) 30%

ㅇ 산·학·연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성과점검을 통해
연구개발의 진도관리 및 연구 성과 지속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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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ICT 융합 및 AI 등 신기술 도입으로 다양화되는 보안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규모 및 분야 확대

☐ 융합보안 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ㅇ 산업별 특화된 보안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단위기술 실습과정 확대*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보안 대학원 신설(‘19년 3개교)

* 3개 분야(에너지, 의료, 홈·가전) 200명 → 5개 분야(제조, 교통 추가) 300명(’20년)

ㅇ 사이버보안 기술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ICT 신기술*

기반의 개발인력 양성과정 신설 및 AI해킹방어대회 개최(‘20년)

*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악성코드, SW바이너리 등) 분석 기술 등

년도 ‘19 ‘20 ‘21 ’22 계

정보보호인력 양성 규모(명) 2,000 2,200 2,300 2,300 8,800

※ 인력양성 규모는 연도별 정보보호인력 수요·공급 전망에 따라 탄력적 조정

 ㅇ 산업 예비인력(대학생, 구직자 등)·현장인력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및 인력양성 규모 확대

- 구직자 실무교육 확대(K-Shield 주니어 ‘18년 200명 → ’19~‘21년 1,200명) 및

기업 체험 강화, 온라인 사이버훈련장(Security-Gym) 신설(‘19년) 등

☐ 민간분야 정보보호 교육 지원체계 구축

ㅇ 체계적인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 단계별 표준 교육 프레임

워크 수립(‘19년) 및 커리큘럼 개발(’20년)

* 미국(’13년, 사이버보안인력 프레임워크), 영국(’16년, 사이버보안지식체계)

등은 국가 보안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양성 추진 중

ㅇ 학원 등 민간 정보보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마련(‘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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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외 정보보호 협력 강화

◈ 영역 구분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내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對국민 소통 활성화

☐ 국가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내 협력 강화

ㅇ 정부 부처간(국방부, 국정원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조율하고 위협정보 적극 공유

※ 국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의 정보교환 기술 표준화 지원

ㅇ 통신사․보안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과 협력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19~)

대상 통신사 보안업체 CISO C-TAS

협력내용 ․IoT 기기취약점
탐지및조치

․특정 공격그룹
정보 공유

․CISO지정확대및
네트워킹활성화

․’18년, 230개 →
’20년, 300개

☐ 국경 없는 사이버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ㅇ 안전한 글로벌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OECD, ITU 등의 다자협의체
에서 논의되는 국제 규범 제정 및 각종 표준화 활동에 참여(’18~)

ㅇ 美(위협정보공유)‧日(도쿄 올림픽 지원) 등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강화
및 유럽(NATO 사이버 방호훈련), 아세안 지역 국가 협력 범위 확대

ㅇ 한국 주도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에서 기술,
인력 교류를 확대하여 회원국간 사이버 안전망 구축

☐ 對국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

ㅇ ｢정보보호정책자문단｣, ｢사이버안전포럼｣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기업·전문가의참여채널을확대하고 ’보호나라’(boho.or.kr)를통해적극홍보

※ 정책자문단(분기별), 안전포럼(반기별) 및 공청회(수시) 등 정책 소통 활성화

ㅇ IoT와 같은 새로운 이용환경에 맞는 사이버안전 수칙을 개발하고
국민의참여가안전생활실천으로이어질수있도록대국민 캠페인 추진
※ 유통, 교통, 스포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접목한 참여형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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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ICT 침해사고 조기 대응 능력 확보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22년까지 사이버 침해사고 조기 대응 능력 확보

※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분석, 대응 全단계 자동화와 신규 ICT 서비스 취약점

점검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

□ `22년까지 정보보호 시장 14조원 규모로 확대

ㅇ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체질 개선, 투자촉진 및 혁신성장 지원체계

구축, 융합보안 新시장 창출 등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 지속 성장

※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17년 9.5조원 → ’22년 14조원으로 성장 전망

□ 정보보호 일자리 약 1만개 창출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전한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시장 성장을 통해 ‘19년부터 매년 2~3천개의 일자리 창출

※ ‘19년~‘22년까지 4년간 10,700여개 정보보호 일자리 창출

□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ㅇ 해외 정보보호 기술 선진국(미국 100%) 대비 90% 이상의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17년 85.5% 수준)

※ 정보보호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100%), 유럽(89.7%) 순으로 90% 이상 달성 시

G2급 기술력 확보(출처: 2017 ICT기술수준보사보고서, 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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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계획

☐ 종합계획의 ‘19년도 이행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 ’19.2월

☐ 제1차 정보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 : ‘19년 1/4분기

ㅇ 과제별 이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융합보안 강화 로드맵 및

사이버보안 R&D 중장기 전략(다부처과제 포함) 등 논의

※ 참석 : 관계부처 국장급 및 산·학·연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기획과

담당자 최우석 서기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911
E-mail : cws251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