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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 보안 실무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

여 행동화 역량 수준과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보안 역량은 모든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실천 
항목과 보안 실무자와 관리자들이 실행해야 직무별 실천 항목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각 항목별 지표를 개발하
여 세부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행동 요령과 수칙을 제시하였다.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근
무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할 3가지 항목과 실무자와 관리자별 각 한 항목씩 도출하였다. 

 키워드 :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PC 보안, 스마트폰 보안, 전자문서 보안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levels and index of behavioral capacity by classifying them into general 
users, security practitioners, and administrators to enhance the information security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The information security capability is suggested by the practice items that all users should 
observe in common, and the security practitioners and administrators should carry out the role-specific 
tasks. And it develops index for each item and present action tips and rules to practice in detail. The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al capacity item derives three items to be obeyed by all users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and one item by practitioner and administrator.

 Keywords :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al Capacity, PC Security, Smart-phone Security, 
                          Electronic Document Security

1. 서론
2. 사용자 정보보안 수칙
3.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모델
4. 결론

* 이 논문은 2017년 공군교육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임. 
•  논문접수일 : 2019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 2019년 2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4월 19일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81



1. 서론

최근에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나 조직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지침, 정책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
버보안 역량은 자국이나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필요시에 사이버공격을 통해서 공격 대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역량은 그 나라나 조직의 사이버보안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척
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는 평가 방법론 개발자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달리하지만, 공통적
으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Technolytics는 평가 항목을 사이버 역량 목
적, 사이버 공격 역량, 사이버 정보수집으로 구분하였으며, 배선하의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연구(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5)에서는 평가 항목으로 정책, 법·제도, 조직, 예산, 교육·훈련, 기술·표준·
인증,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국가나 조직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 항목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었지만, 개인(사용자)을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현재 ITL Secure Institute에서 실시하는 사이
버보안 역량평가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이버보안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인 사이버보안 역량평가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 
핵심기술, 침투시험 기법, 침입탐지 기법, 사이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같이 5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방식은 5개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기초 지식수준부터 실무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100문제를 
출제하여 사이버보안 실무활용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보안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는 공공
기관에서 사이버안전진단의 날에 실시하는 문답형 정보보안 테스트 수준이다. 그리고 사이버안전 매뉴얼에 
개인 컴퓨터 보안, 정보보호 실천수칙 등 일반적인 정보보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수준이다. 일반 사용자들
의 경우는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보안 사항만 준수하는 수준으로 역량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
다.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로그 분석이라든지, 공격 IP를 식별 및 분석할 수 없기 때
문에 개인 PC나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행동화 능력을 사이버보안 역량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일반 사용자, 보안 실무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모델을 제안하다.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 NIST가 선정한 7가지 보안 직무요약, 민간사이버안전매뉴얼,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등을 참고
하여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보안 행동화 수칙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민간부
문에서의 정보보안 수칙을 설명하고 3장에서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모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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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정보보안 수칙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한 많은 보안 기관에서는 개인 PC나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정
보보안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보안 실무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행동
화 역량 모델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소개한다.

2.1 정보보호 실천 수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기업, 개인,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 수칙과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표 1> 개인 및 스마트폰 정보보호 실천수칙

개인 정보보호 실천수칙 스마트폰 정보보호 실천수칙

• PC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업데이트

• 윈도우즈 운영체제 자동보안업데이트 설정하기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 PC 비밀번호 설정기능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언제 어디서든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외장매체에 안전하게 저장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기

• 정품 OS(운영체제)를 사용하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세지는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

• 공유기 관리자/WiFi 패스워드 설정하기/WiFi 패스워드 
  설정하기

•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앱 설치 제한하기

• 단문 문자(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USIM 등 안전한 저장장소에 보관하기

•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 스마트폰 보안 잠금(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 루팅, 탈옥 등 스마트폰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

• 스마트폰 앱 설치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 스마트폰 WiFi 연결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정리하기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보호나라 https://www.boho.or.kr/main.do

2.2 보안직무 실천 수칙

국내 외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정보보안 직능을 수행하는 실무자나 관리자를 위한 정보보안 지침서도 
제공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내의 인터넷진흥원의 기업의 정보보호 실천수칙과 미국 NIST가 선정한 7가지 보
안 직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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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의 보안 실천수칙 및 직무
기업 정보보호 실천수칙 NIST의 7가지 보안 직무

•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실시하기

• 정보보호 정책·지침을 수립하고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하기

• 기업의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목록 관리하기

• 개인 및 공용 업무 환경의 PC, 노트북은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하기 (백신설치, 보안업데이트, 화면보호기 설정, 
  비밀번호 변경 등)

•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보완 및 홈페이지 제작시 시큐어 코딩
  준수하기

• 중요정보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기

• 사무실내 중요문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파쇄하기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폐기 시에는 기록된 데이터 완전하게 
  삭제하기 (덮어쓰기 7회 이상, 디가우징, 물리적 파괴 등)

• 기업이 지켜야할 보안관련 법적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 점검하기

• 보안 시스템 구축 :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 및 R&D,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실험과 평가 등

• 운영과 유지보수 :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분석, 
  지식경영,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 분석 등

• 감독과 통제 : 보안 법무, 보안 실천 훈련, 보안 인식제고 교육, 
  전략 구축, 정책 제정, 임원급 보안 업무, 사업 경영 관리, 
  제품 지원 관리, 감사 등

• 수집과 운영 : 정보 수집, 사이버 운영 및 전략 수립, 작전 변경 
  및 도입, 국제 수사 공조 등

• 보호와 방어 : 사이버 방어 분석, 사이버 방어 유지보수, 
  인프라 관리, 사건 대응, 취약점 평가 및 관리 등

• 분석 : 위협 분석, 익스플로잇 분석, 소스 분석, 표적 개발 및 
  디지털 네트워크 분석, 언어 분석 등

• 수사 및 조사 사이버 수사, 사이버 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등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보호나라(https://www.boho.or.kr/main.do)와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310

3.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모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특화된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수준을 설계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 실무자, 관
리자로 구분하여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수준 항목과 지표를 도출한다. 일반 사용자는 모든 직원을 의미하고 
실무자는 소속 부서에서 보안 직능을 수행하는 정보보안 담당자이며, 관리자는 기관의 모든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정보보안 관리자이다. 행동화 역량 항목과 지표는 개인(사용자)이 사이버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이나 수칙들 중에서 공공기관에 최적화할 수 있는 항목과 지표들로 도출한
다. 행동화 역량의 항목과 지표들은 민간사이버안전매뉴얼, 정보보호 실천 수칙, 사이버위기대응매뉴얼, 스마
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1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행동화 역량 수준 대상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사
용자, 보안 실무자와 관리자로 구분한다. 일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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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종 보고서, 데이터,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업무용 PC 보안 역량, 모바일 기기 보안 역량, 데이터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안 실무자는 소속 부서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안 직능을 수행하며, 정보보안 
관리자는 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관
리, 감독하는 직능을 수행한다.

다음 표는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의 분류를 보여준다.

<표 3>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구분

구 분 역 량

일반 사용자

PS(PC Security) 개인 업무용 PC 보안 역량

MS(Mobile Security) 모바일 기기 보안 역량

DS(Data Security) 데이터 보안 역량

보안 실무자 SD(Security Duty) 소속 부서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실무 역량 

보안 관리자 SA(Security Administration) 기관의 모든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업무 총괄, 관리, 감독 역량

3.2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는 각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항목별로 요구되는 보안 필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
발한다. 각 항목별 요구되는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에 따라 사이버안전 및 위기 대응 매뉴얼, PC 보안 지침, 스
마트폰 정보보호 10대 안전수칙, 데이터 보안 지침, 보안 논문 및 기술서 등을 참고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
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 지표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지표로 개발한다. 다
음 표는 공통 항목 중에 업무용 PC 보안 역량에 요구되는 행동화 지표를 보여준다.  

<표 4> 업무용 PC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

구 분 행동화 역량 지표

PS.1 PC 비밀번호와 화면 보호기 설정 및 변경 방법

PS.2 PC 윈도우즈 운영체제 자동 보안 업데이트 설정

PS.3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 검사 방법

PS.4 PC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 업데이트 실행

PS.5 디스크 정리 및 드라이브 조각 모임 실행

PS.6 불필요한 프로그램 확인 및 제거 방법 

PS.7 이동저장장치 바이러스 검사 및 이상 시, 해결 절차 방법 

PS.8 인터넷 프로토콜 확인 및 변경 방법

PS.9 PC 미작동 시, 작업관리자에서 프로세스/프로그램 확인 및   해결 방법 

PS.10 PC 이상 징후나 작동 불안정 시, 담당부서 연락 및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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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의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는 정상적인 PC 사용과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절차를 활용하며, 의도적인 해킹에 대한 대응 능력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PC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활용 능력에 중점을 둔다.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되는 보안 행동, 사용자의 실수나 PC의 오작동
으로 인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방법 
및 해결 절차를 지표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나 테러 대상에 모바일 기기도 포함되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스마트패
드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뱅킹, 이메일 송수신, 데이터 저장, 문서 작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간혹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확인하
기도 하는데, 문자 알림 해제나 메시지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심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모바일 기기용 보안 기능이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아래 표에서 제시한 역량 지표만 잘 지
킨다면 최소한 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기기의 스마트폰 오용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계
정이 노출되는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SNS에 게시된 글로 인해 계정이 해킹되거나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이
동경로가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 허락으로 본인의 계정이 불법 광고나 홍보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NS 활동에 있어서 안전 이용 수칙을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
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을 도출하여 지표로 활용하였다. 다음 표는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
에 요구되는 행동화 역량 지표를 보여준다. 

<표 5> 모바일 기기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

구 분 행동화 역량 지표

MS.1 모바일기기 보안 잠금(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설정 및 변경 절차 수행 

MS.2 개인용 핫스팟 및 블루투스 비밀번호 설정과 차단 방법

MS.3 모바일 보안 앱 설치 및 활용 방법 

MS.4 최신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설치 방법 및 절차 

MS.5 문자 알림 숨기기 및 이미지 가리기 기능 설정 방법  

MS.6 모바일 메신저 비밀 채팅 설정 및 활용 방법

MS.7 USIM 비밀번호 설정 방법

MS.8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는 방법

MS.9 모바일 기기 분실 시, 위치 찾기 및 저장 데이터 삭제 기능 사용 방법

MS.10 앱 설치시, 과도한 권한이 설정된 앱 설치하지 않기

MS.11 게시물에 대한 공개 범위 설정 확인 및 재설정

MS.12 보안성이 높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 설정

MS.13 타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 임시 비밀번호 사용하기

MS.14 신뢰성 있는 사용자만 친구 추가 또는 모르는 사용자의 친구 요청 거절 및 확인하지 않기 

MS.15 신중한 지오태깅(Geo Taggin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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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대부분의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전파·보관한다.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서나 
데이터는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아울러 비밀 문서는 비밀 생산용 PC나 폐쇄망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암호화 통신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별도의 비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한다.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각
종 데이터나 주요 이미지 등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위한 보안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한
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행동화 역량 지표는 주로 주요 데이터나 비밀문서를 대상으로 내용 변경, 유출, 삭제되
지 않도록 하는 보안 기능에 중점을 둔다. 가장 기본적인 전자문서에 비밀번호 설정부터 내용 변경될 때 추적
할 수 있는 변경 기록 관리, 이동형 저장장치에 저장할 때 접근 권한을 부여,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이동형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습득 등의 실행 여부로 구성한다. 다음 표는 데이터 보안
을 위해 요구되는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DS: Data Security)를 보여준다. 

<표 6> 데이터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

구 분 행동화 역량 지표

DS.1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자문서 비밀번호 생성 규칙에 의거 설정 실행

DS.2 비밀문서 비밀표시 및 워터마킹 삽입 실행

DS.3 휴지통 완전 소거 가능 실행

DS.4 주요 데이터나 전자문서 생산 시, 읽기 권한만 부여 방법

DS.5 데이터 하드웨어 백업파일 찾기 및 완전 소거 기능 실행

DS.6 하드디스크 저장 데이터 완전 소거 및 로그파일 삭제 방법

DS.7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하드디스크 자동 저장 기능 제거 및 이동형 저장장치 저장 방법

DS.8 전자문서 파일 분석 및 바이러스 검사 실행 

DS.9 비밀생산용 PC를 이용한 비밀 생산 절차 숙지

DS.10 비밀 분실 또는 전자 기밀문서 유출 시, 행동 절차 숙지

보안 실무자는 소속 부서의 정보보안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보안 직능의 전문가가 아닌 부서에서 정보
보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안 
담당 부서에서 하달하는 부서 정보보안 업무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부서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
으로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월별 중점점검 사항에 따라 부서의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서에서 관리하
는 정보시스템과 주요 문서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담당하며, 부서원 보안교육 등을 담당한다. 다음 표는 보안 
실무자의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SD: Security Duty)를 보여준다.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87



<표 7> 보안 실무자의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
구 분 행동화 역량 지표

SD.1 연간/월간 등 사이버보안 중점 사항 이행 능력

SD.2 소관 부서 내 정보자산 현황 및 운용 실태 파악 능력    

SD.3 전자문서 생산 현황 및 보관 상태 점검 능력

SD.4 부서 PC 진단프로그램 실행 후 취약점 파악 및 조치 능력

SD.5 소관 부서 내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대응 능력 

SD.6 부서 PC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식별 및 제거 능력

SD.7 OS 및 응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PDF 리더 등) 최신 보안패치 설치 능력 

SD.8 PC용 최신 백신 운영, 실시간 감시 및 주기적 점검 수행 능력

SD.9 PC 반출 시, 포맷 및 자료 완전 소거 확인 능력

SD.10 보안 진단과 점검 및 교육 시행 능력

보안 관리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PC, 정보통신체계, 데이터 등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에 집중하
며, 정부의 보안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 활동 계획을 수립, 통제 및 감독한다. 또한, 사이버위협 또는 위기 상황
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분석하며, 복구 및 처리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사이버위기 경보가 발
령될 때는 사이버위기 경보 대응 절차대로 부대원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별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대
응 상황을 파악하는 대응 활동을 감독한다. 보안 관리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보안 부서에서 수행하며 보안업무 특성에 따라 보안 관리 직능별로 수행하는 보안 관리
자가 있다. 다음 표는 보안 관리자의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SA: Security Administration)를 보여준다.

<표 8> 보안 관리자의 보안 행동화 역량 지표

구 분 행동화 역량 지표

SA.1 기관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취약점 식별 및 통제 능력

SA.2 부서/시설별 정보통신체계, 업무/인터넷 PC, 비밀자료 보관 등  취약지구 현황 파악 및 통제 능력 

SA.3 보안 관제를 통한 정보 흐름도(데이터/전자문서) 이해 및 문제점 발생 시, 통제 능력 

SA.4 취약점 및 로그 분석 보고서 등 기술적 측면에서 이해 능력 

SA.5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절차 및 결과 보고서 이해 능력

SA.6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절차 숙지 및 통제 능력

SA.7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한 해결 및 통제 능력

SA.8 정보보안 시스템의 구현 및 보호 기법 이해 능력

SA.9 보안 진단, 점검 및 감사 시, 사이버보안 분야 집중 대상 발굴 및 
대상별 진단/점검/감사 절차 숙지 능력

SA.10 암호 프로그램/ 장비 운영 방식 및 절차 숙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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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공공기관에서 사이버위협을 예방하고 정보보안 실천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일반 사
용자, 보안 실무자와 관리자별로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본인 직
접 다루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인 업무용 PC, 모바일 기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행동
화 역량을 구분하여 각각 10~15개의 역량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서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보
안 실무자의 경우에는 부서에 배치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행동화 역량으로 지표
를 도출하였다. 보안 관리자는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을 기준으로 지
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보안 행동화 역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향후에 
각 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실천 수칙을 작성할 때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인 행동 절차와 수칙 사항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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