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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ISAC은 금융분야의 보안관제센터로서 금융사를 모니터링하고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ISAC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지만 내부공격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온라인 해킹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

보공유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ISAC에 개인정보 공유분석

센터를 병행 설치하여 보안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시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개선된 금융ISAC을 제안한다. 제안된 금융ISAC은 금융사 정보유출시 유출정보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 사용되는 다른 금융사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피싱 등에 주의하

라는 경고를 한다.

Countermeasure for Preventing a Secondary Damage of Information

Leakage using Financial I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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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ecurity management center of financial area, financial ISAC monitors financial corporations and provides

security services. Financial ISAC minimizes damage by responding quickly to external attack such as hacking,

virus but it is poor at handling internal attac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stable operation of information

source, also to respond jointly to online hacking,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creases day by day

in and outside country. This paper proposes financial ISAC that can prevent a secondary damage of leakage

information as well as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he proposed financial ISAC provides new password to

financial corporation in which the same ID and password as leakage information are used and in case of financial

information leakage it warns customers against phish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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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보안취약점 및 이를 악용한 공격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이버공격이 고도․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격수법에 대해 예방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행정․에

너지․금융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정보공유분석센터)은 금융분야의 보안관제센터로서

금융사를 모니터링하고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ISAC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데 금융결제원 금융ISAC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

조에 의거 금융부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

하여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17개 국내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32개 금융사가 업무에 참

가하고 있고 코스콤 금융ISAC은 증권사, 선물사 및

금융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회원사가 구성되어 있다.

금융ISAC은 보안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정보공유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사례로는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외교․공

안․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

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National

Computing Information Agency) 등이 있으며 외국

사례로는 미국은행들의 온라인 해킹범죄 공동대응강

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축한 정보공유시스템이 있다

[1].

금융ISAC은 금융부문 기반시설의 취약점 및 침해

요인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

고 발생시 실시간 정보분석체계를 운영하여 공격확산

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2009년 7.7DDoS침

해사고, 2011년 3.4DDos침해사고시 실시간 통합보안

관제를 통해 DDoS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효과적으

로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

다. 그러나 금융ISAC은 외부공격에 대한 대처만 할

뿐, 올 1월에 발생한 카드 3사 정보유출과 같은 내부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보유출은 유출한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유출

된 정보는 불법유통을 통해 문자,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ISAC에 개인정보공유분석센터를 병

행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ISAC를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지식관리시스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의 역할은 매

우 다양하다. 특정 시스템이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

람과 공유하거나 상호 교환을 통하여 지식을 제공하

고 재사용하는 공유 시스템은 전체 지식 관리 단계를

관장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지식 관리는 특정 정

보의 획득, 저장, 공유. 그리고 사용의 과정으로 정의

된다[2]. 특히 정보공유 활동은 개인 또는 별개의 조

직에 내재된 정보를 전체적인 수준으로 확산시킴으로

써 조직과 조직 간의 연결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가치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한 지식

을 소유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집단의 능력을 초과

한 수준으로 전체 집단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정보 유출 단계 전후의 정보를

관련 기업들 간에 통지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된 정보로부터 2차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다. 지식관리와 관련하여 한

집단의 정보를 다른 집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특정

지식을 관련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제공을 통하

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공동의 목적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IT 기반의 지식 및 정보

를 관리하는 것은 지식의 공유와 응용력을 향상시키

며 이렇게 향상된 지식의 응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전체의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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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하는 방안

3.1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 구축

금융ISAC은 회원금융사를 모니터링하면서 해킹, 악

성코드 탐지에만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봤듯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대처하자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공유․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유분석센터를 금융ISAC과 병행하여

구축하고 개인정보공유분석센터를 이용해 2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관계기관에 유출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유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에 제공한다. 이렇게 개인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

보를 분석․평가하여 이용자별로 그에 맞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금융사에

                 ISAC

                              

                   협력

                              

       (그림 4) 개선된 금융ISAC

제공한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때는 그

고객이 동일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금융사에 유출정보를 제공하고 그 금융사는 고객의

임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강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피싱 등을 당

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도록 한

다. 카드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탈회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 한다. 또 유출 금

융사의 개인정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출되어 인터

넷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도 수집하여 개인정보공유

분석센터에 저장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3.2 국가․민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금융ISAC은 정보보안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정보보안 관련기관은 국가보안 관련기

관과 민간보안 관련기관으로 구분된다. 국가차원에서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정부종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민간기관으로 백신업체, 한국침해사고

대응팀협의회(CONCERT) 등이 있으며 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금융ISAC은 28개의 중앙행정부처 분야별 보안관

제센터와 협력하고 보안관제센터간 탐지․분석한 위

협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갑작스런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시간 탐지․대응하여 공격확산을 차단하

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종합

전산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보안전문가, 보안기업, 백신업체 등과 상시적인 정

보 공유, 신속한 공동대응을 통하여 인터넷망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철수연구소, KT 등

국내 보안업체 및 IT관련기업과 최신 해킹기술, 침해

사고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버침해 사전 차단능력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금융ISAC에 개인정보 공유분석센

터를 병행설치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ISAC은

각 금융사를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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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소개 ]

공격에 공동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개인정보

를 유출시 유출정보를 개인정보공유분석센터에 제공

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

스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이용자

별로 그에 맞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한 기초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함으로서 2차 피해를 방

지하게 한다. 향후 개인정보공유분석센터에서 정보

분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의무

적으로 제공할 것과 선택적으로 제공할 것을 구분하

여야 할 것이며 알려줄 것과 게시할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센터에 개인정보가 수집되

는 만큼 또 다른 유출사고에 대비한 보안정책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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