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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존 ISMS를 기반으로 개선된 M(Military)-ISMS 모델

을 제시한다. 이는 ISMS에서 논의 되지 않은 군 특수성을 고려한 ‘내부 보안감사’와 ‘대외활동 관리’부분이 주요 연

구대상이다. 내부 보안감사 부분은 민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용성보다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밀성과 관련

된 보안감사의 6가지 통제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대외활동 관리부분은 해당 군사자료가 비밀로서 가치가 사라졌

을 경우 보안관리 기준 수립과 수준유지에 관한 통제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M-ISMS는 기존의 

ISM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과 민간 침해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보안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BSTRACT

We propose an improved M-ISMS(Military-ISMS) model which is based on common ISMS model for regarding 
military's unique characteristics. Our model focuses on ‘Internal Security Audit’ and ‘Management of external activity’ 
as military circumstances. So, we added the six control new items as internal security audits. Because the 
confidentiality is more important than availability in military service as compared with private sectors. In addition, we 
propose some control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security management standards and keeping level maintenance 
when it will becomes to lose a value as confidential. The M-ISMS model in this paper has effectiveness which prevents 
security incidents in advance rapidly throughout a variety of common ISMS's advantages and security incidents of 
private sectors in consideration of military characteristics.

키워드 : M-ISMS, ISMS, 군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안감사

Key word : M-ISMS, ISMS, Military-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security inspection, securit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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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4년 인터넷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터넷 강국으로서 발돋움

하였다. 2012년 발표자료 기준으로 ITU(국제전기통신

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지수 

1위를 차지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3,812만명(인터넷 이

용률 78.4%)에 이르고 있다[1].
한편 이처럼 고도화되어가는 정보화 환경에 따른 역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군과 같이 국가안

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의 주요 기밀 유출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창과 방패 관계처럼 대응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교묘하

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보안 침해 수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제정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정보화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지향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IT신기술을 군에 적기

에 도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IT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

하여 2010년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군 내부의 기관별 정보보호 임무를 재정립하고 전군 

차원의 사이버전 수행 대응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

다[2].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군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감

사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제도적 변화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은 국제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O/IEC 27001)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도

입하여 고객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군에서도 형식적인 보

안감사을 탈피하고 합리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 실

질적인 보안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 정보화 시

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를 평가 할 수 있는 정

보보호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래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국내

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및 지침 등에 관하여 살펴

보고, 둘째, 군(軍)보안감사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선

행 연구를 검토하고,셋째, KISA ISMS와 관련된 법률 

및 지침 등에서 군용 정보보호관리체계(M-ISMS : 
Military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수
립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여 군(軍)보안감사에 적용 가

능한 정보보호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전

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국내 정보통신기

반 보호법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

고, 3장에서는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軍)보안감사의 

현실적 문제과 IT거버넌스 개념의 ISMS에 대해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군(軍) 정보보호관

리체계(M-ISMS)를 제안하고, 5장에서는 결론으로 구

성한다.

Ⅱ. 국내외 정보보호관리 인증제도

2.1.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란, “정보의 수집･가

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
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

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보호의 주요 목표는 전통적으로 비밀성(Confi- 

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3가
지로 정리된다.

또한 정보전의 분야에서는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허가 받지 않는 정보의 누출, 전송, 수정, 파괴 등으로

부터의 보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인 ISO/ 
IEC27001에서는 정보보호의 사업 지원 측면을 강조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사업 위험을 최소화 

하고 투자회수와 사업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양

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의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

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4].
여기서 정보보호관리체계란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

결성, 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보안 대책을 관

리하고, 위험기반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구축･구현･운

영･모니터링･검토･개선 등의 주기를 거쳐 정보보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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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SO/IEC 27001

국제 표준화 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otechinical 
Commission)는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에 

ISMS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과 ISO/IEC 
27002를 발표하였다. 이 표준은 원래 BS7799에서 발전

한 것으로, 모범사례는 BS7799 Part1, 인증 기준은 

BS7799 Part 2로 나뉘어졌으며, BS 7799 Part 1이 

ISO/IEC 17799로 먼저 국제 표준이 되었고, BS 7799 
Part 2가 뒤이어 국제 표준이 되었다. 개정 작업을 통하

여 2005년에는 ISO/IEC 27001과 모범사례의 집합인 

ISO/IEC 27002로 바뀌었다.
ISO/IEC 27001에 의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

반적인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비즈니스 위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호를 수립, 구현, 운영, 모니터, 검
토,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정보보호 조직 구조, 정책, 계
획 활동, 책임, 실무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포함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관리 

일부임을 명시하고 있다[6].

2.3. KISA ISMS

KISA ISMS는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비밀

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

계적으로 수립 및 문서화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

영하는 시스템이다. 즉,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

해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 등

의 정보보호 관리과정을 통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대

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에 대하여 제3자의 인증

기관(KISA)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준

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KISA ISMS 인증 기준은 표 1과 같이 정보보호관리

과정(5단계, 12개 통제항목)과 정보보호대책(13개 분

야, 92개 통제항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1].
정보보호관리과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요구되는 필수 항목으로서 5단계, 12개 통제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조직 내·외부 위협 

요소의 변화 또는 새로운 취약성 발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순환주기의 형태를 

가진다.

표 1. KISA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표

Table. 1 KISA ISMS Certification Basis

분 야
통제
항목

관리과정

1. 정보보호정책수립 및 범위설정 2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구성 2
3. 위험관리 3
4. 정보보호대책 구현 2
5. 사후관리 3

정보보호 
대책

1. 정보보호정책 6
2. 정보보호조직 4
3. 외부자 보안 3
4. 정보자산분류 3
5. 정보보호교육 4
6. 인적보안 5
7. 물리적 보안 9
8. 시스템 개발보안 10
9. 암호통제 2
10. 접근통제 14
11. 운영보안 22
12. 침해사고 관리 7
13. IT재해복구 3

총 계 104

그림 1. KISA ISMS 정보보호 관리과정 5단계

Fig. 1 KISA ISMS IS Management Process 5Step

표 2. KISA ISMS 정보보호 관리과정 5단계

Table. 2 KISA ISMS IS Management Process 5Step

관리과정 세부관리과정

1.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범위 설정 5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5
3. 위험관리 11
4. 정보보호대책 구현 3
5. 사후관리 8

총 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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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대책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시 요

구되는 선택 항목으로서 표 2와 같이 총 13개 분야 92개 

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평가를 통하여 조

직이 수용한 위험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항목을 

선택한다.

Ⅲ. 군 특수성을 고려한 ISMS 분석

3.1. 군(軍)보안감사의 현실적 문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군 특수성을 바탕으로 군에서

는 보안감사를 위한 별도의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감사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 보안감

사는 정기감사(연 1회)와 불시 보안감사로 구분되고, 사
단급 이상부대를 대상으로 기무사령부(격년 1회)와 각 

군에서 보안감사(연 1회)를 실시하고 있다.
보안감사는 보안수준이 낮은 부대를 적정한 수준으

로 향상시키고, 높은 부대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 2012년 보안회보에 

따르면, 2012년 후반기 보안감사 결과는 대부분 부대가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를 받았고 ‘저조’는 없었다(총 

33개 부대 중에 ‘우수’28개 부대, ‘보통’9개 부대)[7].
이렇게 모든 부대가 후한 평가 받은 원인을 비롯하여 

군 보안감사의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아직까지도 정보보안 업무는 보안담당자만 처

리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

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여도 적절한 대응절차와 대응방

법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속도가 느리다. 이는 보안 교

육이 부족하다기 보다 관심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현상

이다.
둘째,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감사 자료 수집을 하

지 못하고 있다. 피감사부대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으로 3~5일 동안 4~5명으로 편성된 감사

관이 문서보안, 인원보안, 정보통신보안, 시설보안 등 

정보보안 모든 분야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

족하다.
셋째, 감사 주기가 길기 때문에 보안감사 목표 수준

을 높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감사관 재량범위가 

넓어 자체 경감처리에 의한 온정주의 처분도 있어 감사 

결과가 질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넷째, 군 특수성에 따른 폐쇄적인 보안감사 활동 구

조가 보안감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군 단독적으로 

끊임없이 도입되는 각종 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

점 분석과 침해대응 대책 수립하기에는 국방 정보화 속

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주요 군사 작전 시 정보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던 점에서 대군 신뢰도를 크게 하락되었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기밀에 대한 보도는 적절하게 통제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군 대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2. IT거버넌스 개념의 ISMS 검토

최근 IT 융･복합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개인정

보 및 기업정보 등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 및 취약성을 

어느 때보다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조직에서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조직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활동의 

하나로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8].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의 개

념으로 IT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IT의 도움과 효율적인 활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국가

나 군 그리고 공공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군의 관계에서 보면 IT 거버넌

스의 구조와 원리는 지휘부와 보안담당자들이 조직의 

보안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연관된 구조와 프로세스들

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와 논리는 군 경영의 

관점에서 주체가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분야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

요할 것이다.
군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책임 추

적성이다. 그리고 책임감과 책임 추적성을 분리시킨 이

유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강조

한 것이며, 책임 추적성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

하는 실천 강령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9].

3.3. 선행 연구 검토결과

‘군(軍)보안감사의 현실적 문제’와 ‘IT거버넌스 개념

의 ISMS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군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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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국

가기밀보호법에 기반한 군사보안훈령을 토대로 정기･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연중 균형된 보안수준을 유

지하고 있지만, 점차 빨라지는 국방 정보화 속도에 발

맞추어 안정적인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 한편,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역할은 문서화된 

정책에 기반을 두어 수행되는 정보보호 활동을 보다 굳

건히 만드는 것에 있다.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기업에

서 수행되는 수많은 정보보호 활동들이 기업의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성, 비즈니스 연계성, 
준거성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

한다.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목표와 원칙을 정보보호 관

리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기반

이 정보보호 활동과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목표인 책임

성, 비즈니스 연계성, 준거성을 연계하는 연결 고리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10]. 따라서 국내 정보보호관

리체계(KISA ISMS)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보안감사 

기법을 적절하게 조합한다면, 새롭게 증가하는 보안위

협들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높은 수준

의 보안태세를 항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에 적합한 군 정보보호관리체

계(M-ISMS)를 제안한다.

Ⅳ. 군 특수성을 고려한 M-ISMS 모델 제안

4.1. M- ISMS 모델 제안

4.1.1. M-ISMS 개념

본 연구에서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軍) 정보

보호관리체계(M-ISMS: Military-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군(軍)내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정보보호 분야 보안에 관한 지침

과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

성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

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안된 

M-ISMS는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군 정보시스템 환경

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운영

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군 보안감사 수준을 향상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4.1.2. M-ISMS 정보보호 관리과정(5단계)
정보보호 관리과정은 ISMS의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KISA ISMS정보보호 관리과정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

며, M-ISMS에서는 그림 2과 같이 5단계 순환구조로 되

어있고 현 보안감사 시스템 개선의 핵심 2가지는 바로 

2단계(지휘관 책임 및 조직 구성)와 5단계(사후관리)
이다.

그림 2. M-ISMS 정보보호 관리과정 5단계

Fig. 2 M-ISMS IS Management Process 5Step

2단계에서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휘관 중심의 정보보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하

고, 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와 임무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

보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보호 전담 조직은 기존에 임무를 수행하던 정보

부서에서 담당하되 정보통신 및 전산분야는 전담 인원

을 추가 할당하여 완전한 정보보호 조직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는 사단급 정보보호 조직 구성에 대한 

예시이다.

그림 3. M-ISMS 정보보호 조직 구성(예시)
Fig. 3 M-ISMS Information Security Organization(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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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항목 세부내용

14.1 법적 준수검토

최신 법령 

준수검토

감사 실시 전, 반드시 관련 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을 확인한다.

14.2 점검

사전 점검
연간 정보보안 계획수립 적절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술적 점검

감사증적을 제거하기위한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최신 감사도구를 활용하여 책임

추적성을 향상시킨다.

접근 및 

사용모니터링

감사 실시 1주일 전에 네트워크 관제팀으

로부터 주요 시스템 접근 현황을 보고받

고 이상여부를 분석한다.

14.3 보안감사 실시

보안 감사

계획 및 이행

연 2회(반기 1회) 내부 내부 보안감사 계

획을 수립하고 지휘관으로부 승인받은 

계획대로 감사임무를 수행한다.

14.4 보안감사 종료

감사결과 및 

사후관리

감사결과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감사 

성과가 지속유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를 실시한다.

15.1 대외 자료 공개

일반 군사자료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

5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수준 유지 및 관리

를 위해 조직이 준수해야할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

항에 대한 최신화를 유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그
리고 내부감사 조직을 구성하여 연 2회(반기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1.3. M-ISMS 통제항목

본 연구에서는 KISA ISMS 통제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M-ISMS 통제분야 및 통제

항목을 확장한 유형을 제시한다. 군의 특성상 기밀성

이 강조된 내부 보안감사와 대외활동 부분이 추가되

었다.

4.1.4. KISA ISMS와 M-ISMS 비교 분석

M-ISMS 구축을 위한 통제분야 및 통제항목들은  그

림 4과 같이 KISA ISMS와 비교하여 2개분야, 15개 통

제항목이 추가, 수정(3개) 및 삭제(3개)되었다.

그림 4. KISA ISMS와 M-ISMS 통제항목 비교

Fig. 4 The comparison of KISA ISMS and M-ISMS control 
items

내부 보안감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유지 하

는 핵심 통제분야이며, 연 2회(반기 1회) 정기 내부 보

안감사를 수행하고 지휘관에게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체 보안시스템이

다. 그리고 대외 활동 관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수행되는 대외 활동에 대

한 적절한 통제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통제분

야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3. M-ISMS 모델 핵심 통제분야

Table. 3 Key control area of M-ISMS model

No 통제분야 통제항목

14 내부 
보안감사

14.1 법적 준수검토

14.1.1 최신 법령 준수검토

14.2 점검

14.2.1 사전 점검

14.2.2 기술적 점검

14.2.3 접근 및 사용모니터링

14.3 보안감사 실시

14.3.1 보안 감사 계획 및 이행

14.4 보안감사 종료

14.4.1 감사결과 및 사후관리

15 대외활동 
관리

15.1 대외 자료 공개

15.1.1 일반 군사자료 공개

15.1.2 대외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15.1.3 보안성 검토

15.1.4 보안조치 대상 및 시기

표 4. 핵심 통제분야 세부내용

Table. 4 Detailed contents of Key contro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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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모든 군사정보는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각 분야별로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아

야 한다.

대외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보안성 검토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제

작 및 배포가 가능하다.

보안조치 

대상 및 시기

군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대외 발표해

야 할 때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보안조치

를 실시해야 한다.

4.2. M- ISMS 효과성

군 보안감사의 목적은 보안 제 규정에 의해 이행되는

지 여부와 각 분야별로 수립된 보안대책에 대한 준수상

태를 평가 및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 및 문제점에 시정

을 촉구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사기

밀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정보우위를 지켜야 하는 군

의 입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포함되어 있는 대외

활동 관리를 통해 대군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ISMS가 도입되면 그림 5와 같은 5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림 5. M-ISMS 도입 효과

Fig. 5 The effect of M-ISMS model

첫째,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념 도입으로 인한 지휘관 

중심의 정보보호 활동이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7DDoS 공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최소 363억원에서 최대 544억원이라고 

한다[11]. 이처럼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이버공격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

동이 바탕이 되어야 정보보호 전담 조직 구성 및 정보

보호 자산 확보가 가능하고 정보보호 인식과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군(軍)에서 유사한 보안사고 발생할 경

우에는 민간에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도 없을 만큼 심각한 국가위기 사태에 빠질 우려도 있

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을 위한 전담 정보보호 조

직이 구성되면 일원화 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침해사

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책임추적성이 강화되어 보안감사 성과의 질적 

향상 효과가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증적을 통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안감사에 투입되

는 자원(인력, 시간, 예산 등) 낭비를 줄이게 되며, 보안

감사관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인간관계에 따른 온정주

의적 처분이 줄어든다.
셋째, 정보보호 관리단계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해 지

속적이고 균형적인 보안활동이 가능하여 평균적인 보

안수준이 향상된다. 지휘관이 직접 해부대 정보보호 수

준을 정기적(연간 2회)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

인 보안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넷째, 민간 정보보호 우수 사례를 개선하여 도입하기

가 쉽다. 신규 도입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수립 시에 민간으로부터 다양한 

사례를 미리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대책 수

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에 S사에

서 3,500만명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공격은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버

를 해킹하여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변경해서 유포하

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군에서도 공격자가 외부 공개서

버나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를 통해 외

부로 군사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

로 민간에서 개발한 대응책을 응용하여 군 특수성에 알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정보보호 활동으로 인해 대군 신뢰

도가 향상된다. 군 특성상 폐쇄적인 정보유통 구조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안활동 수행여부를 밝

히기 어려우나, 표준화 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도입하

고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프레임워

크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대군 이미지가 향상되

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외 홍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보안활동으로 군사정보 유출을 막음으로

써 그 효과를 손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
요약하면, 현재 단편적이고 단순 일회성으로 관리하

던 정보보호 대책이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대

책으로 체계적으로 구현된 것을 운용함으로써 군 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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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ISMS 목표

Fig. 6 The aim of M-ISMS model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이

론적 배경과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군(軍)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안하고,  KISA ISMS를 적용한 M-ISMS
가 군 보안감사 개선에 주는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재 군 보안감사는 규정에 입각하여 감사 임무를 수

행하되, 감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론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감한 군사정보 취급과 

대국민 홍보를 함께 해야 하는 두가지 입장에서 효과적

인 대외활동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정보보호 관리방법

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 조직과 다른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KISA ISMS를 바탕으로 군에 최

적화된 통제항목(15개 통제분야 104개 통제항목)을 개

발하여 새로운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M-ISMS)을 제

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ISMS는 군내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안에 관한 지침과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념을 바

탕으로 설계되어있다.
최고 지휘관이 중심이 되어 보안 분야에 대한 균형

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필요한 조직을 구

성하고 제도를 재정립하고, 예산 및 자원을 확보하는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사

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끝으로 M-ISMS 모델은  다양한 영역을 운영하고 통

제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세분화된 실행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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