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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진단 등 컨설팅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

(PIA) 의무화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정보보호 컨

설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컨설턴트  부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 이유는 증가하는 정보

보호 컨설팅 수요에 맞게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컨설턴트 직

무를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규격화하여 해당 직무를 실무관점에서 학습하고 교

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PBL (Problem- 
based learning)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본다.

ABSTRACT 

Consulting projects such as diagnosis of vulnerabilities of maj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increasing, mandatory publ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essment (PIA) for public institutions and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he demand for information protection consulting is continuously 
increasing as the field obeys the law, but the lack of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nt is not improving. One reason is 
that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nts are not being develop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information protection 
consulting.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case of information protection consulting as a scenario for studying and 
educating the duty of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nt by studying overseas case and domestic case based on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We propose a problem-based learning (PBL) training method. In addition, w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BL - based lear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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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기반시설 및 금융,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과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테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국

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도 보안관제 센터를 구

축하고 침해대응 업무를 강화하는 등 IT기반 시설 확보

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IT기반 정보보

호 관리체계 등 법령 준수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대두 

되면서 정보보호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

보호 컨설턴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컨설턴트가 업무수행에 필

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핵심역량을 학

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PBL(Problem-based learning) 교

육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4단

계로 구성한다.                       

Fig. 1 Research stage

Ⅱ. 선행연구

정보보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기존 연구를 다음

[1-3]과 같이 살펴보았다.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역량을 

실무자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비교해 본 연구논문[1]과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에서 장기

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개념적인 방안을 제

시한 연구논문[2] 이 있었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위

한 연구[3]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평가와 자격증을 도입

해야한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실무에서 업무가 가능한 

효과를 누릴만한 정보보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

의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현황 조사를 살펴보니 

KISA 아카데미의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4]은 보안 컨

설팅 프로젝트의 전반에 Management에 대해 다루고는 

있지만 교육일정은 3일 21시간이고 실습보다는 주입식 

교육에 그치고 있다.  L교육사의 ISO27001취득 과정[5]

은 정보보안 감사기준(ISMS, ISO27001)을 이해하고 

인증심사 과정을 일부 실습형태로 진행하는 교육과정

이다. 교육Session은 ISO 27000 표준시리즈 소개와 프

로세스 기반 ISMS 이해, 심사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워

크숍 형태로 진행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은 강사위

주의 주입식 교육이고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로 구성되

어 있다.

교육 및 훈련에서의 PBL 방식은 의과 대학에서의 전

문가 양성에서 처음 시작되었고[6], 해외에서는 MB A

과정[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 과정을 논술지도에 PBL을 활용한 

연구[8], 음악 실시 교육[9], 예비교사가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특성을 PBL로 학습하는 방법[10]등에 PBL을 

이용한 교육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

보보호 컨설턴트 양성에 집중하여 PBL 교육방법을 연

구한다.

앞선 연구인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이해와 PBL 

교육 방안 연구”[11]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 Competency Standards)[12]과 영국, 일본의 IT

서비스 직무 표준[12]과 국내 컨설팅 전문 업체의 컨설

팅 서비스[13,14]를 조사하여 정보보호 컨설팅 직무와 

역량을 표준화 한 바 있다.  또한 정보보호 컨설턴트 양

성을 위해 PBL 기반 교육 방안이 적합하리라는 PBL 교

육방안의 개념적인 소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PBL 기반의 정보보호 컨설턴트 교육

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보호 컨설팅 직무 표

준의 적정성과 PBL 기반으로 작성된 교육방안의 효과

성에대해 알아본다.

Ⅲ.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방법 제안

3.1.  PBL기반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방법 제안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 방안으로 PBL기반 학습방법

을 설계 하 기 앞서 PBL 교육절차를 수립한다. PBL교

육방법의 취지에 맞게 [문제제시/Suggest a problem], 

[탐색 및 자료 분석/Explore a nd analyze data], [문제해

결계획/Plan the problem resolution], [문제 해결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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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Suggest solution for problem]와 마지막으로 [발표 

및 평가/Presentation and evaluation]순으로 PBL절차를  

해외사례[15]와 국내사례[16]를 참조하여 그림 2와 같

이 수립 하였다. 

Fig. 2 PBL Education Design Step

3.2. PBL기반 컨설팅 교육 시나리오 작성

각각의 교육시나리오는 5일 일정으로 구성하였으

며, 시나리오에 따라 집중해야하는 일정이 다르게 작

성되었다. 학습자(Learner)와 교수(Teacher)의 학습과 

지도에 대한 역할과 시간(D, H, M)이 정의되어 있으

며, 상세 수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지도활동(Teaching 

Activity)과 학습활동(Learning Activity)으로 기술되어 

있다.

컨설팅 PBL 교육 방안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

하였다. 컨설팅 수행의 공통역량 교육으로는 모든 컨설

팅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사업 제안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였고, 필요역량 교육으로는 컨설팅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ISMS인증 프로젝트 수행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프로젝트 수행의 시나

리오로 구성하였다. 

■ 시나리오1 공통역량 학습.  웹 포털 서비스를 운영

하는 기관의 ISMS인증 컨설팅 프로젝트에 학습자가 제

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제안서 작성 및 제안발표를 

해본 경험이 없다. 프로젝트 성공 수주 방법은?

시나리오1 그림 3의 공통역량 학습 시나리오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일차 : [문제만나기/Suggest a Problem] 교수가 문

제를 제시한다. 컨설팅 프로젝트를 학습자 본인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

달하고 학습자와 상황에 대해 토론한다.  [탐색 및 자료 

분석/Explore and analyze data]도 같은 날 진행된다. 

교수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발표 등 사업제안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학습자는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Risk)을 분석하는 방법, 경쟁전략을 준비하는 방

법 등을 동료 학습자와 토론 및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2~3일차 : [문제해결계획 / Plan the problem 

resolution] 학습자는 사업 제안을 준비한다. 제안요청

Fig. 3 Consulting Common Competency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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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4시간), 제안발표자 선정, 제안서 작성(1.5일)

등 학습자의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교수는 유사 제안서 양식을 

설명한다.  

 ▶4일차 : [문제 해결방안 제시 / Suggest solution for 

problem] 학습자는 작성된 제안서를 리뷰하고 제안발

표 연습을 한다. 또한 사업 제안해서 승리할 수 있는 포

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교수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5일차 : [발표 및 평가 / Presentation and evaluation] 

교수는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

발표를 진행한다. 학습자는 제안서 제출 및 제안가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제안발표를 진행한다. 교수와 학습자 

모두 제안발표의 결과를 공유한다. 제안발표가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시나리오2. 필요역량 학습#1. 학습자가 웹 포털 

서비스 기관의 ISMS인증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주했다. 하지만 학습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다. 

프로젝트 성공 수행 방안은 ? 

시나리오2 그림 4의 필요역량 학습#2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일차 : [문제만나기 / Suggest a Problem] 교수는 

학습자가 ISMS인증 프로젝트를 PM으로써 3개월의 기

간 동안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학습자는 KISA의 “ISMS 인증 가이드라인”[17]을 확인

한다.

▶2일차 : [탐색 및 자료 분석 / Explore and analyze 

data], [문제해결계획 / Plan the problem resolution] 교

수는 프로젝트 구성요소와 ISMS인증 대상에 대해 설명

하고 학습자는 ISMS인증대상을 선정하고 PM으로 진

단계획을 세운다. 

▶3~4일차 : [문제 해결방안 제시 / Suggest solution 

for problem]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일정

으로 학습자는 ISMS인증범위를 산출하고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터뷰, 체크리스트 점검 등 분석 및 평가를 실

시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ISMS인증 보호대책 

기준을 마련한다.

▶5일차 : [발표 및 평가 / Presentation and evaluation] 

교수는 ISMS인증 심사과정을 설명하고 학습자는 준비

한 ISMS인증 신청서와 컨설팅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공

Fig. 4 Consulting Required Competency1 PB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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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수는 ISMS인증이 성공했을 때의 사후심사 제

도를 설명하고 실패했을 때의 보완 조치 사항을 설명한

다. 이 또한 실제 ISMS인증 신청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 시나리오3. 필요역량 학습#2 신입사원이 신규 프

로젝트에 투입되게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공공기

관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프로젝트이다. 취약

점 점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 

시나리오3 그림 5의 필요역량 학습#2 시나리오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일차 : [문제만나기 / Suggest a Problem], [탐색 

및 자료 분석 / Explore and analyze data] 교수는 신입사

원에게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실하라고 전달한다. 학습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37호.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

가 기준[18]”을 정독하고 취약점 점검 기본 기술을 학

습한다.

▶2일차 : [문제해결계획 / Plan the problem resolution] 

교수는 취약점 진단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학습자는 아

래와 같이 취약점 점검 계획을 세운다.

1. 진단대상 선정  2. 체크리스트 정립  3. 취약점 진단 수행 

4. 점검결과 정리  5. 점검결과 협의      6. 보안대책 수립

▶3~4일차 : [문제 해결방안 제시 / Suggest solution 

for problem] 실제 취약점 점검을 실행하는 단계로 2일

간 진행된다. 취약점 점검 수행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자산평가 : 자산분류, 중요성평가, 자산목록 등

2. 취약점평가 :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DB등

3. 위험분석 : 진단결과와 보호수준 평가

4. 이행점검 : 위험조치 계획 및 조치 이행지원

▶5일차 : [발표 및 평가 순 / Presentation and 

evaluation] 학습자는 취약점 진단, 위험평가 및 이행점

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이 시나리오 그림 5에서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기준을 이해하고 스스로 

취약점 진단 기술 요소 및 수행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

야 한다. 앞선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림 1,2,3에서 주의할 

점은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수는 학습에 기본이 되는 사항만 전달하며 학습자가 

고민하고 동료들과 토론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하

여야 한다.

Fig. 5 Consulting Required Competency2 PBL Training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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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컨설팅 직무와 PBL교육방안 검증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보호 컨설팅 직무의 적정성 

검증과 컨설팅 역량 개발을 위한 PBL교육방안의 효과

성을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기법[19]을 이용하여 정보보

호 컨설팅 전문가의 설문을 진행했다. 본 검증에는 정

보보호 컨설팅 전문가 9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

지 배포 및 통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기초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9명의 성별은 모두 남자였으며, 다양

한 경험을 가진 수년 또는 10년 이상의 컨설팅 직무 경

험을 가진 컨설팅 전문가에게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총 16문항으로 컨설팅 직무의 적절성 5문

항, PBL 공통역량 교육방안 5문항, PBL 필수교육 교육

방안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표 1과 같이 

매우 적절(Very suitable-5점), 적절(Suitable-4점), 보통

(Normal-3점), 부적절(inapposite-2점), 매우 부적절

(Very unfit-1점)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Scorecard

Very 
suitable suitable Normal inapposite Very unfit

5 4 3 2 1

각 문항의 답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표 2 정보보호 컨설팅 직무 및 역량 구분(The 

suitability of consulting job and competence)에 대한 질

문이다. 컨설팅 수행 공통역량 도출의 적절성이 4.3점, 

컨설팅 직무 총괄표가 4.0으로 높게 나왔으며, 직무 구

분의 적절성이 미미하지만 3.8로 다소 낮게 나왔다.

Table. 2 The suitability of consulting job and competence

div Question Aver

consulting 
Job and 

competency

1) Appropriat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job? 3.8

2) Consulting duties and service adequacy? 3.9

3) Appropriateness of deriving common 
    competence? 4.3

4) Appropriateness of deriving Required 
    Competency? 3.9

5) Appropriateness of consulting job  
    summary table composition? 4.0

Total Average 4.0

두 번째 표 3 컨설팅 프로젝트의 제안방법을 공통역

량으로 도출하여 PBL기반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했을 

때 효과성에대한 질문이다. 공통역량의 PBL 교육 방안

의 효과성(What is the effectiveness of PBL education?)

과 프로젝트 제안 기본사항 이해도가 4.4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교육시간의 적절성이 3.8로 다소 낮게 나

왔다.

Table. 3 Consulting Common Competency PBL Education 
Plan Conformity

div Question Aver

PBL-based 
common 

competency 
training

6) What is the effectiveness of PBL   
     education? 4.4

7) Common competence (project proposal)  
     Training time?

3.8

8) Understanding of fundamentals of 
     project proposal

4.4

9) Understanding the project proposal 
     evaluation component

3.9

10) Project proposal workability degree 3.9

Total Average 4.1

세 번째 표 4 컨설팅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ISMS인

증지원 사업과 주요기반통신시설 취약점진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필요역량을 

PBL기반으로 학습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ISMS인

증에 대한 기본사항 이해도가 4.4점으로 가장 높게 나

왔으며 취약점진단 프로젝트 업무 수행 가능정도가 3.4

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Table. 4 Consulting required Competency PBL training 
method suitability

div     Question Aver

PBL-based 
Required 

Competency 
training

11) Required competency 1 (ISMS 
      certification) Training time? 4.1

12) Understanding the basics of ISMS 
      certification 4.4

13) Degree of ISMS certification 
      workability

3.9

14) Required Competency 2 (Vulnerability 
      Assessment) Training time? 4.1

15) Understanding Vulnerability 
Diagnosis Basics 4.1

16) Ability to perform vulnerability 
      diagnosis task

3.4

Total Averag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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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설문 검증 내용인 표 5를 보면 공통역

량(common competency)의 PBL 교육 방안이 4.1점

이고, 컨설팅 직무/역량 구분과 필요역량(Required 

Competency) PBL교육 방안이 4.0점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4.0점으로 “적합(Suitable)”의 점수

를 보이고 있다.

Table. 5 Overall evaluation table of Consulting job and 
PBL training

Question Aver

1.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job and 
    competency division 4.0

2. PBL-based common competency training 4.1

3. PBL-based Required Competency  training 4.0

Total Average 4.0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양성을 위한 방안으

로 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실무과정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

구이다. 앞선 연구에서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직무와 역

량을 국가직무표준(NCS), 해외 IT서비스 직무표준(영

국, 일본) 그리고 국내 컨설팅 전문 업체의 컨설팅 서비

스 중심으로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의 실무적 입장에서 

도출하였다.  크게는 관리적, 기술적 컨설팅 분야의 정

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기반시설 점검, 기술

적 보안진단의 4개의 직무분야가 구분이 되었다. 구분

된 직무분야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가 분류되었고 그에 

맞는 필요역량, 공통역량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특정 상황을 기반

(문제)으로 학습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중심

학습(PBL) 방법이 제시되었다. 실제 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문제로 제시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게 하는 상황 기반의 실습 형태의 교육 방법으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제안방법, 두 번째는 ISMS인증, 세 

번째는 기반시설 취약점진단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작

성되었다. 

도출된 컨설팅 직무와 PBL 교육 방안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에 설문하여 검증한 결과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

았다. 이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PBL기반 교육이 컨설

팅 실무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앞에서 도출된 시나리오 이외에 

다양한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의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

하다. 또한 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수행하여야 하

는 보안관련 서비스 산업에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해

당 분야의 직무 도출 및 PBL기반의 학습방법이 적용된

다면 더 많은 보안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양

성될 것으로 기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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