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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정책수립과 시스템에 대한접근 및
운영통제수행

*침입이나 내부정보 유출이 발생했을때 신속
히 탐지∙대응해 정보자산을 보호함

* 보안시스템, 보안서비스, 보안SW 개발 업무

 인터넷의 확산은 해킹과 바이러스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킴
 이에 따라 정부, 기업, 개인의 컴퓨터보안이 중대해짐
 서버보안, 네트워크보안, 무선인터넷보안 등 사회전반에 보안 업무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보안전문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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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적이고, 창의성, 혁신적 사고

• 보안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것이 중요

타 분야에 대한 이해, 프레젠테이션, 어학, 
문서화 능력

열정, 추진력, 적극성

실패사례: 한 분야에 빠져서 다른 분야를 인정하지 않거나 협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너무 이론에 치우치거나 단순 테크닉에 집착하는 경우 쉽게 한계에 다다름

Innovation

Communication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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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사 유망 직종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출처: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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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취업포털 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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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대졸 또는 동등이상 자격
자 및 관련업무 경험자
(전산관련학과/분야)

*국내/국제정보보호자격
증소지자 (SIS, CISA, 
CISSP, ENC, MCSE, 
RH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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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석사학위 이상

*국내/국제정보보호자격증소지
자 (SIS, CISA, CISSP, ENC, 
MCSE, RH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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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정보보호/전산관련학과
졸업자

*국내/국제정보보호자격
증소지자(SIS,CISA,CISSP, 
인터넷보안전문가)

*대도시인근근무

*국내/국제정보보호자격
증소지자 (SIS, CISA, 
CISSP, ENC, MCSE, 
RH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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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IT 개발·운영2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 해킹대회입상자, 리버
스엔지니어링 업무경험자, 웹
APP 소스분석경력자, 바이러스/
침입탐지패턴개발경력자

* 필수조건

정보처리분야의기술사, 기사

CISSP, CISA, OCP, SCJP, PMP
CPPG/ SIS 1급/ BS17799
심사원보, ISO27001심사원보

* 금융권 CSO 제도 의무화 추진 중

14



*
공통사항

*4년제 대졸이상

*프로그래밍 능숙자

(C, C++, JAVA 등)

*동종업계 2년 이상

경력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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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외국어, 직무관련 특수자
격우대

*인성, 프리젠테이션, 임원
면접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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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우대사항: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보유자

관련학과전공자우대

영어능통자 우대

정보보호젂문업체1년이상 근무경력자

정보보호동아리활동경험자

Network, 시스템보안 취약점 점검 경력자

보안툴 개발 및 소스코드 분석가능자

악성코드 분석 등 리버스엔지니어링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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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및 많은 정책이 시행중이며 이중
보안 전문가 인정과 관련된 인력정책부분소개

- 관련 자격증소개(SIS, 감리사)

-기술인력자격기준(초급, 중급, 고급,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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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정보보호젂문가)자격증

민간전문가자격증인 SIS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격상예정

입사지원우대

[한국읶터넷진흥원(KISA)] 

-서류전형시우대

[한국전력공사통신직군] 

-통신분야비전공자응시자격요건포함(SIS 1급)

※서류전형시 SIS 1급 9점, SIS 2급7점 (130점만점) 가점

[기무사군무원] 

-전산직7급지원자격요건

[육군정보보호기술병] 

-지원자격요건, 자격증 항목만점

[공군정보보호장교]

-지원자격요건(SIS 1급), 가산점 10점

[공군정보보호부사관]

-지원자격요건(SIS 2급이상), 

필기시험면제(SIS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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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사 (http://auditor.nia.or.kr)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감리수요의 충족과 민간부문의 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2001년부터 국가공인정보시스템 감리사자격검정을 매년1회실시 IT 분야
중에 최고의 연봉을 받으며, 정년퇴임 없고 야간근무없이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CISA (국제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
전산화된 정보를 감사할수 있는 전문가로, 가장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
안실무를 적용할 수 있고, 정보기술 환경에서 특수한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가

정보기술의 변화하는 속성상 대단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효과적 이니 정보시스템감사, 
통제 및 보안실무를 적용할 수 있고, 정보기술 환경에서 특수 할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
는 공인된 전문가를 고용 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2010년7월 기준 세계134개국에서 활동중인 CISSP는 67,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국내에
서도 1995년 첫 CISSP 취득자를 필두로 점점 더 많은 CISSP들이 배출

정보통신보호법에 의거해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CISSP와 같은
보안 관련 자격증이 있는 고급기술자를 일정수 보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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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경력이 쌓이는 분야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 나이가 들어도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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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관 학력 또는 유관 자격 확보로 커리어 관리

실무, 영어, 발표능력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확보

국가

국가적인 주요 시스템에 정보보호 요구사항 의무화

실효성있는 법제도 개선으로 보안 산업 육성

회사

보안 전문가 확보 및 처우개선, CSO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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