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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환경 보안 이렇게 지켜요!
- KISA, 비대면 업무환경 도입 및 운영 보안 가이드 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코로나19로 확대되고 있는
원격근무·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환경에서의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업무환경 도입·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2020.

6. 24.(

수)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방역
시행, 직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근무지 폐쇄 등으로 원격근무 및
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형태의 업무환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 변화된 근무환경을 노리는 보안 위협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K ISA

는 비대면 업무환경에서의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업무환경 도입·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를
제작했다.
* KISA 보호나라: www.boho.or.kr(자료실-가이드 및 매뉴얼)

주요 내용은

▲비대면 업무환경 이해 ▲주요 보안 위협 소개 ▲보안

강화 방안 안내 등으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지닌 특성과 보안 위협
정의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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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환경 보안 가이드 주요 내용>
목적

주요 내용
원격근무의 개념과 원격근무 환경을 이루는 구성요소* 소개
* 사용자 단말기, 보안접속 프로그램(VPN 등), 업무처리시스템(ERP)

비대면 업무환경 이해
영상회의 개념과 영상회의 플랫폼 방식* 소개
* 전용 장비를 활용한 자체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원격근무와 영상회의 환경의 물리적·인적·기술적 위협 정의
보안 위협 이해
원격근무 및 영상회의 환경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소개
비대면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구분
* 원격 근무자,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 영상회의 개설자, 영상회의 참석자

보안 강화방안 안내
업무 수행 주체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상세히 제시
* 사용자 단말기 보안, 접속자 인증 보안, 이상행위 모니터링 방안 등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핵심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
* 비대면 업무 체계를 장기간 운영해온 기업의 보안점검 항목 적극 활용

는 현재 코로나19를 악용한 스미싱,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

KIS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백신사 등 보안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이상 징후 및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24

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랜섬웨어

감염 등 침해사고 신고 접수* 시, 복구 및 예방 조치를 위한 기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 (국번 없이) 118번 또는 110번

KISA

김석환 원장은

“

코로나19로 확산하는 비대면 방식의 업무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사이버침해로부터 안전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디지털 신뢰가 뒷받침돼야한다”며,

“

이를 위해 언택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강화가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보안 가이드가 안전한 업무환경
마련 및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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