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SMS-P 인증체계 내재화로
기업의 보안수준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킵니다.

KISA ISMS-P 컨설팅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내표준으로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정보자산을 관리‧운영
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16.05)으로,
아래의 기업은 의무 인증획득 대상입니다.

<의무화 대상>
*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ISP)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연간 매출액 100억 또는 하루 평균 이

개인정보
Life Cycle
관리

법적 준거성
확보 및 대응

인증 추진과정
인증 컨설팅 2.5개월, 자체 이행 2~3개월, 인증심사 1주일, 인증서 획득 1.5개월,
총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당사의 대외서비스를 기준으로 인증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용자 100만명 이상 기업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 이상인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의 학교

Contact us
양 미향 수석컨설턴트 / 이사
Tel. : 02-6124-6690~2
Mobile : 010-3292-6051
E-mail : mihyang@ssrinc.co.kr

지속적
정보보호관리
수준 확보

기업 대외
신뢰도 제고

준비 및
계획

업무 환경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기술 취약점
분석
개인정보
침해,수준 분석

위험분석

대책 수립/
대책 적용

인증심사
문서 작성

Consulting Outputs
 인증범위 정의서

 자산 중요도 평가

 정보보호이행플랜

 정보보호 이행 증적

 정보보호 조직도

 위험평가 보고서

 정보보호대책명세서  내부감사 보고서

 GAP분석 보고서

 정책 지침 제∙개정

 정보보호마스터플랜  정보보호 교육 자료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수준진단보고서

 개인정보 개선방안 보고서

㈜ 에스에스알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보안, SSR
Brain

MENSA

분야별 실력 있는 컨설턴트가 최적,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보안전문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정보보호전문서비스업체 컨설팅 인력
전문법적 지식 및 풍부한 노하우

Perfect

독보적인 서비스 지원
보안전문가

대한민국
상위1%가 수행하는
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인력 30%
멘사 코리아 회원

국내 최고의 모의해킹 수준

10년 이상의 보안 컨설팅 노하우가 집약된 방법론과 SSR만의 보고서 도구를
통해 산출물을 고도화 시키며, 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Consulting
고도화된 방법론

IT System
전수 조사

Reporting 도구

자사가 개발한 자동화 진단도구(SolidStep)를 통해 모든 서버시스템 취약점을
전수 조사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NETWORK
SERVER

PC
DBMS

 넓은 점검범위
(600개 보안항목 점검)
 300배 빠른 점검속도
 모든 대상으로 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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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모의해킹 수준

개인정보 흐름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정보유출 위험 시나리오를 모두 도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Consulting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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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분석
(흐름분석을 통한 위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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