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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분야

IT기술 발전의 허브, 정보 보안으로 열어가는 미래

정보통신보안과

2년제
T. 031.740.1328
https://info.shingu.ac.kr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정보통신과 보안!
이 용 국 (정보통신보안과 학과장)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정보통신과 보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IoT, 블록체인, 빅데이
터와 같은 복합된 4차 산업기술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에게 정보통신 기술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고, 시스템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 및
보안업체의 어느 분야에서도 우수 한 인력이 될 수 있는 기술과 학생 1인당 1개 이상
의 관련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통신보안과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보안과 교수님들과 함께 정보통신
및 보안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미래의 ICT 전문기술인력을 기다리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정보통신과 보안이다
정보통신보안과는 정보통신과 보안 분야를 주도할 우수한 ICT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보통신의 기본 개념 및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둘째 유무선 네트워
크의 개념과 동작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셋째 시스템보안과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재학 중 학생 1인당 1개 이상의 전
공 관련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과 보안 관
련 업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취업분야로는 각 기관(통신회사, 관공서 등)의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정보
통신기기 생산, 운용하는 중견 정보통신 업체와 보안장비 모니터링 업체, 하드웨어 및
통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IT 회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기초
교과목

정보능력, 전자계산일반, 데이터베이스실습

프로그래밍
교과목

프로그래밍실습, 알고리즘, 네트워크SW개발, 네트워크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

• 네트워크 관리사

• 리눅스마스터

• 인터넷보안 전문가 자격증(1급과 2급)

• 정보통신 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Information Processing)
•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교과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프로토콜실습, 통신망관리실무,
CISCO네트워크실습, 서버운영관리, 서버장애관리, 실무프로젝트

정보보안 교과목

정보보안개론, 시스템보안실무, 네트워크보안실무,
무선통신보안실무, 해킹기술실무

인력양성유형

인력양성유형 및 취업분야

• OCJP(Oracle Certified Java Programmer)
•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NCS세분류

NW엔지니어링
전문인력

20010205
NW엔지니어링

보안엔지니어링
전문인력

20010205
NW엔지니어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MCSE(Microsoft Certified Systems Engineer)

직무

취업분야

ICT 엔지니어링

ICT 업체

다양한 분야의 취업!
풍부한 취업분야,
폭 넓은 선택
| 정보통신업체

다양한 융합직무분야
전문가로 진출
| 정보보안 업체

시스템 보안 업체 / 네트워크 보안 업체

정보통신 H/W, S/W 개발 및

| 그외

유지 보수 업체

전산직 9급 공무원, 초중고 전산 실습교사,

| 네트워크 관련 업체

네트워크 장비 및 구축 유지보수 업

전산분야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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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
정보통신보안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
❶ 카카오뱅크 보안

취업분야

카카오뱅크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한 쓰기 편하고 안전한
보안(Usable Security)’도 한 몫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듯하다. 카카오뱅크는 몇 가지 면에서 기존 업체들과는 다른 차
별성을 갖는다.
우선 첫 번째 차별화 요소로 ‘보안의 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통한 시스템 복잡도(Complexity)의 최소화’를 들 수 있
겠다. 오랫동안 불편함에 훈련돼 있던 우리는 페이팔(PayPal)이나 애플페이(Apple Pay), 카카오뱅크와 같이 쓰기 쉬운 시스

2016년, 2017년
졸업생 취업률 66% 이상
경제 불황속에서 청년실업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템을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 속을 보면 수많은 보안기능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단지 사용

신구대학교 IT미디어과(전 컴퓨터정보처리과, 컴퓨

자에게 보이지 않을 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개발 초기부터 필요 최소한의 보안기능들을 선별해내는 작

터멀티미디어과) 학생들은 훌륭한 교수진과 체계적

업을 진행했으며, 인증서(PKI) 기술들과 같이 꼭 필요하지만 사용하기 불편한 기술들은 개발팀과 상의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

인 실무위주의 강의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 해내고

대화 시켰다.

취업에 성공, 66%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Hardware-Based Security)’을 들 수 있다. 최근 생체인증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모바일

있습니다. 2016년 졸업생 총 50명 중 33명의 학생

기기들은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그들 기기 내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킹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이 취업하였고 2017년 졸업생 총47명 중 32명이

상의 안전한 저장영역을 트러스트존(TrustZone) 혹은 시큐어엘리먼트시큐어엔클레이브(SE)라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이

취업하였습니다.

곳을 활용해 개인키 등 사용자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용자 1인당 하나의 모바일 기기만을 지원케 함으로써 안전
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트러스트존 혹은 시큐어엘리먼트시큐어엔클레이브 같은 안전한 저장소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기
기들에 대해서는 ‘화이트박스 암호화(White-Box Cryptography)’ 기술 등을 이용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
하고 있다. 셋째로 카카오뱅크는 모의 해킹을 통한 최종 점검에 있어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테스트 범위
(coverage)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해커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의 해
킹 업체에게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모의 해킹 업체에게 주어지는 시간 즉, 용역수행기간은 해커들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들이는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없이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출처] 카카오뱅크 보안이 다른 점
작성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2017년 취업률은 2010년부터 시행된 교육부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총 47명 중 31명(65.9%) 정규
직으로 취업, 취업생 중 70% 이상 이 전공과 관련
한 IT기업체 및 개발업체에 취업 하였으며, 직업군
으로는 프로그래머, 서버관리, 네트워크 등으로 다
양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맘껏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신의 실습장비와 보다 진보적인
첨단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몇 개 대학만이 보유하고 있는 CISCO

❷ “해킹 조심!” IPT 성장에 보안시장도 “쑥 쑥~~”
인터넷망에 음성데이터를 싣는 보이스오버IP(VoIP) 시장이 커지면서 통신보안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분
야 보안장비 및 솔루션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IPT 시스템이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외부공격에 취약해 도·감청, 부당요금 청
구, 분산서비스공격거부(DDos)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초 IPT를 도입한 일부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연이어 보안사고가 터졌다. 네트워크 업계 관계
자는 “IPT는 유선과 달리 해킹하면 전화 시스템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 부당 요금청구 등 2차 피해가 크다”며 “기업과 공공기
관에서 보안솔루션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IDC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VoIP 시장은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화(IPT) 구축사업이 본격화 되

네트워크 실습실, 프로그래밍 실습실, 프로젝트 발
표와 세미나를 통하여 실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멀티미디어 실습실 등은 신구대학교 IT미
디어과가 자랑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첨단 실습 환
경입니다. 또한 IT미디어과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
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분야
의 전공특강 및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며 VoIP 전용 방화벽 등 보안 솔루션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IPT 전환대상인 전국 558개 공공기관 중 사업
을 완료한 곳은 2월 현재 약 14% 수준으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곳이 86%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국정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와 함께 전문지식과 산업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IPT 도입 시 암호화, 망분리, 기기인증 등 별도 시스템 마련이 의무화돼 있어 보안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

겸비한 교수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강의가

금융산업 역시 의무적으로 보안 장치를 갖춰야 한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VoIP 보안가이드’를 통

여러분들을 IT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이끌어 줄 것

해 인터넷전화, 통합커뮤니케이션(UC) 등을 도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보안장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바람을 타

입니다.

고 국내업체들도 전용 솔루션 및 장비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사 소프트스위치에 VoIP 보안 콘트롤러를 탑
재해온 LG에릭슨은 올해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승도 LG에릭슨 상무는 “지난해 VoIP 솔루션에서 기대 이
상 성과를 올렸다”며 “시장이 더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역시 이 분야에 속
속 뛰어들고 있다. 아직 대기업 제품이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추지 못해 전문성으로 시장을 뚫는다는 전략이다.

IT 시장 전망
정보통신보안과는 불황도 두렵지 않다!
39.1%

22.97%
13.51%

프로그래머 39.1%
전산사무 13.51%

12.16%

서버/네트워크 12.16%
기타 22.97%

프로그래머

전산사무

서버/네트워크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