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정보보안’과 CCTV저장장치무인경비서비스 등의 ‘물리보안’, 타 산업 군에 보안기술이 적용되는 ‘융합보안
’으로 구분되는 정보보안산업은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입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대가 열리며, 이전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통신속도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무수히 등장할 예
정입니다. 5G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지연성 및 초연결성으로, 수많은 정보를 지연(latency)없이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가상현실, 자
율주행, 원격의료,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구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대
에 대하여, “5G는 단순 통신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명명하였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
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ICT 환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에 대한 노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5G 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 가운
데, 기술 구현을 위하여 처리될 수 많은 정보와 이를 지탱하는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5G 시대 10대 핵심 산업에 ‘정보보안 산업’을 포함시키고, 5G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지정하며, ICT융합 보안제도
를 마련하는 등 5G 시대 구현을 위한 최고 화두는 정보 보안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을 축적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보안(Security) 전문그룹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보안 전문그룹은 시스템 네트워
크 보안 중심의 ‘정보보안’ 및 CCTV저장장치무인경비서비스로 대표되는 ‘물리보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CT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융
합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융합보안’ 구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및 전략자문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법무법인 세종 보안전문그룹은 물리보안, 정보보안을 비롯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융합보안 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종
합적 법률자문 및 정책대응·사업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물리보안, 정보보안 및 융합보안 관련 법령 분석 및 정책 동향 파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전자
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경비업법 등

●

5G 융합제품과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자문

●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설립, 위치정보서비스, 클라우딩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및 보안에 관한 전략적 자문

●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및 보안사고 대응 업무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자문

●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드론, VR/AR 등 신기술에 대한 최신 규제동향 분석 및 관련 규제 대응전략 자문

●

주요 5G 통신서비스융합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

TBT 등 국제적 기술기준 현황 분석 및 제반 기술규제 대응전략 자문

●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 운영 대응 등 국내기술기준 관련 제반 자문

●

기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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