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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n your data horizons 

데이터, 그 이상을 생각합니다. 



시야 History / 정보보호 증적관리 시스템 

제 품 명 • 시야 History 

제 조 사 • ㈜ 시야인사이트 

용   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안업무 지원 시스템 

제품 개요 

• 기관의 업무와 조직유형에 최적화된 구성 

• 직관적 화면표현을 통해 한눈에 보기 쉬운 화면 구성 

• 기존 운영중인 보안 업무 관련 서비스 연동 

• 각종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평가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 

• 편리한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신청 업무 지원  



시야 History 개발 배경 

*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 (2017.12.28/정부 발표) 

ISMS(104개 항목) 

유사‧공통(82) 

고유항목(22) 

PIMS(86개 항목) 

유사‧공통(58) 

고유항목(28) 

통합인증(100개 항목)  

정보보안(80) 

개인정보보호 특화(20) 

‘ISMS-P’ 인증 

* 정보보안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 



시야 History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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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 

 자율적 인증 신청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정보통신망법 제 47조 제2항) 

   : 기업 또는 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인 인증 심사 가능 

대상자 기준 
세부분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비    고 

(ISP)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인터넷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SKT,SK브로드밴드,KT,LGU+ 등) 

(IDC)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인  

영세 VIDC 제외 

(매출액 및 이용자 기준)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인터넷쇼핑몰, 포털, 게임, 

예약, Cable-SO 등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 『의료법』 제 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무대상자 미 인증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근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취급)자 



시야 History 의 필요성 



시야 History 개념도(1/2) 



시야 History 개념도(2/2) 



종합 상황판 전체 정보보호 수행 업무 통계 상황 제공 
• 정보보호 수행업무 종류, 수행 내역, 진행 현황, 업무 일정 등 정보 제공 

• 시스템 현황, 보안 업무 지수 현황, 보안 위험도, 업무처리 현황 등 확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록/조회/수정/삭제 
• 관리 대상 컴플라이언스 통제 항목의 등록,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통제분야/세부통제 

분야 
등록/조회/수정/삭제 

• 관리 대상 통제분야 및 세부통제분야 등록,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통제항목 

조회 • 통제항목 조회 기능 제공 

등록 (항목별 업무 관리) 
• 통제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해설, 업무주기, 업무기간, 알람여부, 

증빙양식 등록/생성에 대한 등록 기능 제공 

수정 
• 통제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해설, 업무주기, 업무기간, 알람여부, 

증빙양식 수정 기능 제공 

삭제 • 통제항목 삭제 기능 제공 

컴플라이언스 설정 설정 • 컴플라이언스 설정 조회(결산일(인증심사일), 통계 방식, 보고서 방식 등) 

이행 증적 자료 등록/조회/수정/삭제 
• 이행 증적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양식 등록,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정보보호 업무권한 등록/조회/수정/삭제 
•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업무권한 등록,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시야 History 주요 기능 - 정보보호 증적관리 



정보보호업무 
관리 

(보안서비스) 

담당자 업무관리 

담당 업무 조회 • 담당 업무 조회(수행업무/미완료 업무), 업무처리 이력, 전체 업무 조회 

담당 업무 증적자료 양식 
다운로드 

• 담당 업무에 대한 해당 증적자료 양식 다운로드 

담당 업무 수행 
(등록/조회/수정/삭제) 

• 담당 업무 증적 등록, 조회, 수정, 삭제 및 담당 업무 증적 예외사항 등록 기능 

담당 업무 결재요청 • 담당 업무 결재선 지정 및 결재요청 기능 

관리자 업무관리 관리자 편의 기능 • 보고서 작성 및 사용자 권한 관리 

보안서비스 보안업무 신청서 제공 
• 각종 보안 신청서 양식 제공  
• 보안 신청서 결재 및 처리 

사이트 관리 시스템 화면 관리 • History 시스템 메뉴 및 화면 관리 

자산관리 기관 자산 관리 • 자산 등록, 수정, 조회, 삭제 관리 기능 

시야 History 주요 기능 - 정보보호 증적관리 



시야 History 기능 상세_컴플라이언스_01 



시야 History 기능 상세_컴플라이언스_02 



시야 History 기능 상세_컴플라이언스_03 



시야 History 기능 상세_컴플라이언스_04 



시야 History 기능 상세_컴플라이언스_05 





구축사례 _ 01 



구축사례 _ 02 



날짜 프로젝트 

2015. 01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사업관리시스템 구축 

2015. 01 KT : 비콘 매니저 화면 디자인 설계 

2015. 03 충청남도 : 종합 대시보드 상황판 구축 

2015. 09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 관제 대시보드 유지보수 

2015. 11 KBS : 통합관제 대시보드 구축 

2015. 11 
미래창조과학부 : K-Global ICT – 유망기술 개발지원 사업 프로젝트 협약 
                      -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대시보드 시스템 개발  

2016. 03 인천국제공항공사 : 통합대시보드 구축  

2016. 05 인도네시아 : 전자정부 구축사업 보안관제시스템 및 대시보드 구축  

2016. 06 서울아산병원 : 통합보안관제 대시보드 구축 

2016. 09 서울보증보험 : 개인정보유출탐지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2016.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인포그래픽 통계 대시보드 구축 

2017. 02 관세청 : 보안관제 대시보드 구축 

2017. 05 국방과학연구소 : 보안관제시스템 및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2017. 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 
                             - 의료정보 종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연구과제 협약 

2017. 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보보안 추적 관리 시스템 및 모니터링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2017. 08 한국교직원공제회 : 보안관제 대시보드 및 침해사고처리시스템 구축 

2017.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예비급여심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http://www.iseeya.co.kr 

강원도 원주시 미래로 3, 스타프라자 405호 (반곡동 1899-3) 

Tel.033.734.0430    Fax.033.735.0430    Email. business@iseey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