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커리어넷
정보보호현황 검증 보고서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정보보호현황 검증 보고서
(주)커리어넷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주)커리어넷의 정보보호현황을 검증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보호현황은 2018
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1년 기간의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보호 인력현황, 정보
보호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및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현황의 설명 정
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정보보호 공시 가
이드라인에 따라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정보보호현황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
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검증을 근거로 정보보호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표
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제출한 정보보호현황은 (주)커리어넷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
는 1년 기간의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보호 인력현황, 정보보호관련 인증·평가·점
검 등에 관한 사항 및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
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05월 23일

감리법인 (주)에이스솔루션 대표이사 김기홍 (인)
수석 감리원 : [김기홍(서울 제182호)]
전문가 : [김기남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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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보보호 현황

(주)커리어넷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정보보호현황은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커리어넷 대표이사 강석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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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현황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주)커리어넷
공시 항목
1. 정보보호 투자 현황
1.1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865,087,388 원

1.2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99,257,670 원

1.3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율

11.5 %

2. 정보보호 인력 현황
2.1 총임직원(내부인력)

576.7 명

2.2 정보기술부문 인력(내부인력+외주인력)
2.3.1 내부인력(정규직+계약직)
2.3.2 외주인력
2.3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2.3.3 계(내부인력(정규직)+내부인력(계약직)+외주인력)
2.3.4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의 비율

18.6 명
1.0 명
0.0 명
1.0 명
5.4 %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1 건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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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투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주)커리어넷
투자항목
정보기술
부문자산
(감가상각비)

세부 내용
o 정보기술 부문에서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자산(유·무형자
산 모두 포함)의 당기 감가상각비용 집계

투자항목
⑴ 인건비

세부 내용
o 정보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
행하는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급
여, 상여, 퇴직급여, 급여성복리후생비)관련 경비 일체

투자액
73,735,406

투자액
596,783,890

⑵ 정보처리
o 정보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
시스템 구입비
입 또는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및 임차료
⑶ 정보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o 정보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처리 시스템을 유
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o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⑷ 정보기술
서비스 이용료

o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o S/W라이센스 비용, 기술이전·이용료, 정보이용료, 특허사
용료, 정보보호 관제·인증·재해복구 등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포함

⑸ 정보기술 외주
용역비

o 외부 주문 또는 제휴 등에 따라 정보처리 시스템과 관련
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
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⑹ 정보기술
컨설팅 비용

o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으로부터 자문, 점검, 분석, 평가, 인증, 심사, 연구, 조
사에 소요되는 경비일체
o 감리비, 자문료, 취약점 분석·평가비용, 품질인증심사비,
국제표준인증심사비 포함

⑺ 정보기술
교육·훈련비

o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IT관련(정
보보호포함)팀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
요되는 경비 일체
o 도서·교재구입비, 교육자료 인쇄비, 인쇄비, 세미나·워크
샵·학술발표회 등 회의·행사개최·참가비, 강사료, 직무교
육 프로그램 참가비·직무훈련·수업료 포함

⑻ 통신회선
이용료

o 정보처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의 송신, 수신과 정보처
리 시스템 간 접속·연계를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인터넷
서비스제공자 포함)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등 통신회
선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총 계

194,568,092

865,0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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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부문투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주)커리어넷
투자항목
정보보호 부문
자산 (감가상각비)

세부 내용
o 정보보호 부문에서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자산(유·무형자
산 모두 포함)의 당기 감가상각비용 집계

투자 항목

세부 내용

⑴ 정보보호 관련
인건비

o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
는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급여,
상여, 퇴직급여, 급여성복리후생비) 관련 경비 일체

⑵ 정보보호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o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⑶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비

o 정보보호
행할 수
유지하고
o 정보보호

⑷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료

o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
보보호 시스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o 정보보호 S/W 라이센스 비용, 정보보호 기술이전·이용
료포함

⑸ 정보보호 관련
외주 용역비

o 외부 주문 또는 제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과 정보보
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⑹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비용

o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 점검, 분
석, 평가, 인증, 심사, 연구,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
체

⑺ 정보보호 관련
교육·훈련비

o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⑻ 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⑼ 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투자액
11,940,000
투자액

40,570,080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기능을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호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46,747,590

o 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o 디도스 공격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o 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o 디도스 공격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총계

99,2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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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력 현황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주)커리어넷
구분

인원수

1. 총임직원(내부인력)

2. 정보기술부문 인력

260.4 명
2.1 내부인력

18.6 명

2.2 외주인력

0.0 명
합계

3.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18.6 명

3.1 내부인력(정규직+계약직)

1.0 명

3.2 외주인력

0.0 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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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

정보보호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주)커리어넷
인증서 명칭

인증유효기간

인증기관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017.11.23. ~ 2020.11.22

한국인터넷진흥원

건수계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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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주)커리어넷
구분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

활동세부내역

건수

○ 정보보안 내부감사
○ 취약점 점검(시스템, 웹, 사용자PC)

2 건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 정보보호의 날 운영
○ 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및 지원

2 건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활동 ○ 침해사고 대응 모의 훈련

1 건

계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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