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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² 핸드북 사용 방법
본 핸드북에는 (ISC)² 멤버십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격증
보유자 및 Associate 자격 보유자들은 수록된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자 및 멤버 서비스
시험 결과, 온라인 추천 과정 (endorsements), CPE, 연간 유지비 (AMF), 프로필 변경
(ISC)² Americas
(North AmPerica and Latin America)
311 Park Place Blvd.
Suite 400
Clearwater, FL 33759 USA
Ph: +1-866-331-ISC2 (4722)
1-727-785-0189
membersupport@isc2.org
(ISC)² EMEA
Level 1 Devonshire House One
Mayfair Place London
W1J 8AJ
Ph:+44 (0) 203-960-7800
membersupportemea@isc2.org
(ISC)² Asia-Pacific
Level 19,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S.A.R.
Ph: +852.5803.5662
membersupportapac@isc2.org
Japan: +81 3 5322 2837
China:+86 10 5873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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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SC)²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보안 업계를
발전시키며, 안전하고 보호된 사이버 세계를 고무시키는 인증된 사이버, 정보,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ISC)² CPE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핸드북은 회원님의 3년 자격 주기 동안
필요한 CPE 요구 조건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격증과 CPE 요구조건을
유지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업계의 인정
• 동료 네트워킹, 멘토링 및 글로벌 리소스
• 취업 기회 및 승진에서 특혜
•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전문가 지침 및 업계의
식견에 대한 원활한 접근
• (ISC)² 자격증이 갖는 국제적 명성, 가치 및 윤리와 연계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다가오는 위협 또는 취약성에 앞서 나가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으나, 힘들기만 할 뿐 생색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스케줄에
맞는 가장 관련성 있고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멤버십을
확고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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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요구 조건
인증된 (ISC)² 회원으로서, 3년 자격 주기 내 매년 CPE를 취득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3년 자격 주기 내에 취득한 총 CPE 학점의 수는 3년 자격 주기 동안 요구되는 최소
CPE 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ISC)2 는 안정된 자격증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연간
최소 학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Associates of (ISC)² 는 1년 주기로 유지되며, 매년 CPE 학점을 취득하고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CPE 학점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ISC)²가 제공하는 CPE 활동
CPE 카테고리
교육 (Education) - Group A 또는 B
업계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 to the Profession) - Group A
특별 업무 경험 (Unique Work Experience) - Group A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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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요구 조건
자격증

유형

연간 권장

3년 합계

CISSP

Group A
Group A 또는 B

30
10

90
30

요구 CPE 합계

40

120

Group A

20

60

Group A 또는 B

10

30

요구 CPE 합계

30

90

Group A

15

45

Group A 또는 B

5

15

요구 CPE 합계

20

60

CISSP-ISSAP/ ISSEP/ISSMP

Group A

––

20

Concentrations

요구 CPE 합계

CSSLP, CCSP

CAP, HCISPP, SSCP

20

만일 CISSP 심화 자격증(concentration)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CISSP
3년 자격 주기 안에 요구되는 Group A CPE 중, 20 CPE 학점은 회원님의
concentration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concentration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각각의 concentration마다 20 CPE
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Concentration에 요구되는 CPE는
CISSP CPE에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ASSOCIATE 프로그램

유형

연간 요구

3년 합계

Group A

15

N/A

주의: Associate은 Group B CP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66

CPE 정책 및 절차
자격증 또는 Associate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회원 그리고 Associate of (ISC)²는
반드시 최소 요구되는 CPE를 취득하고 연간 유지비 (AMF)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실한 상태(good
standing)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 회원들의 CPE 활동들은 3년 자격 주기 동안, 자격증 만료일 전(자격 주기 종료)까지 행해져야
합니다. Assosicate of (ISC)²들은 연간 주기 이내에 CPE 활동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 회원들 (단수 자격증 또는 복수 자격증)은 자격 주기 시작일을 납부 기일로 U.S. $125를
지불해야 하며, 매년 같은 날짜가 납부 기일이 됩니다. 회원의 자격 주기 시작일이 자격증 기념일이
됩니다. Associate of (ISC)² 들은 U.S. $50을 Associate 자격 주기의 첫 번째 연간 기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어서 매년 같은 날짜가 납부 기일이 됩니다.
3년 자격 주기의 끝에, CPE 학점 및 AMF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격증 보유 회원의 멤버십은 새로운 3년 자격 주기로 갱신됩니다.
Associate 1년 자격 주기의 끝에 CPE 학점 및 AMF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Associate 자격은 새로운 1년 자격 주기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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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와 Group B CPE 학점
Group A 학점: 도메인 관련 활동
Group A 학점은 각각의 자격증에 해당하는 도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된 활동들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 주도형, 강사 진행형, 혼합형 온라인 교육 과정 수강
• 잡지, 책 또는 백서 (whitepaper) 읽기
• 책, 백서 (whitepaper) 또는 기사 출간
• 컨퍼런스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 세미나 또는 프레젠테이션 참석
• 정보 보안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또는 강의 정보 준비. 이는 (ISC)² 공인 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업무의 일부가 아닌 직무 관련 특별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 연구 또는 자격증 시험 준비 관련 셀프 스터디
• 정부, 공공 기관 그리고 기타 자선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 고등 교육 수업 수강
Group B 학점: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Group B 학점은 각각의 자격증과 관련된 도메인 외 회원님의 전반적인 전문 기술, 교육, 지식 또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을 통해 취득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전문 연설 또는 경영 과정과 같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도메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ISC)²는 이러한 기술이 모든 전문가들과 그들의 자격증 발전 및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 보안 업계 컨퍼런스 참석
• 비 보안 교육 과정 참석
• 비 보안 프레젠테이션/강의/트레이닝 준비
• 비 보안 분야의 정부/민간 부문/자선 단체 위원회

CPE 학점 계산
CPE 카테고리는 각각의 활동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수를 제공합니다. 보편적으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1시간당 1 CP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CPE 학점은 0.25, 0.50 또는 0.75 단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활동의 경우 연구의 깊이 또는 활동과 연관된 지속적인 참여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학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PE 학점은 일상적인 업무 활동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CPE 활동이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한 경우, 활동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자격증 주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이 2020년 8월 1일에 시작해서 2020년 9월 5일에 끝났다면, 2020년 9월
5일이 포함되는 주기의 CPE 학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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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자격증 유지 방법
(ISC)² 회원으로서 두 개 이상의 (ISC)²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원님께서 제출하는 CPE 학점은
완료일 기준으로 유효한 모든 자격증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기록(회원 데이터
베이스)에 CPE 활동을 두 번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Group A 학점을 등록할 때에는 회원님의 CPE 활동에 관련된 모든 도메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원님께서
복수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CPE 학점은 각각의 자격증에 Group A로 적용됩니다.
만일 회원님의 다른 자격증의 도메인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이라면, 본 활동은 다른 자격증에는
Group B로 적용됩니다.

CPE 학점 감사 (Audit)
(ISC)²의 CPE 감사자(Auditors)들은 회원/associate 들에 의해 등록된 CPE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감사를
수행합니다. 회원들은 참석 증명 또는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ANSI/ISO 인증 기준을 준수할 뿐 아니라, (ISC)²의 자격증들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감사에 채택되면, 해당 CPE 활동을 뒷받침할 필수 서류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본
이메일 요청에 응답하고, 90일 이내 안내받은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보관
CPE 학점 활동 제출 시 (ISC)²로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현재 자격 주기 만료
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학점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빙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CPE 학점 이월 (Rollover CPE)
이월이 가능한 CPE 학점은 자격증의 연간 권장 CPE로 제한되며, 3년 자격 주기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학점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 주기가 시작한 CISSP의 경우, 이전 3년 자격
주기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취득한 CPE 학점에 한해서, 최대 40 Group A CPE까지 이월이
CPE 학점 취득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수업 성적표, 학위 증서, 참석 영수증 또는
수료증, 연설 또는 강습을 위한 연구/준비 메모, 공식 회의록 사본, 명단 또는 등록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온라인 과정의 경우 스크린
캡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책 및/또는 잡지를 통한 CPE 학점의 경우, 책 또는 잡지 그
자체, 구매 영수증, 인보이스 또는 도서관 기록 등과 같은
“소유 증명” 자료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증빙 시, 최소한의
정보로 제목 그리고, 책의 경우, 저자와 ISBN 번호, 잡지의
경우발행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문서들은 CPE 포털 내 회원들/associate들의
기록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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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Appeal) 절차
(ISC)² 경영진에 의해 등록된 CPE 학점이 거부된 경우, (ISC)² 회원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CPE 상태, CPE 학점 가치 또는 관련된 어떤 쟁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회원은 CPE
거부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서면으로 (ISC)² 이사회에게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관련 서류와 함께 2 페이지 이내에 논리적인 이의 제기를 membersupport@isc2.org를 통해 Member
Support로 보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검토되고 (ISC)² 이사회로 적절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의 제기는
결정 및 서면 답변을 위해 다음에 계획된 이사회의 정기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CPE 학점 이월 (Rollover CPE)
이월이 가능한 CPE 학점은 자격증의 연간 권장 CPE로 제한되며, 3년 자격 주기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학점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 주기가 시작한 CISSP의 경우, 이전
3년 자격 주기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취득한 CPE 학점에 한해서, 최대 40 Group A CPE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요구되는 120 CPE 학점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이월된 CPE로 다음 자격 주기의 첫 번째 해의
연간 권장 CPE 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Group B에는 학점 이월 규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 조건 충족 실패
자격증/자격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CPE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자격은
중지됩니다.
(ISC)²는 자격증/자격 취소를 이메일로 통지하게 됩니다. 만일 만료일까지 자격증 갱신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예상되면, 해당 지역의 멤버 서비스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자격 중지 상태는 연속 2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자격증 보유 회원들 및
(ISC)² associate들은 자격증 및 자격이 취소되고, 모든 멤버십 권리가 무효화될 것입니다. 취소된
자격증 보유 회원들 및 associate들이 자격 회복을 원할 경우, 시험에 재 응시해서 통과하고 U.S.
$600의 자격 회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원 또는 associate으로서, 자격증 또는 자격이 중지 또는 해지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 (Grace Period)
회원들/associates들은 자격증/자격 만료일로부터 90일간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 동안 모든
CPE 학점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학점들은 반드시 90일간의 유예 기간 이내에 취득
되어야 합니다.

(ISC)2 CPE Handbook, updated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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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카테고리 및 요구 조건
(ISC)²가 제공하는 CPE 활동
(ISC)² CPE 기회

CPE 규정

(ISC)² 공인 교육 또는 (ISC)²가 인가한 교육 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Group A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SC)² 자격증 교육 과정
• (ISC)² 챕터 미팅
• (ISC)² 챕터 임원 미팅
• (ISC)²가 승인한 CPE 등록 가능 기관 및 업체 (Approved CPE Submitter)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
• (ISC)2 InfoSecurity Professional Magazine
• (ISC)² 시험 개발 주제 전문가 ((ISC)² Exam Development Subject Matter
Experts)
• (ISC)² 업무 및 임무분석 (JTA) 설문
• (ISC)² 전문성 개발 인스티튜트 과정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
PDI)
• (ISC)² Safe and Secure 자원봉사자 교육
• (ISC)² Security Congress
• (ISC)² 웨비나 – 지역별 (유럽 및 중동-EMEA 및 아시아 태평양-APAC)
• (ISC)² 웨비나 – e-Symposium
• (ISC)² 웨비나 – Security Briefing
• (ISC)² 웨비나 – Solutions Summit
• (ISC)² 웨비나 – Think Tank Roundtable
•

•
•

(ISC)² 감사/요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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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활동에 적용 가능한 최대 CPE 학점
- (ISC)² InfoSecurity Professional Magazine – 퀴즈 통과 시 발행물
당 2 CPE 학점
- (ISC)² e-Symposium and Solutions Summit 웨비나 - 퀴즈 통과
시 3 CPE 학점
- (ISC)² Security Briefing 및 Think Tank Roundtable 웨비나 - 1 CPE 학점
- (ISC)² Safe and Secure 오리엔테이션 – 1 CPE 학점
Group A: 자격증 도메인과 관련된 1시간 강의는 1 CPE 학점으로
환산됩니다.
CPE 학점은 0.25, 0.50 및 0.75 단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위 CPE 활동들 중 일부는 회원님의 계정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감사에서
제외됩니다. 회원들 및 Associate들에게 CPE가 정확하게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식/플랫폼에 반드시 회원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 ID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원님의 계정으로 CPE 학점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멤버 서비스팀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ISC)2 CPE Handbook, updated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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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DUCATION) - GROUP A 또는 B
회원/Associate들은 보안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련해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PE 기회

자격증 도메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콘텐츠를 통해 Group A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CPE 규정

•

다음 활동에 적용 가능한 최대 CPE 학점
- 책 - 권 당 5 CPE 학점, 250 단어 내외 내용 개요
- 잡지 - 권 당 5 CPE 학점, 250 단어 내외 내용 개요
- 백서 (Whitepaper) - 1 건당 1 CPE, 250 단어 내외 내용 개요

•

Group A: 자격증 도메인과 관련된 1시간 강의는 1 CPE 학점으로
환산됩니다.
Group B: 도메인과 관련되지 않은 전문성 개발 1시간 참여 시
1 CPE 학점으로 환산합니다.
CPE 학점은 0.25, 0.50 및 0.75 단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CPE 등록 항목당 최대 40 CPE 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학점들은 CPE 양식을 통해 회원님께서 직접 등록하셔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

(ISC)² 감사/요청 시 제출 서류

책, 잡지 또는 백서 (Whitepaper)
교육 과정 및 세미나
고등 교육 과정 수강
(ISC)² 자격증 교육 과정
(ISC)² 전문성 개발 인스티튜트 과정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
PDI)
업계 컨퍼런스 (대면 또는 버추얼)
온라인 웨비나, 팟캐스트 및 기타 온라인 자료
전문 정보 보안 챕터 미팅
벤더 프레젠테이션

CPE 학점 취득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수업 성적표, 학위 증서, 참석 영수증
또는 수료증, 연설 또는 강습을 위한 연구/준비 메모, 공식 회의록 사본, 명단
또는 등록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수료증 또는 출석 증명서 또는 배운 내용에 대한 25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분량의 간략한 요약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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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GROUP A)
회원/Associate들은 전문가로서 도메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계 지식 창출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전문분야와 연관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Group A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PE 규정

•

글쓰기, 리서치 및 출판
웨비나, 팟캐스트 또는 발표 준비교육 세미나 또는 수업 자료를 새로
준비하거나 기존의 자료 업데이트 ((ISC)² 공인 교육 자료 개발은 제외)
패널 토론에서 주제 전문가로서 참여

•

다음 활동에 적용 가능한 최대 CPE 학점
- 책 – 저자일 경우, 권 당 40 CPE 학점, 공동 저자일 경우, 권 당 20 CPE
학점, 편집자일 경우 권 당 10 CPE 학점
- 기사 – 저자일 경우, 편 당 20 CPE 학점, 공동 저자일 경우, 편 당 10
CPE 학점, 편집자일 경우, 편 당 5 CPE 학점
- 책 속 챕터 – 저자일 경우, 챕터 당 20 CPE 학점, 공동 저자일 경우, 챕터
당 10 CPE 학점, 편집자일 경우, 챕터 당 5 CPE 학점
- 전문 블로그 – 저자일 경우, 블로그 당 10 CPE 학점, 공동 저자일 경우,
블로그 당 5 CPE 학점, 편집자일 경우, 블로그 당 2 CPE 학점
- 백서 (Whitepaper) – 저자일 경우, 백서 당 10 CPE 학점, 공동 저자일
경우, 백서 당 5 CPE 학점, 편집자일 경우, 백서 당 2 CPE 학점
- 기존 교육과정 준비 – 1일 과정은 2 CPE 학점, 2일 과정은 5 CPE 학점,
5-7 일 과정은 10 CPE 학점, 학기 (12 주 이상)는 20 CPE 학점으로 환산

자원 봉사

(ISC)2 CPE Handbook, updated March 2021

비 고용주 또는 비 고객 그룹 상대를 위해 자격증 도메인과 관련된 자원봉사,
무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으로써 Group A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활동들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보안 조직을 위한 이사회 임원 서비스 수행. 챕터 이사회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 공공 부문 또는 다른 자선 단체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

•

공인된 위원회에서의 보안 기준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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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CPE 규정

•

•
•
•
•

(ISC)² 감사/요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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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² Safe and Secure Online 프레젠테이션: 두 번의 SSO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회원은 총 10 Group A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추가 프레젠테이션마다
1 Group A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Group A: 자격증 도메인과 관련된 1시간 강의는 1 CPE 학점으로
환산합니다.
CPE 학점은 0.25, 0.50 및 0.75 단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CPE 등록 항목당 최대 40 CPE 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학점들은 CPE 양식을 통해 회원님께서 직접 등록 하셔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 사본, 연설 또는 강의를 위한 연구/준비 노트, 교육 자료 샘플 또는
코스 일정
봉사(근무)한 기관으로 부터의 정식 문서, 인증서 또는 참석을 나타내는
회의록

특별 업무 경험 (UNIQUE WORK EXPERIENCE) - GROUP A
회원/Associate들은 학습 혜택을 제공한 특별 업무 프로젝트를 통해 CP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업무 경험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특별 프로젝트, 임무, 활동 또는 훈련을 수행했을 경우,
최대 10 Group A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 임무, 활동 또는
훈련은 반드시 정규 (일상) 업무 또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CPE 규정

•

•
•

(ISC)² 감사/요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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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만 해당: 자격증 도메인과 관련된 1 시간의 활동은 1 CPE 학점에
해당하며, 한 건의 특별 업무 경험당 최대 10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CPE 학점은 0.25, 0.50 및 0.75 단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본 학점들은 CPE 양식을 통해 회원님께서 직접 등록 하셔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 업무 경험의 증빙 또는 250 단어 분량의 활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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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 GROUP B
회원/Associate들은 전문성 개발 활동을 통해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정보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경영,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계획 및 팀 개발 기술 등과 같이 전문성 개발 활동들을
통해 Group B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 Associate은 Group B CPE 학점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활동들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CPE 규정

•

챕터 형성 및 관리

•

비 보안 업계 컨퍼런스

•

비 보안 교육 과정 및 세미나

•

비 보안 관련 정부 부서/민간 부문/ 자선 단체 활동

•

비 보안 관련 프레젠테이션/강의/트레이닝 준비

•

Group B만 해당: 모든 전문성 개발 카테고리는 1 시간당 1 Group
B CPE 학점으로 환산 할 수 있습니다.
CPE 학점은 0.25, 0.50 및 0.75 단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CPE 등록 항목당 최대 40 CPE 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학점들은 CPE 양식을 통해 회원님께서 직접 등록 하셔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ISC)² 감사/요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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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근무)한 기관으로 부터의 정식 문서, 인증서 또는 다른 서류

승인된 CPE 파트너들
승인된 CPE 파트너들은 보통 홍보 자료를 통해 제출자로서의 상태를 공개합니다.
승인된 CPE 파트너(또는 제 3 제출자)를 통해 취득된 CPE는 회원을 대신해 (ISC)²에
제출됩니다. 회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ISC)² ID 번호를 승인된 제 3 CPE 파트너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CPE 학점이 활동일로부터 6주 이내에 적립되지 않는다면,
회원은 반드시 승인된 CPE 파트너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중복 또는 누락을
포함한 CPE 기록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회원 및 associate을 대신하여 CPE 학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된 파트너들의
리스트는 https://www.isc2.org/Membership/CPE-Partners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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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ing a Safe and Secure
Cyber World

(ISC)² CPE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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