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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식, 경험 및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은 귀하가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귀하의 정보 보안 자격증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최신 위협들과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을 향상하고 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업계 최고 표준으로 알려진 정보 보안
자격증의 글로벌 리더인 (ISC)²를 통해 귀하의 기술을 증명하십시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저희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시면, 귀하는:

• 해당 분야의 리더이자 전문가임이 확인됩니다.
• 원하는 직업의 채용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됩니다.
•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입증합니다.
• (ISC)² 멤버십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사고 리더들의 특별한 커뮤니티이므로, 협업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 동료 네트워킹, 멘토링, 교육 도구 및 글로벌 리소스의 내부 사용 권한을 얻습니다. 성장하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ISC)²는 경력 전반에 걸쳐 배우고, 인증받고 성장하는 귀하와 같은 전문가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정면의 보안 위협들에 맞서기 위한 힘, 교육 및 네트워킹 시스템을 확보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귀하에게 적합할까요?
•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이버 보안
자격증입니다. CISSP는 사이버 보안 전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현 역시 가능한 정보 보안
리더로서 인정받습니다. 이는 조직의 전반적인 보안 태세를 고안하고, 개발하며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CISS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8개의 도메인들 중 2개 이상에서
최소5년의 누적된, 유급의, 정규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으로 최대 1년의 경력 차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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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CP(Systems Security Certified Practitioner): 글로벌 IT 보안 자격증입니다. SSCP는 귀하의 실질적인
기술적 능력과 실무 경험을 인정합니다. 이는 귀하가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정보
보안 정책 및 절차를 사용한 IT 인프라를 구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요구 경력: SSC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7개의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최소 1년의 누적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보유한 지원자들은 1년의 경력
면제가 부여됩니다.

• CCSP(Certified Cloud Security Professional): 최고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입니다. 오늘날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들 중 하나입니다. CCSP는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디자인, 운영 및 서비스 편성에 있어 모범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 및 역량을 갖춘 IT 및 정보 보안 리더임을 인정합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정보 기술(IT) 분야에서 최소 5년의 누적, 유급, 정규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보안 분야에서 3년, CCS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6개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1년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loud Security Alliance의 CCSK 자격증을 취득하면 CCSP CBK의 6개의
도메인들중 1개 이상에서 필요한 1년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SC)²의 CISSP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CCSP요구 경력 전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CAP(Certified Authorization Professional):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 / RMF)에
맞춘 정보 보안 자격증입니다. CAP는 RFM내에서 정보 시스템을 승인 및 유지하기 위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인정합니다. 본 자격증은 위험을 평가하고 보안 문서를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공식화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CA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7개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최소
2년이상의 누적, 유급, 정규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CSSLP(Certified Secure Software Lifecycle Professional):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벤더 중립적인 자격증입니다. CSSLP는 기업 보안 실무의 SDLC 각 단계에서 인증,
권한 부여 및 감사와 같은 전문성 및 능력을 인정합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CSSL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8개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최소 4년 이상의 누적, 유급, 정규직 SDLC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년제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학위를 취득하면, 요구 경력 중 1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최대 1년의
경력 차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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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ISPP(HealthCare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actitioner): 글로벌 헬스 케어 보안 자격증입니다.
다른 자격증들과는 달리 헬스 케어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연결합니다! HCISPP는 헬스 케어 및 환자
정보에 있어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제어를 성공적으로 구현, 관리 또는 평가할 수 있는 귀하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는 귀하가 헬스 케어 리스크,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헬스케어 규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HCISPP Common Body of
Knowledge(CBK)의 하나 이상의 지식 영역에서 최소 2년 이상의 누적, 유급, 정규직 경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경험은컴플라이언스에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경험은 프라이버시에 대체될 수 있습니다.
2년 경력 중, 1년은 반드시 헬스 케어 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CISSP-ISSAP(정보 시스템 보안 아키텍처 전문가): CISSP를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숙달됨을 입증하기 원하는 CISSP들을 위한 선택적 추구 사항입니다. CISSP-ISSAP는 보안
솔루션 개발, 디자인, 분석에서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또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에게
리스크 기반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반드시 CISSP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CISSP-ISSA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6개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누적, 유급, 정규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CISSP-ISSEP(정보 시스템 보안 엔지니어링 전문가): CISSP를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숙달됨을 입증하기 원하는 CISSP들을 위한 선택적 추구 사항입니다 CISSP-ISSEP는
보호된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원칙 및 절차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리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반드시 CISSP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CISSP-ISSE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5개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누적, 유급, 정규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CISSP-ISSMP(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전문가): CISSP를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숙달됨을 입증하기 원하는 CISSP들을 위한 선택적 추구 사항입니다 CISSP-ISSMP는 정보
보안시스템들을 수립, 제시 및 관리하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심도 있는 관리 및 리더십 스킬들을
보여줍니다.

• 요구 경력: 지원자들은 반드시 CISSP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CISSP-ISSMP Common Body of
Knowledge (CBK)의 6개 도메인들 중 1개 이상에서 누적, 유급, 정규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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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² Associate: 귀하의 기술을 검증하고 자격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고유한 자격입니다. (ISC)²
Associate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귀하의 지식을 입증합니다.

• 요구 경력: (ISC)² 자격증 시험은 업무 경력과 상관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CISSP, SSCP, CCSP,
CAP, CSSLP, HCISPP로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얻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전문
교육(CPE)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ISC)² 자격증들에 대한 시험 개요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시험에서 다루는 도메인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공합니다.

(ISC)² Candidate Information Bulletin (지원자 정보 게시판)

7

자격증을 향한 경로
본 사이버 보안 자격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통화하고 경력 요구 조건을 충족하거나 (ISC)²
Associate이 되어야 합니다.

추천 과정(Endorsement Process)완료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온라인 추천 과정(Endorsement)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반드시 (ISC)²의 인증받은 전문가로부터 승인받고 전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ISC)²의 인증받은 전문가를 모르는 경우, (ISC)²가 귀하의 추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ISC)²의 인증받은
전문가는 귀하의 전문 경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효한 (ISC)²의 자격증을 성실한 상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전문적인 경험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며 귀하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성실한 상태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추천인의 회원/자격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추천(Endorsement)기한
시험에 합격한 모든 지원자들은 9개월 이내에 추천 과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 시험에 합격하고 지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들 중 일정 비율로 무작위 감사에 선정될 수 있으며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가 감사에 선정되는 경우 이메일로 통지받게 됩니다.

(ISC)² 윤리 강령에 동의
(ISC)²로부터 인증받은 모든 정보 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자격증이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특권임을
인지합니다. 모든 (ISC)² 회원들은 (ISC)² 윤리 강령 범례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회, 공공의 선, 필요한 대중의 신임과 신뢰, 인프라를 보호한다.
• 명예롭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책임감 있게, 합법적으로 행동한다.
• 원칙적으로 근면하고 유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군을 발전시키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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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간 유지비(Annual Maintenance Fee / AMF)납부
추천 과정 지원서가 승인되면, 절차의 마지막은 첫 번째 연간 유지비(Annual Maintenance Fee / AMF)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ISC)²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추가로 AMF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받은 회원들의 AMF
(ISC)² 인증 회원들은 단일 AMF인 U.S. $125를 매년 자격증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회원들은 취득한
자격증의 수와 관계없이 단일 AMF인 U.S. $125를 지불합니다. 복수 자격증을 보유한 회원들의 AMF는 최초
취득 자격증의 자격 기일이 납부 기일입니다.

(ISC)² Associate 회원의 AMF
(ISC)²의 associate들은 associate 자격을 취득한 매년의 자격 기일에 U.S. $50를 납부합니다.

시험을 통한 자격증 재취득
자격증 또는 자격이 중지되면,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보유 회원들 및 (ISC)² associate 회원들은 모든 미
등록된 CPE를 등록하고 기한이 지난 AMF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 회원들 및 (ISC)² associate
회원들은 미 등록된 CPE와 미납된 AMF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격 주기 종료일로부터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중지 상태는 최대 2년 연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증된 전문성을 인정하여, 중지된
회원들과 associate들은 재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으며, 시간과 비용을 재시험에 투자하는 대신에 U.S. $600의
자격 회복 비용을 1회 지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자격증 보유 회원들 및 (ISC)² associate들은 자격증이 취소되며 모든 회원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자격증이 취소된 회원들 및 associate들이 자격 회복을 원한다면 시험을 다시 치르고 합격한 후, U.S. $600의
자격 회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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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² 멤버십 혜택
(ISC)²는 귀하와 같은 보안 리더들을 위한 국제적인 비영리 멤버십 회원 협회입니다. 저희는 회원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번영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0,000 명 이상의 인증받은 회원들이 있으며,
사이버, 정보, 소프트웨어, IT 및 인프라 보안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ISC)² 자격증을 보유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 및 IT 보안 전문가들의 일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독점 리소스, 교육 툴, 동료 네트워킹 기회, 컨퍼런스, 이벤트 할인 및 그 이상을 통해 귀하의 커리어를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보호된 세계를 고무하는 저희의 미션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격증의 가치
(ISC)²는 경력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글로벌 비영리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이버 및 IT 보안 자격증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업계의 골드 스탠더드로 인정받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ISC)²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되면, 귀하의 분야에서 경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전문적인 성장 기회를 선도하는
능력이 테스트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을 획득한 것입니다.

탁월한 회원 혜택
(ISC)² 회원으로서, 결코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신 사이버 위협, 모범 사례 및 업계 동향에서
귀하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혜택 및 리소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회원들 및 associate들은 기술을 확장하고 CPE를 취득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성 개발 인스티튜트, 자원봉사
기회, 동료 네트워킹 및 모범 사례 공유, 연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인 (ISC)² Security Congres, 전문성 인정 및
수상 프로그램, 업계 이벤트 및 교육 자료 할인 등 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스펙트럼의 리소스와 독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C)² Candidate Information Bulletin (지원자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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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 인스티튜트
회원들 및 associate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CPE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몰입형 교육 과정입니다. 회원들 및 associate들은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PDI 라이브러리는 현재
$10,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35개의 익스프레스 학습, 몰입형 및 랩 스타일의 코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PE 기회
저희는 회원들 및 associate들이 보안 전문가로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CPE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고를 자극하는 이벤트, 웨비나, 출판물 및 시험 개발 워크숍을 위한 자원봉사 등은 CPE를 취득하고, 사이버
보안 최신 이슈와 모범 사례에서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멤버십 관리
디지털 자격 증명 다운로드, 디지털 배지 신청, CPE 검토, 커뮤니케이션 설정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ISC)²
멤버십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여, 자원봉사 및 성장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멘토가 되고, 성과를 인정받는 등 많은 기회들을 알아보세요.

• 시험 개발: 다양한 시험 개발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험 항목 작성을 포함하여 귀하가 취득한
자격증들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CPE를 취득하면서 (ISC)² 자격증들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업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Security Congress: (ISC)² Security Congress에 참석하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데 헌신하는 동료들과 컨퍼런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 작업의 장점을 얻으세요.

• 사이버 안전 및 교육 센터(Center for Cyber Safety and Education): 안전하고 보호된 온라인에서 어린이,
부모, 노인을 지키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할 기회를 찾으세요. 더불어,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주와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를 얻으세요.

• 커뮤니티(community): 저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연결하세요.
협업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요구와 사이버 보안 업계에 대한 관심을 다루는데 필요한
모범 사례들을 개발하세요.

• 챕터: (ISC)² 챕터는 정보를 공유하고, 리소스를 교환하고, 프로젝트를 협업하며,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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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² 블로그: (ISC)² 블로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직면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새로운 보고서, 리포트 및
자격증 뉴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게시물들을 읽어보세요. (ISC)² 회원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CP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할인, Perks 및 리소스
교육 자료부터 전문 서비스 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회원 전용 할인, perks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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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대하여
시험 등록
1. Pearson VU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korea.pearsonvue.com/Clients/ISC2.aspx
2. 계정을 생성하고 비밀 유지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 NDA)을 검토하세요. 피어슨 뷰는 모든 (ISC)²
시험의 글로벌 독점 관리자입니다.
3. 시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4. 시험 일정 및 테스트 센터를 예약하세요.
5. 시험 비용을 지불하세요.
6. Pearson VUE에서 발송되는 예약 세부 정보, 테스트 센터 장소, 및 다른 지시 사항이 포함된 이메일 통지를
확인하세요.
7. Pearson VUE는 귀하의 등록 정보를 (ISC)²에 전송합니다. 모든 시험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전화로 대신 등록하실 수 있으며, Pearson VUE 웹사이트에서 귀하 지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ISC)² 지원자 및 멤버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 전화 : +852.2850.6910(한국어 지원)
• 이메일: membersupportapac@isc2.org
시험 준비
• (ISC)² 지원자 배경 자격 요건을 숙지하세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ISC)² 회원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각 시험은 컴퓨터 기반입니다. Pearson VUE 웹 사이트에서 데모와 테스트 경험에 대한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SC)²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ISC)² 시험 동의를 읽었으며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락한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Pearson VUE 자격 증명을 승인되지 않은 제 3자에 공개하는 것은 (ISC)² 비밀 유지 계약
위반입니다. 승인된 3자들은 지원자, 피어슨 뷰 및 (ISC)²가 포함됩니다. (ISC)² 비밀 유지 계약 위반은 시험
결과 또는 자격증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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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변경 및 취소
• (ISC)²는 시험 특별 편의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에 적합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특별 편의를 요청하려면 특별 편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시험에 등록하기 전 다음 정보와 함께 (ISC)²에
membersupportapac@isc2.org로 보내주십시오.

• 필요한 편의 사항에 대한 설명
• 편의 신청에 대한 증빙 서류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 시험장 위치
• 시험 편의는 개별화되며 사례별로 고려됩니다. (ISC)²의 승인을 받으면 Pearson VUE 특별 편의 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Pearson VUE가 정보를 받는데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 Pearson
VUE에 +1.800.466.0450 또는 +1.952.905.7025로 전화를 걸어 시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ISC)²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Pearson VUE의 웹 사이트 또는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예약하는 것으로 일정 예약을 하지
마세요.

• 응시자들에게 시험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주지하세요. 그러나, 향상된 성과
나 테스트 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형식 및 채점
시험 채점에 대한 FAQ에 대한 답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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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CISSP(영어)

CISSP(비 영어)

시간
할당
3 시간

6 시간

항목
100 - 150 개의 다지 선다형이며 차
원 높고, 혁신적인 문항

250 개의 다지 선다형이며 차원 높
고, 혁신적인 문항

시험 가능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모던,
일본어, 중국어 간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및 브라질 포르

SSC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CCS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일본어

CA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CSSL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HCISP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CISSP-ISSA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CISSP-ISSE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CISSP-ISSMP

3 시간

125개의 다지 선다형, 4지 선다

영어

투갈어

시나리오 기반의 다중 선택 문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시험에는 25개의 시험 전 문항들이
포함됩니다. 해당 문항들은 연구 목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전 문항들은 식별되지 않으므로 모든
문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십시오.
사이버 보안 시험을 통과하려면 가능한 1,000점 중에서 최소한 700점을 득점해야 합니다.
CISSP Computerized Adaptive Test 시험에 친숙해지세요 - (ISC)²는 전 세계 모든 영어 CISSP 시험에
CAT(Computerized Adaptive Testing)를 사용합니다. CISSP CAT는 선형 고정 형식시험과 동일한 시험 내용
개요를 바탕으로 귀하의 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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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시험을 위한 정책 및 절차
시험 일정 변경 및 취소
• 시험 약속을 다시 예약하거나 취소하려면 계정 또는 전화(877-863-0386)로 로그인하여 Pearson VUE에
문의하십시오.

• 온라인으로 시험 48시간 전 또는 전화로 시험 24시간 전
• 피어슨 뷰는 일정 변경 수수료 U.S.$50불, 시험 취소수수료 U.S.$100불을 청구하게 됩니다.
환불
• 다음과 같은 이유 포함 및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시험 응시료(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중복 등록
• 24시간 이내에 시험 일정 재조정 또는 취소 실패
• 시험 약속에 나타나지 않음
지각 또는 불참(No Show)
• 시험 시작 최소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시험 시작 15분 이내 도착 시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배정된 좌석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응시자들의 시작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귀하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테스트 센터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Pearson VUE는 지각할 경우에도 귀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귀하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지각 또는 불참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거절되는 경우, 시험 결과는 시스템상에서 불참(No-Show)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시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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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센터에 가져가야 할 것들
• 테스트 센터에서의 적절한 신분 확인 - 사이버 보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ISC)²는 두가지 종류의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테스트 센터 체크인 시 기본 신분증 및 보조 신분증 제공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또한,
(ISC)²는손바닥 스캔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신분증은 유효해야 합니다. (만료되지 않음).
• 원본 문서여야 합니다. (복사 또는 팩스가 아님).
• 기본 신분증에는 사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문서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 보조 신분증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허용되는 기본 신분증(사진 및 서명이 포함된; 만료되지 않은)

•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 미국 주 정부 운전면허증
• 미국 학습자 허가증(사진과 서명이 있는 카드만 해당)
• 국가/주 신분증
• 여권
• 군 신분증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군 신분증
• 외국인 등록 카드(그린카드; 영구 거주 비자)
• 정부 발행 지역 언어 신분증(사진과 서명이 있는 플라스틱 카드)
• 직원 신분증
• 학교 신분증
• 신용 카드* (신용 카드는 사진과 서명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면 안 됩니다. 서명이 되어 있고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든 신용 카드를 보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백화점 및 가솔린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 허용되는 보조 신분증(서명 포함; 만료되지 않은)

• 기본 신분증 목록의 모든 형태의 신분증
• 미국 사회 보장 카드
• 직불/ATM 카드
• 신용카드*
• 기본 신분증 목록의 모든 형태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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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
• 무기 - 테스트 센터에 무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기(혹은 당신의 시험 관리자(Test
Administrator/TA)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을 귀하의 차에 보관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테스트 센터에 운전해서 오지 않으셨다면, 다른 개인 소지품을 보관함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또는 보안 요원이라면, 당신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본 면제는 시험을 치를 예정인 법 집행인 또는 보안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 일치 정책
• 신분증의 이름과 성은 Pearson VUE에 등록하는 데 사용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에 이름이 Charles로 표시된 경우 Chuck 또는 Charlie가 아닌 Charles로 등록하십시오.)

•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테스트 당일 테스트 센터에 법적 이름 변경 증명을 가져와야 합니다 문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복사 또는 팩스가 아님). Pearson VUE가 허용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허가증
• 이혼 판결
• 법원에서 승인한 법적 이름 변경 문서
• Pearson VUE에 등록한 이름에 실수가 있다면 (ISC)²에 연락하여 시험 날짜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 테스트 센터를 포함하여, 테스트 당일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테스트 비용은 몰수됩니다.

시험 당일
체크인 절차
시험 시작 최소 30분 전까지 도착하도록 계획하십시오. 체크 인 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허용되는 두 종류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 서명을 제공합니다.
• 손바닥 정맥 스캔을 제공합니다.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한)
• 사진을 촬영합니다. 모자, 스카프, 코트는 촬영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품들은 시험실 내에서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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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지품은 시험실 밖에 두세요. 안전한 락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작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Pearson VUE 테스트 센터는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 관리자(TA)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다음, TA가 컴퓨터 터미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시험 지원 및 휴식
• 직원이 일어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한, 시험을 보는 동안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TA가 지시하지
않으면 컴퓨터 터미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음 경우 TA에 알리기 위해 손을 들어 보십시오.

•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믿는 경우
• 메모 보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 휴식이 필요한 경우
• 어떤 이유로든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 총 시험 시간에 스케줄이 지정되지 않은 휴식 시간이 포함됩니다. 모든 휴식은 테스트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시험실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약
찾기 등)는건물을 나서거나 소지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휴식을 취할 때, 휴식시간 전후로 손바닥 정맥 스캔을 해야 합니다.
시험 환경
• Pearson VUE 테스트 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관리합니다. 일부 시험들은 에세이 같은 서술형
답변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센터는 귀하 옆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이핑 노이즈는 컴퓨터 테스트 환경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종이와 연필 테스트 환경에서
페이지를 돌리는소음과 같습니다.

• 요청 시 귀마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 끝나면 손을 들어 TA를 소환하세요. 모든 시험 요구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귀하를 보낼 것입니다.
• 다음의 경우 테스트 센터를 떠나기 전 반드시 시험 관리자에게 통지하십시오.

• 시험 진행에 있어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 불안정한 시험 조건이 귀하의 시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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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문제
• 드문 경우지만, 테스트 센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험 일정을 재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 문제로 인해 예약된 시험 시작 시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거나 시험이 시작된 후 30분 이상 지연되어
중지되는 경우 계속 기다리거나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연 후에 스케줄을 재조정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는 것을 선택하면 시험 결과가 계산됩니다. 재 채점은
없습니다.

•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지만 시험을 시작(또는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바뀐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나중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일정을 재조정을 선택하거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 없이 나중에 시험을
치를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귀하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테스트 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면, 그들은 귀하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할 것입니다.

결과 보고
시험 결과 수령
• (ISC)² 점수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통계 및 심리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점수를 발표하기 전에 합격/실패
점수를 설정합니다. 이 분석을 완료하려면 최소한 수의 수험생이 필요합니다.

• 특정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수에 따라, 이 중요한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약 6~8주 동안 점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서 체크 아웃할 때, TA가 비공식적인 시험 결과를 줄 것입니다. (ISC)²가 공식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일부 경우에는 실시간 결과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테스트 결과는 (ISC)² 심리학적 측정 및 법의학 평가를 따릅니다. 이 평가는 공식 결과를 받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수행된 테스트 수가 기준이 됩니다.) 심리학적 및 법의학 평가가 점수에
영향을미치는 경우 (ISC)²가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 결과는 전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험 전에 (ISC)²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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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 및 결과 무효
• (ISC)²는 시험 전후에 부정 또는 정책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ISC)²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SC)²는 영향을 받은 시험 참가자의 시험을 채점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ISC)²는 영향을 받은 시험 참가자의 결과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ISC)² 단독 재량에 따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한 모든 자격증을 해지
• 추가 (ISC)² 자격증 획득 금지
• (ISC)² 시험 계약에 명시된 상황 하에서는 어떤 시험이든 채점 거부 또는 취소
재시험 정책

• 각각의 CISSP, CAP, CCSP, CSLP, HCISPP, CISSP-ISSAP, CISSP-ISSEP, CISSP-ISSMP 및 SSCP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해 재시험 시도를 관리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 재시험 시도 사이 시험 불가 기간
• 첫 번째 시도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30일 후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시도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가장 최근의 시험 시도에서 60일 후에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시도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모든 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가장 최근의
시험 시도에서 90일 후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자격증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에 (ISC)² 시험을 최대 4회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들은 동시에 여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자격증 재취득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증을 얻기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수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CPE)학점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추천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ISC)² Candidate Information Bulletin (지원자 정보 게시판)

21

(ISC)² 합격 또는 불합격 규정
지원자가 CISSP CAT 검사에 합격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결정됩니다.
* 그러나, 다른 모든 시험의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은 제공된 정확한 응답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나리오 1: 95% 신뢰도 간격 규칙
• 본 시나리오는 지원자들에게 가장 흔합니다. 후보자의 능력이 합격 기준보다 확실히 높거나 또는
명백히 낮은 것이 95% 확실하면 컴퓨터는 항목 관리를 중지합니다.

• 시나리오 2: 최대 길이 시험
• 일부 지원자의 능력 수준은 합격 기준에 매우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항목 수에 도달할
때까지 컴퓨터에서 항목을 계속 관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컴퓨터는 95% 신뢰 간격 규칙을 무시하고
최종 기능 예측만 고려합니다.

• 최종 능력 추정치가 합격 기준을 넘으면 합격한다.
• 최종 능력 추정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원자는 탈락합니다.
• 시나리오 3: Run-Out-of-Time Rule(R.O.O.T.)
• 지원자가 최대 항목 수에 도달하기 전에 시간이 부족하고 컴퓨터가 후보자가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를
95%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경우 대체 기준이 사용됩니다.

• 지원자가 필요한 최소 항목 수에 답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는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 최소 필수 항목 수가 충족되면 컴퓨터는 마지막 60개의 기능 예측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 60개의 능력 추정치가 통과 기준을 계속 초과했다면, 그 지원자는 합격입니다.
• 마지막 60개 항목에서 한 번 이상 합격 기준을 밑돌면 탈락입니다.
• 마지막 60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기능 추정치는
이전에응답한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체 항목 형식
지원자는 대체 형식으로 작성된 항목과 다중 선택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지정 응답, 끌어서 놓기 및/또는 핫스폿 모든 문항 유형에는 차트
및 테이블 같은 멀티미디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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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SP 합격 기준
CISSP CAT 및 CISSP 선형 고정 형식시험(Fixed Form Linear)은 동일한 시험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두 시험 양식은 같은 내용을 사용하고 동일한 합격 기준을 사용합니다. Job Task Analysis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험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시험에 대한 새로운 합격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CISSP
자격증을 받은 SME(Subject Material Experts)그룹의 심리검사 학자의 지도 하에 컷 스코어(cut-score)라고
불리는 합격 기준이 설정됩니다. SME 그룹은 자격증 시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설정 방법 중 하나인
수정된 Angoff 방법에 대한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치며, 이 방법을 통해 그룹은 테스트의 각 항목을 검토하고
MCC(Minimally Resitted Speenders)의 대상 그룹이 각 항목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비율을 추정합니다. 대상
그룹에 대한 이 항목 성과 추정은 각 SME의 컷 점수를 얻기 위해 항목에 걸쳐 합산되며 전체 그룹의 컷 점수는
MCC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최소 합격 점수를 얻기 위해 평균화됩니다. 표준 설정 워크숍 동안, 심리검사 학자는
MCC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CISSP에서 정신적으로 유효한 컷 점수를 설정하기 위해
SME를 훈련합니다. CISSP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각 지원자는 700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CISSP
시험에 합격하거나 탈락하는 후보의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유사 항목
때때로, 후보자는 그들이 이전에 받은 시험에서 받은 항목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항목은 유사한 상황, 시나리오 또는 문제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또는 보안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를 해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전
테스트(미점수)항목은 운영(점수 부여)항목과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룬 항목과
내용이 비슷한 두 번째 항목이 첫 번째 항목에 잘못 응답했기 때문에 나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루어지는 각 항목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항상 선택하십시오. 모든 시험은 각각의 시험 계획에
부합합니다.

예측
빠른 추측은 점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몇몇 시험 준비 회사들은 어떤 종이와 연필 테스트에서, 답이 없는
문항들이 잘못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지원자의 점수를 향상하기 위해,
이러한 회사들은 때때로 후보자가 최소한 몇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심지어 그
항목을 읽지도 않고) 빠른 추측 하도록 옹호합니다. CISSP CAT 테스트에 대한 적응 테스트에서 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자에게 더 쉬운 항목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원자 능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최고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인 속도 유지(각 항목에 대해 1~2분 이내에 처리)
2. 응답하기 전에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읽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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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험 정보
보충 참조
지원자들은 CBK와 관련된 관련 자원을 검토하고 추가 주의가 필요한 연구 분야를 식별하여
교육과 경험을 보충하도록 권장됩니다.
www.isc2.org/certifications/References 에서 보충 참조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정책 및 절차
(ISC)²는 지원자들이 시험 등록에 앞서 시험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중요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sc2.org/Register-for-Exam 확인하십시오.

법률 정보
(ISC)² 법률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ISC)2 법률 부서에 legal@isc2.org로 문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세요?
(ISC)² 지원자 서비스
Tel: +1.866.331.ISC2 (4722), 1번
Email: membersupport@isc2.org
(ISC)² Americas
Tel: +1.866.331.ISC2 (4722)
Email: info@isc2.org
(ISC)² Asia Pacific
Tel: +(852) 28506951
Email: isc2asia@isc2.org
(ISC)² EMEA
Tel: +44 (0)203 300 1625
Email: info-emea@isc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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