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SAX®: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안 평가 교환  

TISAX® 라벨 획득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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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만약 자동차 업계의 공급업체이거나 서비스 공급업체이며, 

고객 또는 OEM 업체로부터 TISAX® 라벨 획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본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아야 할  주요 용어, 리소스 및 절차를 설명하여 TISAX®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어떤 단계에서 시작하든, BSI와 함께

라면 성공적으로 단계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Rob Brown

자동차 부문 글로벌 책임

BSI와 함께 TISAX   라벨을 획득하세요

BSI가 지원하는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 등록에서 TISAX® 라벨 획득까지의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SAX   와 ISO 경영시스템 표준은 다릅니다
TISAX®는 자동차 공급망 정보를 도난, 조작, 손실로부터 보호합니다. ISO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등  

기타 인증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나, TISAX®는 해당 표준에 기반하여 개발 및 구축되었습니다.

TISAX    는 무엇인가요? 
TISAX®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안 평가 교환(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의 약자로,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정보보안평가(ISA,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에서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및 교환 메커니즘입니다. TISAX®를 사용하면 공

급업체, 파트너사 간 정보보안평가를 상호 인정할 수 있습니다. TISAX®는 VDA와 ENX 협회가 자동

차 업계 공급망 전체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ENX 협회와 TISAX   에서의 역할
ENX 협회는 TISAX®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무역협회입니다. 2000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4개국 자동차 협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공급망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

고 간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TISAX®프로세스는 ENX 온라인 포털을 통해 관리되며,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

®

https://enx.com/en-US/TIS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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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AX® 프로세스

TISAX® 프로세스는 ENX 온라인 포털에 참여자로

공식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바르게 완료하면 이후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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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서비스

21
TISAX® 평가

3
TISAX® 라벨

4
결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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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와 함께 TISAX®
심사를 예약합니다

귀사의 자가 평가 내용을 

BSI가 평가합니다

BSI에서 TISAX® 라벨 발급

기관인 ENX로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ENX 포털에서 

귀사의 라벨을 공유합니다

TISAX®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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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AX® 라벨

TISAX® 라벨은 지정된 보증 수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거 표식입니다. 고객에게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TISAX® 라벨은 일반적으로 3년 간 유효합니다.

범위 발췌

ENX 포털에 등록할 때 범위 발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상태에 대한 요약이며, BSI가  평가 범위, 유형 및 기간을 결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가 목표

평가의 목표는 OEM이 정의하며 범위 발췌문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평가의 초점 및 평가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 정보는 BSI가 

심사의 범위, 유형 및 기간을 계산하는데 필요합니다.

평가 등급(AL)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과 컴플라이언스 평가를 위

한 심사 유형 및 기간에 따라 3가지 종류의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ENX 포털의 등록 절차에서 확정

되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가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AL1: 심사 받는 자의 자가 평가

AL2: 자가 평가 타당성 확인, 증거 검증 및 전

문가 인터뷰(제한적) 

AL3:  증거 검증, 현장 심사 및 전문가 인터뷰

를 포함한 전체 평가

주요 용어 이해

TISAX®는 ISO 경영시스템 표준과는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주요 용어 및 개념에 익숙해지면 TISAX® 라벨 획득의 여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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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Protection –  8.5 
Requirements for events and shooting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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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핸드북

참여자 핸드북은 8개 섹션에 걸쳐 TISAX®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pdf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  ISA / VDA ISA

ISA 또는 정보보안평가는 카탈로그라고 부르는 3가지 요구사항(정보 보안, 프로토타입 보호, 

데이터 보호)을 포함하고 있는 Microsoft Excel 통합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성숙도 수준, 정

의, 요구사항 카탈로그, 평가 점수 등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문서를 사용하여 하단의 예시와 

같이 목표 성숙도 수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ISA를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1.1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1.2  Organiz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1.3  Asset Management

1.5  Assessments

1.4  IS Risk Management

1.6  Incident Management

2.1  Human Resources

3.1   Physical Security and 
Business Continuity

4.1   Identity Management

Target maturity level

Result

5.1  Cryptography
Operations Security  5.2

Supplier Relationships  6.1

Compliance  7.1

System acquisitions, requirement  5.3 
management and development  5.3

Prototype Protection – Physical  8.1 
and Environmental Security  8.1

Prototype Protection –  8.2 
Organizational Requirements  8.2

Prototype Protection – Handling of  8.3 
vehicles, components and parts  8.3

Prototype Protection –  8.4 
Requirements for trial vehicles  8.4

4.2   Access Management

필수 리소스

TISAX® 등록 및 평가 과정에서 ENX 포털, 참여자 핸드북 및 ISA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TISAX® 참여자로 공식 등록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1  ENX 포털

ENX 포털은 TISAX® 참여자, 공급자 정보 및 평가 결과의 온라인 네트워

크 및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NX 포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nx.com/handbook/tisax-participant-handbook.html
https://enx.com/en-US/TISAX/downloads/
https://enx.com/en-US/TISAX/downloads/
https://enx.com/en-US/TISAX/downloads/


BSI는 아시아, 유럽 및 아메리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몇 안되는 

TISAX® 평가 제공 기관 중 하나입니다.

BSI는 IATF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의 표준 및 보증 솔루션 분야의 글

로벌 리더이며 정보 및 사이버 보안 표준, 보증 및 교육 분야를 선도하고 있

습니다. 자동차 부문과 정보 보안 전문 지식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BSI

의 강점입니다. BSI는 193개국에서 84000명의 고객과 31개국에서 90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 운영 및 공급망에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SI의 TISAX®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세요. 

E: bsikorea@bsigroup.com

T: 02 -777-4123

BSI와 함께 TISAX  
평가를 예약하세요 

®

https://www.bsigroup.com/ko-KR/Industries-and-sectors/Automotive/tis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