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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ing threats from environments and natural disasters cause information systems to suspend the 

operation of business. To assure the continuity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should not halt in the 

emergency. This paper suggests an evaluation  method for importance of information systems and verifies 

the method in a real organization. The results to the study can be utilized for establishing business continuity 

of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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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산업의 성장을 한 략과 투자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정보화의 지속 인 발달에 따

라 기업 업무의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면

서 시스템 취약 , 네트워크 단, 재난 등 환경

, 물리  이슈들에 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해 는 재난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단될 경우 업무의 단은 물론, 기업

의 존립 자체가 받게 된다. 따라서 재해  

재난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한 업

무연속성 계획의 수립이 요하며, 이를 한 

재해복구 시스템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재난이나 재

해에 한 경각심이 낮아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재해복구 계획

(disaster recovery planning)을 도입한 기업이 

매우 은 편이다. 

정보시스템은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있어 가

장 먼  복구되어야 할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 기업들이 재해복구센터를 아웃소싱

하고 있으며, 업무연속성 업무와 재해복구센터 

한 계획이 분리되어 있어 문제 발생 시, 정보

시스템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구될 정확한 

시간을 계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요도를 평가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

안하고, 유효성을 검증한다.  

2.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IT  융업계에서는 각종 사고  재해로 

인한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업무연속

성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BSI, 2013]. BCP는 핵

심 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가 될 때

까지의 상 필요 자원  피해 손실 방지 방안

을 사 에 규정하고 계획하여, 정상으로 복구되

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Zsidisin et al.[2005]은 연구에서 구매와 공

사슬에서 업무연속성계획을 제도론 (institu-

tional theory) 에서 분석하 다. 사례를 각 

주요 속성별로 분류하여 공 사슬에서의 업무연

속성계획 임워크를 개발하여 제시하 다[2]. 

Barnes[2001]은 BCP의 정의, BCP 시스템의 구

성요소, 기업에서 BCP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해 설명하 다. BCP는 기업이 공식화된 차

와 자원의 정보 통합으로 업무 운 을 방해하는 

요인인 재난으로부터 복구하는 것이다[3]. Shaw 

and Harrald[2004]는 BCP는 험으로부터 기업

이 방, 응, 복구, 장, 변경이 필요한 행동 

 의사결정에 한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연속

성 리의 필수 요소라고 인식하 다[4].

여러 연구에서 BCP의 구성요소를 식별하 다. 

Gilbert and Gips[2000]는 BCP 시스템을 구성

하는 4가지 주요 구성요인은 험 식별(risk iden-

tification), 험 평가(risk assessment), 험 순

(risk ranking), 험 리(risk management)로 

식별하 다[5]. Chapman et al.[2002]은 Gilbert 

and Gips[2000]의 연구와 유사한 요인으로 BCP의 

구성요인을 식별하 다. Chapman et al.[2002]은 

험 식별(risk identification), 험 평가(risk as-

sessment), 공 사슬 연속성 리와 조정(supply 

chain continuity management and coordination), 

경험으로부터 학습(learning from experiences)

의 4가지의 요 요인에 해 논의하 다[6]. 

Morton[2002]은 BCP 시스템을 구성하는 9가지 

활동으로 더 상세하게 제시하 다. 9가지 활동은 

상  리 지침 제공(provide top management 

guidelines), 심각한 험 식별(identify serious 

risks), 유지보수 방법에 한 운  우선순 (pri-

oritize the operations to be maintained and how 

to maintain them), 재난  직원 할당(assign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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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isaster teams), 완 한 재고 보충(take a com-

plete inventory),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확보

(know where to get help), 계획 문서화(docu-

ment the plan), 모든 직원 훈련  핵심 직원 

테스트 계획 검토(review the test plan with key 

employees and train all employees), 계획 유지

(maintain the plan) 등이다[7].

Cerullo and Michael[2004]는 비즈니스 시스

템을 방해하는 모든 요 요인을 탐색하고자 업

무연속성계획에 한 통합 인 에서 분석하

다. 내부  외부 정보보안 을 포함하여 

업무연속성계획의 상황에 한 통찰을 개발하고

자 하 다[8]. Lindström and Hägerfors[2010]

은 업무연속성계획의 방법론을 조직   부서

별 수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 다. 공

기업과 사기업이 상  수  리와 직원들 수

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9].  

Ojha and Rahul[2009]은 논리  업무연속성

계획(logistical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LBCP) 

구성에 한 척도를 개발하 다. LBCP를 구성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인지(awa-

reness of contact points) (2) 역할과 책임 인식

(awarenes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3) 

험 수  인식(awareness of risk levels) (4) 업무

지속성과 복구 수  인식(awareness of conti-

nuity and recovery service levels) (5) 업무연

속성의 제도화(institution of business continuity 

reviews) (6) 업무연속성 로세스 개발(develop-

ment of business continuity processes) (7) 효과

인 실패 보고  문서화(effective failure re-

porting and documentation) (8) 업무연속성 계획

(testing of continuity plans) (9) 업무연속성을 

생성하기 한 종업원 훈련(training of emplo-

yees to create and execute BCP) 등이다[10].

Sahebjamnia et al.[2015]는 조직  탄력성에 

하여 재난 복구 계획과 업무연속성(Integrated 

business continuity and disaster recovery plan-

ning, IBCDRP)을 통합하여 모든 략 , 술 , 

운  수 에서 임워크를 제시하 다[11]. 

업무연속성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험 리

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험이 발생

하는 시스템과 계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업

무연속성의 요성은 날이 갈수록 요해지고 

있으며, 기술 인 리 툴에서 확 되어 조직  

수 에서 략  요구사항을 살펴본다. 업무연

속성의 사  수 에서의 략  리 도구로

의 변환은 험이 발생하기 에 조직이 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어 험 리와 재난 복구 

계획의 근 방법에 해 다룬다[12]. 

3.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준

3.1 기존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자산평가에 한 개

선된 기 을 제안한다. 개선된 기 을 제안하기 

해서는 우선 일반 으로 정보시스템 자산평

가를 수행하는 기존 평가기 에 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자산평가는 재난 발생으로 정보

시스템이 단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단이 가

져올 향과 손실을 측정하여 정보시스템이 업

무에 미치는 향을 설명할 수 있다. 정보시스

템 자산평가 기 은 업무 요도를 기반으로 정

보시스템 복구 수 과 복구 우선순 를 설정하

여, 재난시 정보시스템을 우선순 에 따라 복구

함으로 효과 으로 재난에 처하기 함이다. 

즉, 기 의 정보 처리 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와 향도 분석, 기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요도를 총 으로 분

석하여 정보시스템이 업무에 미치는 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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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 Asset Assessment

Work Manager

2.1 Analysis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institutions

  -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users, the number of users within 

the organization, the number of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system users, 

including links 

2.2 Information systems risk analysis(correspondence, affect, damage)

2.3 Information importance analysis

2.4 Aggregate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criticality assessment

CEO, CIO, Production 

manager, CSO

<Table 1> Existing Information Systems Asset Assessment

Assessment criteria

Cash-related services Public service Service scale Field Operations Service

business Non-business Foreign Inward Portal Exclusive Field Office

+2 +1 +2 +1 +2 +1 +2 +1

weight 40% weight 30% weight 20% weight 10%

<Table 2> Existing Information Systems Asset Assessment Criteria

※ Calculated on a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e, public service and field operations.

<Table 1>은 기존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업

무와 담당자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기존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은 크게 

련 서비스, 국민 서비스, 서비스 규모, 장

운  서비스로 나뉘며, 각각의 기 에 따라 추

가 인 수와 가 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Table 2>는 각 기 의 자세한 내용과, 가 치 

수를 보여 다. 

기존 정보시스템 자산평가는 업무 내의 시스

템, 정보 요도를 구분하지 못하며, 산출의 과

정도 체계 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 한 기존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은 평가의 기 이 기

의 주 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으며, 객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단 이 존재한다.

3.2 개선된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제안

본 에서는 앞서 분석된 기존 정보시스템 자

산평가 기 의 단 을 보완하는 개선된 정보시

스템 자산평가 기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정보

시스템 자산평가 기 의 개 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DB 세션수는 미들웨어(JEUS)에서 

정의된 DB 커넥션 Pool 설정값, 국민 이용자

수는 국민 웹서버의 일평균 이용자수(웹서버 

웹로그의 유일한 공인IP주소의 개수), 기 이용

자수는 내부 웹서버의 일평균 이용자수(웹서버 

웹로그의 유일한 사설IP주소 개수), 연계시스템

수는 DB 서버를 참조하는 WAS 서버 황을 의

미한다.

정보시스템 자산평가는 시스템 요도, 재난

발생 험도, 정보 요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Table 4> 참조). 시스템 요도는 국민서비스 

이용자수, 기  내 이용자수, 동시 속사용자수

에 한 항목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험도 분

석은 재난발생시 응도, 피해도, 향도에 한 

항목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정보 요도 분석은 

정보의 기 성, 무결성, 가용성을 기 으로 정

보의 요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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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results System Importance Risk Information Importance

System Imp. × weight(40%)
∑(Public service users

+Organization users
+Simultaneous users)/3

o Simultaneous users : 
  DB sessions
o Public service users :
Web-server users

o Organization users :
Web-server users 

∑(correspondence
+damage+affect)/6

o correspondence : 
dependence on information 
systems + easy recovery

o damage : 
non-financial impact
+ financial impact

o affect :
 system recovery time
 + linked systems

∑(Integrity
+Availability
+Confidentiality)/24

+

Risk × weight(20%)

+

Infor. Imp. × weight(40%)

Grading to information 
systems

o Core systems : Information system asset assessment High ≥ 10%
o Importance systems : Core ≤ Importance ≥ Normal
o Normal systems : Information system asset assessment Low ≤ 40%

Disaster recovery priority o Disaster recovery system construction and recovery priorities apply

<Table 3> Improved Information Systems Asset Assessment Criteria

※ identify operating systems for such system importance.

       information systems asset assessment = System Importance × weight(40%) + Risk × weight(20%)

+ Information Importance × weight(40%)

<Table 4> Information Systems Asset Assessment Formula 

System Importance = ∑(Public service users + Organization users + Simultaneous users) / 3(Item number)

<Table 5> System Importance Formula

 (1) Public service users

less than 500 500～1,000 1,000～1,500 1,500～2,000 more than 2,000 people

1 2 3 4 5

 (2) Organization users(4,500 people criterion)

less than 10% 10～30% 30～50% 50～70% more than 70% 

1 2 3 4 5

 (3) Simultaneous users

less than 10 10～100 100～300 300～500 more than 500 people

1 2 3 4 5

<Table 6> System Importance Score Table

3.2.1 시스템 요도 개선사항 

시스템 요도는 국민서비스 이용자수, 기

 이용자수, 동시 속자수를 기 으로 산정한

다. 국민이용자수는 외 홈페이지 일평균 

속자수를 기 로 작성하며, 기  이용자수는 

내 홈페이지 일평균 속자수를 기 로 작성

(기 인원 : 4,500명)한다. 동시 속자수는 미

들웨어(WAS)에 설정된 DB커넥션 정보를 기

로 작성한다. 시스템 요도는 각 인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며(<Table 5> 참조), 시스템 

요도의 각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를 배정받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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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 ∑(correspondence + damage + affect)/6(Item number)
 (1) correspondence = dependence on information systems + easy recovery
 (2) damage = non-financial impact + financial impact
 (3) affect = system recovery time + linked systems

<Table 7> Risk Formula

 (1) dependence on information systems(Whether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and interruption impact)

Not all business
impact

In some business 
disruption

Disruption
recovery

Business disruption
to much

Business process 
impossible

1 2 3 4 5

 (2) easy recovery 

Recovery work is
very hard

Recovery work is
hard

Recovery work is 
normal

Recovery work is 
relatively simple

Recovery work is
very simple

1 2 3 4 5

<Table 8> Correspondence Score Table

 (1) non-financial impact

Not at all Some serious Normal Serious Very Serious

1 2 3 4 5

 (2) financial impact

Very Low
(less than 100 million) 

Low
(100～500 million)

Normal
(500 million～1 billion)

Serious
(1～5 billion) 

Very Serious
(more than 5 billion)

1 2 3 4 5

<Table 9> Damage Score Table

 (1) system recovery time

Within 1 year Within 1 month Within 12～24 hours Within 8 hours Within 4 hours

1 2 3 4 5

 (2) linked systems

Less than 3 4∼7 8∼11 12∼15 More than 16 

1 2 3 4 5

<Table 10> Affect Score Table

3.2.2 험도 개선사항

험도 분석은 식별된 업무가 재난으로 단

될 수 있는 확률과 업무 단시 발생할 수 있는 

향을 측정하기 함이다. 재난발생 험도 분

석은 응도와 향도 3가지 항목에 한 발생 

정도를 측정한다(<Table 7> 참조). 

응도는 업무 단 확률을 의미하며, 정보시

스템 의존도, 업무복구 용이성으로 분류하여 업무 

단시 응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Table 

8>은 응도 산출을 한 기  항목을 보여 다.

피해도는 재난 발생으로 업무가 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  향과 재무  향을 

측정하며, 비재무 ( 외이미지 추락, 고객 이탈, 

임직원사기 하, 법령 반, 력업체에 향) 

향과 재무 (매출 감소, 계약 반 손해배상, 각

종 범칙 ) 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9> 

참조).

향도는 재난시 이  단계에서 산출된 응

정도에 근거하여 업무가 단될 경우 복구활동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다(<Table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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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mportance = ∑(Integrity + Availability + Confidentiality)/24(Item)

<Table 11> Information importance Formula

(1) Confidentiality criteria 1 2 3 4 5

Linkages with sensitive information(Information policy, management, sales, reliability, etc.)

The need to prevent information disclosure

Likely to generate complaints based on exposure information

The need to prevent view of information systems

Abuse range of information disclosure

Damage probabi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need for the audit trail that records the View information

Need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when certificates or biometrics

(2) Integrity criteria 1 2 3 4 5

The need to prevent modulation and deletion of information

The need for an audit record of the modulation of information

Possible complaints occur according to modulation and deletion of information

Exploited range to modulation and discarded information  

Confidence level of the external public information

Degree of information backup

The need to certificate information

Verify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3) Availability criteria 1 2 3 4 5

Constantly in need to access and use information

Unique business continuity support information

Using a range of information systems

Exploited range to information use and approach

Duplication the need for information access

Information disaster recovery priority

Possible complaints occur interfere to information access and use

The need for information backup

<Table 12> Information Importance Criteria Table

3.2.3 정보 요도 개선사항

정보의 요도 분석은 정보의 기 성, 무결성 

 가용성이 손상됨에 따라 조직에 미치는 잠재

 향도를 기 으로 측정하며, 기 성, 무결성, 

가용성에 배정된 수의 합계를 정보자산 보안

성 요도 수로 산정한다(<Table 11> 참조).  

기 성은 정보의 근  노출 등에 한 공

식 인 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

성은 개인 정보, 기  정보, 지  자산 정보 등

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 성의 손상은 기 의 

정보가 부 하게 노출되어 부정 인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무결성은 부 한 정보 수정, 괴 등에 한 

보호를 의미하며, 무결성의 손상은 정보의 비인

가된 수정 는 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용성은 정보의 항상 근  신뢰할 수 있

는 근과 사용을 보증하는 속성이며, 가용성의 

손상은 정보 는 업무의 근 는 사용이 

지됨을 의미한다.

정보의 요도 측정은 기 성, 무결성, 가용

성 등의 요도를 측정하는 기 으로 각 항목별 

5  척도로 구성된다(<Table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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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ystem importance risk information importance

total

(d+h+l)
notepublic

(a)

organi-

zation 

(b)

Simul-

taneous

(c)

weight

(d)

damage

(e)

corres-

pondence

(f)

affect

(g)

weight

(h)

C

(i)

I

(j)

A

(k)

weight

(l)

A 5 4 5 1.87 10 9 10 0.97 40 40 40 2.00 4.83 

core
B 1 5 5 1.47 10 9 10 0.97 40 40 40 2.00 4.43 

C 1 5 3 1.20 10 9 10 0.97 40 40 40 2.00 4.17 

D 5 1 3 1.20 9 9 6 0.80 39 40 39 1.97 3.97 

E 5 1 3 1.20 7 9 5 0.70 40 40 40 2.00 3.90 importance

F 1 1 1 0.40 10 6 3 0.63 23 23 30 1.27 2.30 normal

<Table 13> Improved Information Systems on Assessment Criteria Applications

3.2.4 평가 결과의 조정  반

시스템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  시스템과 단

 시스템간 연계성 계가 큰 경우 상  단

시스템 자산평가의 결과를 반 한다. 자산평가 

결과 동일 수일 경우 정보 요도, 시스템 요

도, 험도 순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 리 SLA 

약”시 장비 등 산정에 반 하며, 재해복구시

스템 구축  복구우선순  선정 시 반 한다. 

3.3 개선된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사례 

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정보시스템 자

산평가 기 은 이미 정보시스템에 한 악이 

이루어진 기업 는 기 에서 용될 수 있다. 

특히 개선된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은 기존

의 자산평가 기 과는 달리 시스템과 정보의 

요도를 구분하 으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험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체계 인 자산평가가 

가능한 기 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정보시스템 자

산평가 기 은 핵심 인 평가시스템이 실무에 

맞춰 운 되어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

선된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을 실제 정보시

스템을 운  인 정부기 을 상으로 용하

다. 정보시스템 자산평가는 그 특성상 기 의 

매우 기 한 정보를 취 하기 때문에, 자세한 

기 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상 기 은 1969년 설립되었으며, 재 시

장형 공기업으로 운 되고 있다. 상 기 은 

ICT 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본 정보시스템 자

산평가 기 은 해당 센터의 조를 통해 용되

었다. 

개선된 정보시스템 자산평가 기 을 상 기

에게 용한 결과는 다음 <Table 13>과 같다. 

상 기 은 핵심시스템 4개, 요시스템 22개, 

일반시스템 12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요  일

반시스템의 수는 생략하 다. 핵심시스템이 

여타 요  일반시스템에 비해 매우 높은 종

합 수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지구 온난화, 테러, 자연 재해 등이  지구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에 한 재

난 은 향후에도 지속 으로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상된다. 재난 상황에서도 정보시스템의 

안 한 운 은 국민 경제나 안정 인 사회 환경 

조성을 해서 매우 요하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정보시스템의 비즈니스 연

속성을 한 정보시스템의 요도 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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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을 한 정보보안 책 수립에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단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구 방법론은 시스템으

로 구 되면 정보시스템 보호와도 연 되어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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