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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둥장하고 빈번하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안 사고에 대하여 사전 

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리스크 모니터링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 

호 업무를 정의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리스크를 식별한다. 식별된 리스크는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우선관리대상 

리스크를 선정하고, Fishbone Diagram을 활용하여 리스크 요인을 도출한다 리스크 요인들은 지표로서 각 측정 단위와 임 

계치를 보유하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리스크에 따라 지표의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고랩을 개발한다. 

맥심용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지표, 경고랩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securi ty has been as risk ever sinc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reased its internet use. As personal information securi ty is compromised there will be a ri se in personal privacy con

fli cts and this will become an important soc ial issue. The fo llowing research is a presentation of the warn ing map for ri sk 

monitoring on personal info rmation security. First,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is identified then defin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 ty ’s objective, a survey was taken and the data was collected. 

Third , factor in the Fishbone Diagram’s analys is and fi gure out the key indicators that include metri c and thresho ld . Last, 

develop the warning map which has the matrix table composed of the process and the ri sk. It di splays the warning based 

on the thresho ld and the value of key indicators related to ri sks. 

KEYW。RDS personal info rmation, persona l information securi ty, ri sk, key indicators, warnmg map 

1 . 서 료르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시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즉, 개인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 환경 

에서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은항상존재하게 되며,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라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를 야기하게 되며,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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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인은 인터넷 쇼핑, 예약,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한 

다. 이렇게 수집된 대용량의 개인정보는 각 기관 상호간에 

교환되거나, 전파되어 본래의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고객 대상이 

유출되어 범행의 대상 선정에 이용된 사례, 의료 보험관련 

자료가 유출되어 범행의 대상 선정에 이용된 사례, 주민등 

록기록을 열람하여 가족 상황을 파악한 후 독신녀의 주거 

지를 범죄의 대상으로 정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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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 200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는 2003년 17,777건 

에서 2008년 25,96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만 5965 

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이 발생했으며, 총 4 1 00만 

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9월 ‘GS칼텍스’는 1120 

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월에는 국내 전자상 

거래 대형 포털 사이트인 ‘옥션’에서 1 08 1만 건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는 해마다 대형화 

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집단 소송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도 점차 많은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5월에 발생한 엔씨소프트의 

경우, 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라며 “피해 

자 3명에게 각각 1 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06년 

5월 이메일주민변호 등이 노출된 국민은행의 경우는 1024 

명에게는 l인당 1 0∼20만원씩을, 같은 해 9월 자기소개서 

가 유출된 LG전자 입사자 32명에게는 l인당 70만원씩 배 

상 판결을 내렸다, 만약 10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옥션과 GS칼텍스의 최악의 경우 개인별 1 0만원씩 배 

상을 하게 된다면, 배상액 규모가 l조원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금액은 기업의 생존권을 위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잠 

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해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모댈이 학계와 산업계 모 

두부재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 

개인정보보호 
(업무프로세스정의) 

각단계벌 

리스크(Risk) 석벌 

리스크(Risk) 명가 

}-위험 정도(전문밟) 
리스크(Risk) 션장 

•--- Fishbone Diagram 기업 

리스크(Risk) 원인 분석 

l• KRI 선정 및 임계지 조정 

Warning Map 작성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 

흔댁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1권 저V4호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 모니터링 방법의 하나인 

Warning Map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절차는 아래 그림 l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업무 프 

로세스를 정의한 후, 각 업무 단계별로 잠재된 리스크(Risk) 

를 식별한다 식별된 리스크는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위험 

의 정도를 평가하여 우선 관리되어야하는 우선관리대상 

리스크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관리대상 리스크는 각각에 

대하여 인과관계 도표(Cause&Effect Diagram)라고 불리는 

Fishbone Diagram 기법을 활용하여 요인을 분석한 후 핵심 

리스크 관리지표인 KRI(Key Risk Ind icator)를 도출하고 임 

계치를정의하여 모니터링 W때ling Map을작성한다 

2. 이론적 배경 

2. 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 

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여, 당해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구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藍a 의미한다 이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내 

용은 첫째, 개인에 관한 정보, 둘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셋째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구분된다 

2. 1.1 개인정보유출경로 

첫째, 쿠키 (cookies) 기능을 들 수 있다. 원래 쿠키란 이 

용자가 웹 서버에 접속할 때 다음 접속을 대비하여 사용자 

의 컴퓨터에 시용자 액세스, 사용자 ID, 패스워드나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기능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웹사이 

트로 보내짐으로써 웹 서버는 자동적으로 인터넷의 이용 

자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n〕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자 

세한 신분에 대한 정보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는 실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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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이렇게 구입한 가입자 목록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광고 메일을 살포하기도 한다. 

셋째, 인터넷의 전자상거래 이용 시 신용카드로 대금결 

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로 결재, 전송할 때에 이 정 

보를 중간에서 도청하여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타인에 

게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자화폐의 경우 

에는 소비자가 전자현금을 전자은행이나 지불회사로부터 

인출할 때에 시리얼변호를 입력하는데, 이때 은행이나 지 

불회사에서 소비자의 현금내역을 역추적하여 사용자의 개 

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다. 

넷째, 기업 및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업무 수행 협 

력업체 직원에 의한 내부자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2006년 침해신고 

건수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까지 위험성이 매우 높 

았으며,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인 경우가 많다.(방송통신 

위원회, 2008). 

다섯째, 다양한 유출방법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킹이다. 해커들이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관 또는 기업들의 정보를 위변조하고 경우에 따라 삭제 

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 유출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며 제2, 제3의 개 

인정보 보안 사고와 연계될 수 있다 

2. 1.2 개인정보 침해유형 

첫째,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수 

집 될 때,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수집 동의를 받지 않거 

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비즈니스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된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경쟁 우 

위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여, 기업들이 불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감행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이 있다. 이는 정 

적 정보와 동적 정보로 나눌 수 있다. 동적 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내용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오류를 발생시키 

고 개인에 대한 허상을 초래하여 정보프라이버시가 침해 

될수있다. 

셋째, 부당한 접속은 해커와 같이 부당하게 데이터베이 

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관계자가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작,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이 

부당하게 액세스 되고, 변경 또는 파괴되었는지조차 알 수 

그림 2.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없는 경우, 정보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넷째, 이차적 시용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되는 경우 정보프라이버시는 침해된다. 최근 개인 

정보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정보중개업을 전 

문으로 하는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 

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2 ERM(티'lterprise Risk Management) 

미국 COSO Framework에 따르면, ERM이란 통합적인 

시각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들을 

파악하고, 기업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를 적절 

히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 

고 있다. William( 1 998)에 따르면 기업이 전략적, 운영적,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놓여있는 불확실성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사적인 위험들을 통합하여 인식하고 최적의 대 

응 전략을 수립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기 

업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인식, 평가,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한다. 위험과 기회를 적절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 경쟁우위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타n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이 식별, 평 

가, 대응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3. 러스크 모니터링 연구 

3.1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의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에 따라 수집-저장-파기와 같은 개 

$αm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α'Itfy, Vol. 1,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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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처리단계를 구분하는 것을 개인정보 생명주기(L ife 표 1. 개인정보 침해 유형 

Cycle)라고 한다(이향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한F국 정보 

보호진흥원(2006)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생명주기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관’, ‘개인 

정보 삭제 및 폐기’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3.1.1 개인정보 수집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고객이나 웹사이트 사용자를 대상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경로와 

오프라인 경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다. 

첫째, 온라인 경로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예로는 인터 

넷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 

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으로는 길거리 상가 등에 

서 핸드폰 가입 시, 종이에 적어 제출하는 개인정보를 예 

로들수있다. 

3.1.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집된 개인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댐에 전송되며, 정보 처리 시 중요 개인정보 

항목은 암호화 전송된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스템은 

한정된 운영자만 접근 가능하고, 보안취약점이 제거된 안 

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1.3 개인정보 보관 업무 

시스댐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보관 장소에 저장 및 보관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전자적으 

로 보관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접근통제 및 중요 개인 정보 

의 암호 저장이 펼요하며,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문서는 캐비닛 등과 같이 시건 장치가 된 출입통제 장소에 

보관되어야한다. 

3.1.4 개인정보 삭제 및 폐기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용자가 회원을 탈퇴하거냐, 수집 

된 개인정보의 이용 기한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복구가 불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댐에서 삭제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는 완전한 폐기(종이의 경우 쇄절기를 통한 파 

쇄, 전자 저장매체의 경우는 물리적 파괴 또는 자성 제거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개인정보보호 리스크(Risk) 식별 

호F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류를 살펴 

흔댁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1권 제4호 

침해유형 내용 

부적절한접근과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개인정보수집 

부적절한분석 - 부적절하게 수집된 정보의 분석 

부적절한모니터링 - 동의 없는개인의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 

부적절한개인정보 - 개인정보를제3자에게 양도하는불법적 
유통 인거래 

원하지않은영업행위 - 동의 없는상품광고퉁의 전송행위 

부적절한저장 
- 정보수집,목적 달성 후개인정보를파 
기하지 않은행위 

보면 표 l과 같이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210가지 

의 침해 사례가 공개되었다(송유진, 2006). 

본 연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침해유형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리스크(Risk)를 정의한다. 

3.2. 1 개인정보 수집 업무 

개인정보 수집 단계의 리스크로는 ‘개인정보 수집간 사 

용자의 동의 미흡’이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의 활용 목적, 제공 범위 등 법규에서 정한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아도 적절하게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 3자 제공 펼요시에는 어떤 목적으 

로 어떤 자에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 

로 고지(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2 개인정보 처리 업무 

개인정보 처리 단계의 리스크는 첫째, 인터넷 등 안전하 

지 않은 네트워크 경유 시 악의자에 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한 ‘중요 개인정보의 비 암호 전송’ 리스크가 존재한다 

둘째,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램(예;웹 시스템) 

에 보안취약성이 내재되어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 

는 개인정보 DB 유출 등 보안사고가 가능한 ‘개인정보 처 

리 시스탱의 보안 취약성 내재’ 리스크가 존재 한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비 인가자, 비 권한자에 의 

한 개인정보 오용, 유출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댐 접 

근 통제 및 권한 통제 미흡’ 리스크가 존재한다. 

넷째, 개인정보 사용 모니터링과 사용 내역 기록 미흡으 

로 개인정보 보안사고 발생 및 사고 조사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한다. 

3.2.3 개인정보 보관 업무 

개인정보 보관 단계의 리스크는 크게 전자적 형태의 보 

관과 종이와 같이 물리적 형태의 보관에 따른 리스크로 구 

분하여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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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악의자, 비 권한자, 또는 권한자(업무 담당자)가 중요 

개인정보(계좌번호, 비밀변호)에 접근하여 보안사고를 일 

으킬 가능성이 있는 ‘중요 개인정보의 비 암호화 저장’ 리 

스크k가존재한다. 

둘째, 서비스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종이, 서류 

등이 물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에 보관되어 보안사고 

가 가능한 ‘종이에 기록된 개인정보 보관 미흡’ 리스크가 

존재한다. 

R11 

음을 최저점 l점으로 한다. 피해규모 척도는 회사 또는 조 

직이 문을 닫거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를 7점 

으로,손실 및 피해가거의 없는상태를 I점으로한다 

7.0 
llJOI 규모정도 

그림 3.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포지셔닝 

3.5 

R1 R6 

0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관리대상 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하여 발생빈도와 피해규모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관리 

대상 리스크는 발생빈도가 높으며, 피해규모가 높은 리스 

크이다. 

분석 결과 그림 3과 같이 R3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한 악의자(해커)의 개인정보 유출’과 

R4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및 권한 통제 미흡으 

로 인한 내부자 또는 비 권한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 RS 

‘개인정보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내역 기록 미흡으로 인 

한 개인정보 보안사고 발생 및 사고 조사 불투명’이 우선 

관리대상 리스크로 선정되었다. 

3.4 개인정보보호 리스크(Risk) 선정 

3.2.4 개인정보 삭제 및 폐기 

개인정보 삭제 및 폐기 단계의 리스크로는 삭제 미흡과, 

폐기 미흡 리스크로 식별된다. 

첫째, ‘개인정보 삭제 미흡’ 리스크는 사용자의 회원 탈 

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되어 사용자에 의한 법적 소송 제기 가능이 있 

는리스크이다 

둘째, ‘개인정보 폐기 미흡’ 리스크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백업 매체 등) 및 종이에 대한 폐기 

미흡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보아서는 안되는 사람이 열람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3.3 개인정보보호 리스크(Risk) 평가 

각 단계별로 식별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하여 리스크 

별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표 2와 

같은 설문지를 구성한다. 

설문척도는 개인정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를 7점 척 

도로 산정하여 구성한다 발생빈도 척도는 언제든지 일어 

날수 있는상태를최고점 7점으로,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 

3.5 개인정보보호 리스크(Ri앙) 원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정된 세 종류 리스크의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과관계 도표(Cause & Effect Diagram) 

.약엉"" 
‘.킹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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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인껑X효. 

R인요. 
1 며. 

잉;HI"!용 
며.영 

.스'11.!'.;J잊 
혀용며* 

!인에.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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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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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견. 

""며. 

S인 ,,. 

늘.며. 

.리져 
"인능찍 
띠. 

단계 구분 내용 

수집 RI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실수또는인지 부족에 에 
의한사용자동의 수령 미흡 

R2 -중요개인정보의 비암호전송 

R3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한 악 
의자(해커 )의 개인정보 유출 

처리 
R4 - 접근통제 및 권한통제 미홉으로인한내부자또 

는 비 권한자의 개인정보 유출 

RS - 개인정보사용모니터링 및사용내역 기록미흡 
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 

R6 - 중요개인정보의 비 암호화저장으로인한개인정보 

보관 
유출 

- 종이에 기록된개인정보보관미흡으로인한개인 R7 
정보유출 

삭제 R8 - 회원 탈퇴 퉁으로 인한 개인정보 삭제 미흡 
및 

R9 
- 개인정보 수록 저장매체 및 종이에 대한 폐기 미 

펴1] 7] 흡으로개인정보유출 

표 2. 설문지 구성 

그림 4. R3 Fishbone Diagram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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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4 Fishbone Diagram 요인분석 

표 3. 각 KAI 에 대한 측정단위와 허용 임계치 

Risk 
Risk Risk 

Level I Level2 KRI 변호 

관리자보안능력 R3- I 

미흡 R3-2 

R3-3 
시스댐보 관리자부주의 

R3-4 
안운영 
미흡 R3-5 

R3 악의자침입 
R3-6 

R3-7 
시스템개 개발보안능력 미비 

R3-8 
발보안미 

보안모율설계 R3-9 
흡 

미흡 R3-l 0 

시스템접근통제 R4-l 

시스템운 미흡 R4-2 

영시보안 
시스템권한통제 R4-3 

통제미흡 

R4 
미흡 

R4-4 

사용자인증체계설 R4-5 
시스템개 계미흡 R4-6 
발시보안 

사용자그룹별권한 R4-7 
설계미흡 

통제설계미흡 R4-8 

시스템접근통제 RS-I 

미흡 RS-2 

시스템운 RS-3 

영시보안 
시스댐권한통제 통제미흡 RS-4 

미흡 

RS RS-5 

RS-6 

사용자인증체계설 RS-7 

시스댐개 계미흡 RS-8 

발시 보안 RS-9 

설계미흡 사용자그룹별권한 R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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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5 Fishbone Diagram 요인분석 

핵심 리스크 지표(KR1) 
측정단위 임계치 

KRl 

관리자보안전문교육 시간 연 80시간 

관리자보안운영경험 경력연수 3 년 

패스워드규칙준수 패스워드자릿수 8자리이상 

보안패치준수 보안패치적용율(%) 적용율 90% 

취약점탐색(스캔) 탐지건수 
IO건이상 

(동일시스템) 

침입시도건수 시도건수 
3회이상 

(동일시스댐) 

개발자보안교육 시간 연 8시간 

개발보안규칙준수율 €-「ι-‘걷 。킹r 90 % 

보안서버적용 적용여부 적용 

중요개인정보암호화 적용여부 적용 

불법사용자인증시도 건수 3회(동일시스댐) 

패스워드규칙적용 적용여부 적용 

사용자권한오용시도 ~ 1」J .<'-「‘
3회(오용시도건 

수) 

사용자 그룹별 권한통제 적용 적용여부 적용 

사용자인증체계설계 적용여부 적용 

패스워드규칙설계 적용여부 적용 

사용자 권한 오용 탐지 설계 적용여부 적용 

사용자 그룹별 권한 Table 설계 적용여부 적용 

실시간모니터링적용 적용여부 적용 

위험활동 경고/알람 건수 적용여부 3회(동일시스템) 

개인정보 대량조회건수 조회건수 
동시 1 00명 이상 

조회 

100건(고객 담당자〕 
개인정보 변경 통제 및 로깅 기능구현 변경건수 

3건(고객담당자외 

파일다운로드횟수 다운횟수 일 2건이상 

파일다운로드 개인정보 수 다운개인정보수 동시 100명 이상 

실시간모니터링 기능구현 적용여부 적용 

위험활동 경고/알람 기능 구현 적용여부 적용 

개인정보대량조회통제및로깅 기능구현 적용여부 적용 

개인정보 변경 통제 및 로깅기능 구현 적용여부 적용 
통제설계미흡 

R5-l l 개인정보파일다운로드통제 및로깅 기능구현 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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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리는 Fishbone Diagram을 작성한다. 

첫째, R3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한 

악의자(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림 4와 같이 시스템 운 

영과 개발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인을 분석한다. 

둘재, R4 개인정보 처리 시스뱀 접근 통제 및 권한 통제 

미흡으로 인한 내부자 또는 비 권한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 

능 그림 5와 같이 시스템 운영과 개발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인을분석한다. 

셋째, RS 개인정보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내역 기록 미 

흡으로 인한개인정보보안사고발생 및 사고조사불투명 

은 그림 6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개발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인을분석한다, 

3.6 개인정보보호 경고맴(Warning Map)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Warning Map 작성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Fish bone 

Diagram을 통하여 리스크별로 도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핵 

심 리스크 지표인 KRI(Key Risk Indicator)를 선정하고, 각 

KRI에 대한 측정단위(me띠c)와 허용 임계치 (threshold)를 

아래 표 3과 같이 산출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각 KRI별로 정의된 측정단위 및 허용 

임계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리스크로 구성되 

는 매트릭스(matrix), 즉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경고랩 

(Warning Map)을 개발한다. 

첫째, R3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 

한 악의자(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은R3-l∼10번까지 총 10 

가지의 핵심 리스크 지표(KRI)가 적용되어 그림 7과 같이 

Warning map을 작성한다. 

그림 7과 같이 Warning map에서 R3-6 KRI의 예를 들면 

개인정보처리시스뱀의 모니터링 Indicator가 해당 시스빔 

에 해커와 같은 비 권한자가 연속된 3회 이상의 침입 시도 

를 탐지하게 되면 경보(W:따때1g)를 발생 시킨다. 

둘째, R4 개인정보 처리 시스탱 접근 통제 및 권한 통제 

미흡으로 인한 내부자 또는 비 권한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R4-l∼8번까지 총 8가지의 핵심 리스크 지표κRI)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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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3 모니 터 링 Warr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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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8. R4 모니터링 Warr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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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5 모니터링 Warring Map 

되어 그림 8과 같이 Warning map을 작성한다. 

그림 8과 같이, Warning map에서 R4-3 KRI의 예를 들면 

시스템 권한 통제가 미흡하여 내부 인가자가 권한을 갖지 

않은 메뉴 사용 시도가 연속적으로 3회 이상 탐지하게 되 

변 경보(W:때ling)를 발생 시킨다 

셋째, RS 개인정보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내역 기록 미 

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안사고 발생 및 사고 조사 불투명 

은 RS-I∼11 변까지 총 11가지의 핵심 리스크 지표(KRJ)가 

적용되어 그림 9와 같이 Warning map을 작성한다 

그림 9와 같이, Warning map에서 RS-5 KRI의 예를 들면 

개인정보 사용 통제가 미흡하여 시스빔 시용자가 단순 개 

인정보 조회가 아닌 대량의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를 허 

용된 횟 수(일 2회) 이상으로 시도할 때 Indicator가 경보 

(Warning)를 발생 시킨다 

4. 결 료르 ._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 

원(2006)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생명주기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관’, ‘개인정보 삭제 

및 폐기’ 단계별 업무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 리스크(Risk) 

를 식별한 후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위험 정도를 평가하 

였으며, 그 결과로 3개의 우선관리대상 리스크를 선정하 

였다. 선정된 우선관리 대상 리스크는 Fishbone Diagram을 

활용하여 리스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핵심 리스크 모니터링 지표인 KRJ(Key Risk Indica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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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각 KRI는 측정 단위와 허용 임계치를 기반으 

로 Warring Map을 수립하였고,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연속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모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텔과 측정 기준이 모든 조직과 기 

업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이트 특성을 고려하 

여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를 해 나간다면 개인정보 

보안 사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GS칼텍스의 경우,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 지표(Indicator)를 선정하고, 적절한 임계치 

관리를 했다면, 자회사 직원이 한 달간 수백여 차례에 걸 

쳐 11 00여 만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유출을 시도 

한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수집부터 폐기까지 다양한 정보시스댐을 거 

치고, 대부분 많은 업무와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실무 현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스크보다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환경이 상이하여 핵심 위험 관리 

지표인 KRI 및 각 KRI별 임계치도 다양하게 존재 할 것이 

다. 향후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폭 넓은 환경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 경영 리스 

크관리에 공헌 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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