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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정보화의 빠른 진 과 더불어 정보화의 역기능 역시 비례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막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규모에 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  피해규모를 계량화하는 작업에 많은 실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피해액의 규모를 제 로 산출하여 보안정책 수립에 참고

한다면 경제 으로나 사회 으로 미치는 사고 향의 심각성을 정확히 악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유출사고 응에 필요한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비용의 크기～에 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 인 경제  피해규모를 악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

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네트워크 보안 회 등 해외 유수 연구들의 방법론과 새로

운 근법들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실태를 악하기 한 정보의 수집과 이

의 정량  분석의 개념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비교  데이터가 부족한 국내의 환경

에서도 정책  지표로서 의미 있는 피해액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한 

다양한 정책기획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ABSTRACT

Damage caused by private information breach causes serious problems and huge social 

losses. In order to make a better policy that prevents society from suffering from the damage, 

we have to know about the actual size of damage. So it is needed to develop a quantitative 

model of private information breach that helps catching the more accurate size of damage.

In our study, we suggest a method which calculate not only the costs of damage from 

firms' perspective but also those from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In this process, 

we refer to methods adopted by JNSA(Japan Network Security Association) and Ponemon 

Research Institue and modify it with considering our current situation. Also we try to make 

a new model by using new methods(web traffic analysis, survey, indirect comparison, et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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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it with theories and methods from econometrics, cost accounting and theory of producer.

키워드：보안정책,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규모의 산출, 정량  평가모델

        Security Policy, Private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Breach, Calculating 

Damage, Quantitative Assessment Model 

1. 서  론

1990년의 IP기반 인터넷 연결 이후 우리나

라의 정보화 이용  환경 수 은 비약 으

로 진 되었다. 기업과 개인 등의 인터넷 이 

․활용의 증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한 개인정보의 이용도 증가하여 2011년 

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

는 기업은 4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이용 증가는 과 , 서

비스 제공 목  달성 등 순기능을 활성화하

는 양의 효과를 가지는 반면, 제 3자에 의한 

정보 시스템 침해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의 부정  용도로의 사용이나 정보 소유 

기업 자체에 의한 정보 소유권의 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를 들어, 2008년 국 해커에 의해 발생

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약 1,8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2010년에는 

신세계를 비롯한 25개 사이트의 약 2,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

다. 이 게 유출된 정보는 스팸, 보이스 피싱, 

텔 마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

해규모에 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

기 때문에 국가  피해규모를 계량화하는 작

업에 많은 실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의 규모를 제 로 평가하면 경제

으로나 사회 으로 미치는 사고 향의 심

각성을 제 로 악할 수 있고, 결과 으로 

유출사고 응책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크

기에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

계 인 경제  피해규모를 악하는 일은 반

드시 필요한 과제라 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 기업의 실질  

손실비용과 이를 복구하기 한 비용을 측정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고객의 손실과 

사회   효과 등의 경제  피해규모를 

정량 으로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함으

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그 피해

를 정량화하여 경제  손실을 측정하고 이를 

방하기 한 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이란 

유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시스템 복구  

업무 정상화와 법  보상에 이르기까지 사태

의 흐름을 실에 입각해 재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을 다면

으로 악․산출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모형의 구축은 유출사고의 발생, 사고의 

향, 사고에의 응  복구, 법  보상 그리

고 사회   효과 등을 분석하여 체

인 피해를 간결하게 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유출사고의 피해실태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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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악하기 한 착안 을 찾고, 유출사고 

기 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

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국내 연구

2008년 발표된 ‘인터넷 침해사고에 의한 피

해손실 측정’에서는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

하 을 때 민간 기업의 실질  손실비용과 

이를 복구하기 한 비용 등 경제  피해규

모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하 다[5]. 

비록 유출사고를 포함하지 않고 침해사고에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그 피해를 정량화하여 경

제  손실을 측정하고 이를 방하기 한 

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

서 의미가 있다. 한 보안사고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악하기 한 착안 을 찾고, 보안

사고 기 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하 다.

2.2 일본 JNSA

일본의 JNSA(Japan Network Security Asso-

ciation)에서는 수년  부터 기업의 개인 정

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한 보

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창기 던 2003

년의 자료를 보면 보고서는 그 내용에 따라 

두 개의 섹션으로 나 어져 있으며, 각각의 

섹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섹션 1은 정보 유출 환경에 한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토 로 유출에 따른 피해액 추

정과 그 응비용에 한 논의를 다루고 있

으며, 섹션 2는 정보 유출과 련된 법  보

상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주가 변화를 통해 

단기․ 기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추

가 으로 논의하고 있다[27].

그러나 2010년 보고서에서는 그 타당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산정이 어렵다고 평가

되는 직  복구비용, 기회비용 등의 사고비용

과 련된(과거 보고서의 섹션 1에 해당) 부

분을 제외하 다. 그리고 섹션 2의 정 법정 

보상액 산정에 한 부분의 경우 사의 

결에 따라 보상 결액이 바 는 등 추정과 

실제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는  

등을 고려해서 유출된 정보의 기본 가치액을 

추정하는 원론  형태로 모델의 방향을 수정

하 다[28]. 한 2003년도 보고서에서 잠시 

시도되었던 주가를 이용한 피해액 산출 방법

은 그 측의 타당성 여부에 한 문제 으

로 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3 미국 Ponemon

미국의 정보  시큐리티 련 단체인 포

네몬 연구소는 200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직 비용과 간 비용  기회비용) 추

정을 시도한 첫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이  미국의 경우 

15개 산업에 걸친 45개 기업을 설문 기법을 

이용해 심층 조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직․간 비용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

도 하락과 고객이탈에 이르는 총체 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포네몬 연구소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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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보호 침해사고 피해비용 구조[5]

일, 오스트 일리아, 랑스를 조사 상으로 

삼고 있으며, 매 년 련국가의 개인 정보 유

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 이 보고서들

을 하나로 모아 비교 분석한 ‘Global Cost of 

Data Breach’라는 보고서도 함께 내놓고 있

는데 이는 보안 환경과 경제 규모에 따른 국

가들의 피해액을 체계 으로 비교·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이 조사하는 상

은 2009년 기 으로  세계 18개 산업에 걸

친 130여 개의 기업에 이른다.

포네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연간 개인정

보 유출 사건의 건당 소요비용과 이를 이루는 

직․간 비용, 연간 총 피해비용, 산업별․단

계별 피해비용, 세부 항목별 소요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9].

3. 개발 모델의 임워크

3.1 임워크 구성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유형과 발생된 피

해요소에 한 개념 인 정의  구분은 Gordon 

and Loeb의 연구를 활용한다[24]. Gordon and 

Loeb은 피해유형인 비 성, 가용성, 무결성의 

상실에 따른 피해 발생 비용을 직 비용(Direct 

Costs)과 간 비용(Indirect Costs), 명시  비용

(Explicit Costs)과 잠재  비용(Implicit Costs)

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그림 1>.

여기서 비 성(기 성), 무결성, 가용성은 

정보보안의 3요소로 불린다. 비 성은 정보

가 비인가된 개인, 로그램  로세스에 

공개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며, 무결성은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

보의 정확성  완 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

보, 시스템  자원의 근이 시에 제공되

는 것을 의미한다.

직 비용은 특정 침해사고에 명확하게 연계

(link)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당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인력손실, H/W 손

실, S/W 손실 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간 비

용은 다른 사고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는 피해비용을 의미한다. 를 들어 침해사

고 방을 해 투입된 보안장비 구입비용은 

특정사고만을 한 비용이 아니라 다양한 사

고의 방을 해 투자한 비용이므로 특정 

침해사고에 의해 손실이 되었다면 간 비용

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명시  비용은 특정 침해사고를 방

하고, 탐지하고, 복구하기 해서 침해사고 기

간 동안 발생한 명백한 비용을 의미한다. 

를 들어 복구 인력 비용, 수익 손실 비용 등이 

해당한다. 반면에 잠재  비용은 침해사고에 

의한 기업의 이미지 손실, 잠재  법  책임

비용 등 기회손실과 연 된 비용으로 Gordon 

and Loeb은 이를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 성과 완결성이 상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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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용

(Indirect Costs)

직  비용

(Direct Costs)

명시  비용

(Explicit Costs)

잠재  비용

(Implicit Costs)

<표 1>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임[5]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을 산출하기 해 

Gordon and Loeb의 개념 인 정의  비용

인 부분만을 고려한 선행연구의 방법을 정

량  모델 개발의 시작 으로 활용한다[5].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시 인 비용과 비가시 인 

비용을 명시 /잠재 /간 /직 의 기 에 따

라 분류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개인정보 유출에 한 정확한 피해액 산출

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측정하기 어려

운 잠재  비용이 체에서 큰 비 을 차지

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는 더더욱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에 이 진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CSI/FBI

에서 조사한 2005년 정보유출 사고 1회 당 

평균 피해액은 $167,000이다. 하지만 이듬해 

정보보안 연구기 인 포네몬에서 조사한 바

로는 그 피해액이 $4,800,000에 이르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같은 시기의 미 법무부의 조

사에는 $1,500,000이라는 액수가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각 기 들이 

결과 산출 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뽑아냈거

나 아니면 각 요소에 한 구체 인 추정 과

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실제와의 오차를 이고 정교한 산출액

을 도출하기 해서는 가장 먼  서로 겹치

지 않으면서도 실제 요소들의  범 를 커

버할 수 있는 상 목록 도출이 이 져야 한

다. 이를 해 <표 1>에서 제시한 변형된 

Gordon and Loeb의 임워크를 다양한 요

소들을 도출하고 분류하기 한 기 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3.2 신규개발 모델에의 용

에서 언 한 상 목록 도출을 해 본 

연구에서는 포네몬 연구소, 인포메이션 쉴드

(Information Shield Inc.) 등의 보안 문 연

구소와 기업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수집․정

리함으로써 상 요소들을 도출하 다. 그  

본 연구의 목 과 가장 잘 맞는다고 단한 

인포메이션 쉴드 사의 상 요소를 기 으

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에서 도출한 ‘개

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모형’ 임 

워크에 용함으로써 보다 체계 이고 정교

한 산출이 가능해졌다.

인포메이션 쉴드사의 개인정보 피해액 산

출을 한 상 요소는 다음과 같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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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단  : 시간) 

유출사고가 일어났는지 결정을 내리는데 드는 사  비용

상황 처리를 해 문가와 상의하고 내부회의를 거치는 비용

얼마나 많은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악하는 비용

정보가 빠져나간 고객들과 화 연락을 취하는데 드는 비용

이메일과 공지를 통해 고객들과 연락을 취하는데 드는 비용

추가 인 인건비

2. 추가  사후 비용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해 고객들에게 화하는 비용

고객과의 계회복을 한 비용

사고 련 문의 화를 받는데 드는 비용

범죄로 인한 유출인지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데 드는 비용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고객 신뢰도 측정

고객 신뢰도 측정 비용

4. 잠재  법  비용

과태료  벌

소송비용

배상

5. 수익 감소  측면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하락

<표 2> Information Shield Inc.의 피해액 산출 요소

본 연구에서는 Information Shield Inc.의 

상 요소들을 앞서 변형한 Gordon and Loeb 

임워크에 용하여 다음과 같은 임

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  산출이 가능한 직  

비용을 심으로 개인정보유출 피해액을 산

출하고자 한다. 한 명시  직  비용만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

출이 어려운 간 비용과 잠재  비용을 고려

하 다. 추가 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향이 클 것으로 상되는 련 사업 효

과와 기업의 법  비용․벌   보상 받지 

못한 고객의 손실까지 산출의 범 를 확 함

으로써 보다 정확한 산출액을 도출하려 한다.

이때 명시  간 비용인 고객의 신뢰도 측

정비용과 시스템 보완 & 교체비용은 재보

다는 미래 응  가치이기에 고려 상에서 

제외했으며, 산업 효과는 그 향이 크고 

비교  즉각 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상

되는 1차 효과만을 다루기로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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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용

(Indirect Costs)

고객 신뢰도 측정비용

시스템 보완 & 교체비용 기업 이미지 손실

산업 효과

직 비용

(Direct Costs)

IR 응비용( 랜드 이미지 방어)

사고 응 인건비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

법 비용 

(소송, 보상 )

벌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가치

명시  비용

(Explicit Costs)

잠재  비용

(Implicit Costs)

주) 법 비용 + 벌  +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가치 = 유출된 정보의 가치.

<표 3>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범

기업의 이미지 손실 역시 측정이 어렵고 명

시  직 비용에서 수익 손실에 일부분이 포

함되기에 역시 산출 상에서 제외했다. 

추가 으로 용어에 한 설명을 하면 명시

 직 비용은 유출사고에만 명확하게 연계

될 수 있는 비용  유출사고 기간 동안 발생

한 명백한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사고 응 인건비와 IR 응비용 

그리고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이 있다. 

한 유출 사고와는 명확하게 연결되지만 유

출사고 기간을 넘어 발생할 수 있는 암묵  

비용인 직  잠재비용으로는 법 비용과 

벌 ,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가치 등이 

있다.

단일 유출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는 간 비용 역

시 유출사고 기간 동안 명백하게 발생하는 

명시  비용과 그 지 않은 잠재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명시  간 비

용과 잠재  간 비용이라 부르는데, 명시  

간 비용은 산업 효과, 고객 신뢰도 측정

비용, 시스템 보완 & 교체비용 등이 있으며, 

잠재  간 비용은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이 

포함된다.

 4.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피해액 산출 요소

4.1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규모의 악을 

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의 범 를 정의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한 정보의 수

집․이용․공개․제공 등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

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에서 악성코드 감염, 해킹, 서비스 방해 

등의 공격행 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내보내지는 개인정보 유출과 조직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개인정보 출을 

논의의 범 로 한정한다. 여기서 유출과 

출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사  의미로 볼 

때 유출은 특정주체가 개인정보를 의도

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출은 

기 ․정보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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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피해요소의 구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실제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응 인건비, IR(Investor relations) 

응비용, 수익 손실, 법  보상 (법 으

로 실제 보상한 개인의 정보가치) 등의 피

해를 입으며, 동시에 개인은 유출된 개인정

보가 갖는 가치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기업이 개인에게 보상한 법  보상

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의 일부분

이기에 산정 시 복을 피하고자 기업의 

손실로 산정하며, 개인의 순손실은 유출된 

개인 정보의 가치  기업이 보상한 법  

보상 을 제외한 그 나머지를 산정한다. 이

게 산정한 기업 손실과 개인 손실은 

련 산업 효과와 더해져 개인정보 유출

에 따른 체 피해액으로 계산한다.

<기업 손실> <개인 손실>

응 인건비

보상받지 못한

개인 정보 가치

IR 응비용

수익 손실

(실제 보상한) 법 보상

련 산업  효과

<표 4>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 다이어그램

의 다이어그램에서 제안한 피해요소를 

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포네

몬 보고서[29]와 일본 JNSA의 연구[28]를 

참고했다.

미국의 포네몬 보고서와 일본의 JNSA는 

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을 각각 기업의 입

장과 유출된 정보 자체의 가치에 기반 한 

에서 산출했다. 하지만 포 인 사회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정보 유

출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겪는 양쪽 모두

의 피해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수

이다.

실제 포네몬의 연구는 기업의 손실분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JNSA가 측정한 정

보 가치는 유출로 인해 개인이 받는 피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모두

의 피해를 동시에 측정할 때 두 사례를 참

고하고 히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를 에서 제시한 손실액 다이어그램

을 이용해 요소별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피해액 산출에 있어 JNSA의 피해액 산

출요소는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 가치

와 기업이 실제 보상한 법  보상 으로 

이는 정보자체 가치의 손실에 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손실과 법 보상  지불로 인한 기

업의 손실 두 측면에서의 피해를 포 하여 

산출한다. 반면 포네몬 연구소의 피해액 산

출요소는 응인건비, IR 응비용, 수익 손

실, 기업이 실제 보상한 법 보상 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 손실에 을 

두고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피해

액은 포네몬 보고서에서 산출한 기업 심

의 피해액과 JNSA 보고서에서 산출한 유

출된 정보 자체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후 

이러한 피해가 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까지 측정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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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실> <개인 손실>

응 인건비

보상받지 못한

개인 정보 가치

IR 응비용

수익 손실

(실제 보상한) 법 보상

본 연구의 피해액 산출요소

<기업 손실> <개인 손실>

응 인건비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 가치

IR 응비용

수익 손실

(실제 보상한)

법 보상

JNSA의 피해액 산출요소

   

<기업 손실> <개인 손실>

응 인건비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 가치

IR 응비용

수익 손실

(실제 보상한)

법 보상

포네몬의 피해액 산출요소

<표 5> 측정요소와 선행연구와의 비교 다이어그램 

4.3 피해요소의 측정

피해액 산출을 한 요소들을 도출했으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한 각 요

소별 세부식이 필요하다. 이를 해 실제 측

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네몬 연구소[29], 인

포메이션 쉴드(Information Shield Inc.)[26] 

등의 보안 문 연구소와 기업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참고했다.

먼  응 인건비는 시간당 인력비용과 수

행 시간을 단 로 사용 하며 여기에는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났는지 단하는 시간, 상황 

해결을 해 논의하는 시간, 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구분해내는 시간, 메일과 안내문을 쓰

고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 외의 부수 인 시

간이 포함된다.

IR 응비용은 유출사고로 인해 실추된 이

미지를 회복하고 고객의 이탈을 막기 한 

홍보비용과 고객에게 유출 련 소식을 알리

고 사과를 하는 고객 비용을 포함한다.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은 고객 1인당 

수익 발생 측면의 가치와 이탈한 고객수로 

산출하는데 여기서 고객 1인당 수익 발생 측

면의 가치는 고객 1인당 발생하는 수익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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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액 = 1 + 2 + 3 + 4 + 5

1. 응 인건비 = 시간당 인건비 × 총 인력 투입시간

2. IR 응비용 = 랜드 보호를 한 고비

3.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 = 고객 1인당 수익 발생 측면 가치 × 이탈한 고객수

4. 유출된 정보의 가치 = 법  비용 +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가치 = [(1인당 보상  × 소송참여 

피해자수) + 소송 비용 + 벌 납부 비용] +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가치

5. 련 산업 효과 = 산업 연 표  유발계수를 이용해 산출

<표 6> 피해액 산출식

미한다. 법  손실 비용과 벌 은 소송비용과 

소송을 통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보상  

그리고 벌  납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정보가치는 실

제 법  보상을 받지 못한 개인들의 피해액

의 총합으로 추정하고자 하며, 산업 효과

는 산업 연 표의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게 도출된 산출식을 직  계산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개인과 기업을 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활용한다. 보안 련 개인과 기

업 상의 설문에서 설문 문항들을 제시, 수

집한 결과를 의 산출식에 입하면 설문기

업들의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

4.4 측정값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설문조사를 통해 얻

은 결과를 그 로 가져다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만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질 험이 있기에 

이를 검증하고자 각 항목마다 다양한 방식의 

산출 안을 마련한 후 이를 설문 결과와 비

교⋅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응 인건비와 IR 응비용의 경우 

포네몬 연구소의 조사결과와 간 비교를 통

해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포네몬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유출 기록 1

건당 피해액과 각 세부 항목별 비율이 제시

되어 있는데[29], 국가별 차이를 고려해서 조

사결과를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면 간

인 비교 기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응 인건비와 IR 응비용의 경우 

주로 사람의 힘을 이용한 활동이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인건비 차이를 조정 요인으로 

두고 값을 변환시키면 되는데 이 경우 각 국

가별 사무직 평균 임  등을 라미터로 활

용할 수 있다. 

한 유출 기업 당 피해비용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별 기업의 평균 규모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국 증권거래소의 

총 규모를 상장된 회사의 숫자로 나눠 상장

사의 평균 규모의 차이를 유추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의 경우 인터

넷 기업과 그 지 않은 기업으로 이스를 

나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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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트래픽

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정보 유출 후 

격히 감소한 트래픽량을 측정한 다음 이 

값이 1년간 총 트래픽의 몇 %나 되는지를 계

산하면 기업의 연수익에서 유출로 인해 약 

몇 %의 손해를 보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경우엔 포네몬 보고서

에 나타난 유출 기록 1건당 수익 감소[29]를 

간  비교하면 된다. 이 경우 국가 간 소비자

의 구매력 차이를 조정 요인으로 둘 수 있으

며, 이를 해 구매력은 GDP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국가별 GDP를 비교 라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의 가치는 례나 개인정보분쟁

조정 원회의 손해배상  련 자료[1]를 이용

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가 추정되는데 이를 고려

하여 정보를 몇 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의 분류는 오래 부터 

체계 인 분류작업을 진행해 온 일본 JNSA의 

기 [28]을 참고하여 경제 ․정신  피해 정

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게 분류된 정보의 종류에 례나 손

해배상  자료를 참고하여 가치를 부여하면 

좋은 기 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련 항목과 련된 각계 문

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결과값의 타당성

을 한 번 더 검증․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여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개인

정보 유출과 출로 인한 피해를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피해까지도 고려해 산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 포

네몬 연구소와 일본 JNSA의 방식을 참고했

지만 이를 국내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나아

가 트래픽 분석과 설문 조사 결과, 다양한 지

표를 이용한 간 비교 등의 방식을 추가 으

로 시도했다. 이는 기존 모델이나 다른 연구 

논문들과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합한 피해

규모의 측정을 시도하 다는 에서 큰 특징

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

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 다

고 단된다.

실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매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도 아직 국내의 

보안인식은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음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정부를 비롯해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한 보안 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

이며, 이를 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도  데이터의 부족으

로 인해 보다 정확한 모델을 확립하고, 국내 

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를 들어, 상당수의 유출사고에 하여 

유출 내용과 유출 건수를 악할 수 없는 경

우가 매우 많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이를 미디어를 

통해 공표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어 실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매우 세세한 부분

까지 JNSA가 데이터화하여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의 경우 피해액 산출에 이용할 데

이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실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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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이 알려지지 않고 간과되는 일이 빈번

하게 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과성으로의 이번 추정

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유

출사고에 한 정보와 그 심각성을 보다 많

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사회  공감 를 형

성하고 모두의 인식을 개선해야함을 주장하

고자 한다. 한, 국가수 의 극  실행을 

한 보안정책 상의 련 내용 제정의 필요

성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피해규모 수치 그 자체보다는 

설문과 상  비교 분석 등의 기법을 이용

한 산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용한 개인정보 유출 련 피해

액 산출 작업을 통하여 향후 체계 인 개인

정보 유출 련 피해액 산출 모델을 더욱 확

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제

도  보완과 이에 의한 데이터 질의 향상과 

함께 산출 피해액은 더욱 정확하고 정교하게 

추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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