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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외 이미지 손실 등의 
간접적 피해도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의 비용효과 분석 및 정성적 효과분석이 
모두 반영된 성과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투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보호투자 및 IT 투자성과측정 관련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특성과 현실적용 가능성 측면
을 고려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이 모두 가능한 WiBe 접근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WiBe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인
정보보호 투자에 적절한 성과측정 모델과 16개의 성과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량적 효과측정에서 사전위협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기업 및 조직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포커
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성과 측정 지표의 검토 결과, 성과측정 지표는 실현 가능성 및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제어 : 개인정보보호투자성과측정, 비용효과분석, 경제효율성평가, 정보보호투자성과측정, IT투자성과측정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ending business issues becaus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cause tremendous financial losses and image degradation. Consequent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itiatives have been recognized widely in business. To invigor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vestments,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such as cost benefits analysis or qualitative 
analyses are needed, which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oposes a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which can includ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in the contex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vestments. A comparativ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on security investment 
and IT investment performance measurements, which leads to choose the WiBe method (developed by the 
German Interior Ministry), considering the privacy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s applicability. In particular, 
the quantitative effect measured how proactive threat assessment based on the wa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of privacy and possible investment decisions. This study proposes the 16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turn out to be meaningful in terms of their materiality and feasibility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of 25 expert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vestments performance measurement, Cost benefit analysis, 
WiBe,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s performance measurement, IT investments perform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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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IT) 인 라가 기업의 핵심 인 라로 자리 잡

으면서, 기업은 고객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  재

화를 제공하기 하여 개인정보에 한 의존도  활용

도를 높이고 있다[11]. 이와 같은 상의 역기능 측면에

서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에게  

 외 이미지에 막 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11]. 이러

한 손실로 인해 최고경 층은 개인정보보호투자에 심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 국내외에서 개인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측정방법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며[1],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에 합한 방법이 부재

하여 최고경 층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어디에 얼마나 

투자해야하는 지에 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 

최근 국내 국가 인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리체계(PIMS)’ 운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에 한 

성과측정 모델 제시  제시한 모델의 실 용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최고경 층 심 유

도이다.

2. 문헌연구

2.1 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

<표 1>은 정보보호 투자의 비용  효과측정 련 연

구에 한 기존 연구를 표로 재정리 한 것이다. 비용  

효과 열은 각각을 측정하기 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19].

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에 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정량   정성  기 이 혼재되어 있다. 둘째, 각

각의 연구자마다 제시하고 있는 비용  효과 요소들이 

다르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정보보호 개선 방향 도출

에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효과성 분석이 주요 이슈임을 

시사한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 연구를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

에 한 비용  효과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정성   

정량  효과분석 모델에 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정보보호투자는 특정 서비스  사업단 로 그 범

를 한정하여 성과측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

인정보보호는 취 자와 시스템 등이 사업 부서를 횡단하

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  에서 성과측정을 해야 

한다[9]. 따라서 정보보호투자 효과에 련된 연구만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모델을 제시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 모

델은 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방법과는 달리 체 사업

부서 에서 효과를 측정하는 IT 성과측정 방법과 유

사하다. 

연구자 비용 효과

Davis(2005)
통제비용 운 비용 감소

사고비용 순익 증

Cavusoglu et al.

(2004a, 2004b)
-

 이익

회사  책임감소

신뢰도 증가

Scott(1998, 2002) -

생산성 증가

이익 증가

기업이미지 개선

 이익

Blakely(2001)

기 도입 비용
새로운 업무수행 가능 

 손실 방
갱신비용

리비용

Witty(2001)

하드웨어

-

소 트웨어

인 자원

외부서비스

물리  보안

Harris(2001)

제품 구매 비용

업무에 주는 향

설계  계획수립  

비용

환경 구축 비용

연동 비용

유지보수 비용

테스트 비용

갱신비용

운   리 

비용

Roper(1999)

구매 비용

-
유지보수 비용

리비용  운   

 인력비용

김정덕, 박정은

(2003)

가시  비용
-

비가시  비용

이종선, 이희조

(2007)
지속  리활동 -

선한길(2005) -

정보보호 사고의 감소

자산의 손실건수 감소

비즈니스 기회손실   

감소

타사 경쟁 시 손해 

감소

이미지 실추건수 감소

사고발생시 신속한 처리

<표 1> 정보보호 투자의 비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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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정보보호 리체계(ISMS)의 인증심사는 특

정 서비스  사업단 로 그 범 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리체계(PIMS)는 개인정보 취

자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조직의 체 사업 부서를 

횡단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9].

다음 에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에 한 한 방법

을 도출하기 해 체 사업부서 에서 효과를 측정

하는 IT 성과측정 방법에 하여 고찰한다.

2.2 IT 투자성과측정방법

<표 2>는 IT 성과측정의 5가지 이다[6].

구분

방식

정량

분석

정성

분석

통

ROI ●

NPV ●

IRR ●

PBP ●

경제

TCO ●

TEI ●

EVS ●

확률 ROV ●

정성
IPM ●

IE ●

다

BSC ● ●

TVO ● ●

VMM ● ●

WiBe ● ●

VOI ● ●

<표 2> IT 성과 측정 방법론 비교표

출처: [6]

통  방식, 경제  방식, 확률  근방식은 주로 

경제 인 측면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성  가치의 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

 근방법들은 정량  방법과 정성  방법이 갖는 각

각의 장 을 취하고 단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기법

들로, 유형의 성과와 무형의 성과 간에 균형을 취하고 있

으며 종합 인 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 이 

있다[6].

상기 문헌연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

은 사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 정성   정

량  성과를 종합 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에서 IT성과

측정 방법  다  근방법을 기반으로 도출하는 것

이 하다고 단된다[7][8][9].

IT 성과측정 방법에서 다  근방법들의 시사 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6].

<표 3>의 시사 에 따라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이 모두 가능하다는 , 성과측정 시 사 으로 근이 

가능하다는 , 기업의 투자 규모에 상 없이 성과측정

이 가능하다는 에서 WiBe 근 방법론이 개인정보보

호투자의 성과측정에 한 한 방법이라 단된다

[7][8][9]. 한, 개인정보보호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어 

투자에 한 성과측정을 할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

다는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WiBe 방법론이 개인정보보

호투자의 성과측정 성격에 가장 하다고 단된다.

구분 방식

균

성과표

(BSC)

장
‧ 리 쓰이고 있는 방법

‧ 균형잡힌 에서 투자의 가치를 평가

단

‧ 하향식(top-down) 방식의 성과측정에 

‧ 단방향의 인과 계만을 표

‧ 4 가지 이 IT에서도 그 로 용될 수 있

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많음

총기회

가치

(TVO)

장
‧ 다각 인 분석과 조직 체 인 의사소통의 기

반을 제공

단 ‧ 방법론을 용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함

가치

측정

방법

(VMM)

장 ‧ 평가의 정교함을 제공

단

‧ 불확실성 분석이나 민감도 분석을 한 노력이 

소요

‧ 규모가 작은 정보화 사업의 평가를 해서는 

합하지 않을 수 있음

투자

가치

(VOI)

장
‧ 비재무 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일정의 방법

론을 통해 화폐화 가능

단
‧ 실제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과 동일한 가치

로 비교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경제

효율성 

평가

(WiBe)

장

‧ 하향식  상향식 방식의 성과 측정 방법이 모

두 가능하여 사 으로 근이 가능

‧ 기업의 투자의 규모에 상 없이 효과 분석이 가능

‧ 규모 데이터 수집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제시된 차에 기 한 수행에 용 

방법이 쉽고 용이함

<표 3> 다중적 IT 성과측정방법의 시사점

3.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 방법

WiBe 방법론은 경제  효율성과 련된 모든 변수(

단기 )를 정량   정성  성격에 따라 4가지 종류

(module)로 나 어 측정한다[21]. WiBe 방법론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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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의 경제성(수익성)

-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 과 련하여 화폐단 로 

계량화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요소를 정의하고 그 

값을 측정

2) 정보화사업의 긴 성

- 기존 시스템 교체의 긴 성 는 규정  법률 수 

효과를 측정

3) 정보화사업의 략  요성

- 직무의 품질 향상 등 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려

우나 략 으로 그 요다가 높은 질  효과를 측정

4) 정보화사업의 /내외 이미지 개선효과

- 시민, 기업, 기타 행정기  등 /내외 고객에 미치

는 효과를 측정

3.1 정량적 측정 방법

WiBe 방법론의 첫 번째 항목인 “  의미의 경제

성(수익성)”을 측정하기 해서 Shawn A. Butler(2003)

가 제시한 보안속성평가 방법(SAEM: Security 

Attribute Evaluation Method)을 활용하 다.

SAEM의 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24].

1) 기업의 보안담당자로부터 사  인터뷰를 통한 

의 빈도와 피해 측정하는 단계

2)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각 의 가 치를 정하는 단계

3)  인덱스(TI, Threat Index)를 측정하는 단계

4) 기업의 개인정보호호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각 

에 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효과성을 측정

하는 단계

 단계를 수행 후에 ROPI(Return on Personal 

information Investment)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 투자

시의 정량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 성격을 고려하여 SAEM 

단계를 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는 개인정보보호 투자 효과를 측정하기 한 

첫 번째 단계인 사 평가의 시이다.

<표 4>는 유진호(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피해를 재구성하여 SAEM에 용

한 것이다. 사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사  

인터뷰에 따라 각  속성의 최소, 간, 최 값을 결정

한다. 를 들어, 주소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

고공지 비용의 최소(0원), 간(0원), 최 값(50만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4> 위협 빈도와 위협에 따른 피해

 출처: [24]

두 번째 단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각 의 속성별 

가 치를 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속성

별 요도에 따라 1∼100 을  수 있고, 이를 표 화하

여 가 치로 나타내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화한 가 치의 합은 1이 된다.

속성 요도 가 치(W)

사고공지 비용 100 .33

자문 비용 80 .27

콜센터운용 비용 60 .2

보상서비스제공 비용 40 .13

생산성손실 비용 20 .07

<표 5> 속성 별 중요도 및 가중치

세 번째는 <표 4>  <표 5>의 각 값을 기반으로 

인덱스(TI, Threat Index)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세 번

째 단계의 수식은 식(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속성 속성 ×최소 ×∑ 속성×최소 
중간 ×∑ 속성×중간 
최대 ×∑ 속성×최대 

(1)

 식에서 는 <표 4>에서 각 별 빈도수, 

는 각 의 최소, 간, 최 값이 발생할 확률이다. 다

음으로 는 각 속성비용의 가 치, 는 의 

최소, 간, 최 값의 비용이다. 이에 따라 각  속성

을 기반으로 (Threat Index)를 산출할 수 있다.  <표 6>

은 사 평가의 최종 결과의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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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최소중간최대×∑ × 최소중간최대 인덱스

(Threat 

Index)최소  
최소

중간  
간

최대  
최

주소정보침해 12.38 291.92 6.80 311.1

ID정보침해 47.36 1306.52 32.40 1.386.28

융정보침해 3.37 72.98 1.70 78.05

민감성정보침해 0.98 18.25 0.43 19.66

총합 64.09 1,689.67 41.34 1,795.1

<표 6> 사전 위협 평가 결과

다음  네 번째는 기업의 개인정보호호담당자 인터뷰

를 통하여 각 에 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효

과성을 측정하는 단계이다. 남기효(2008)가 제시한 개인

정보보호기술을 용하면,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표 7>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부터 평가된 

험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효과성의 

시이다. 두 개 이상의 보호기술을 조합할 경우의 효과

성도 측정이 가능하다.

<표 7> 효과성 평가

마지막으로 ROPI는 다음 (2)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Shawn A. Butler(2003)가 제시한 연구에 따라 의 

식의 Benefits에 ALE(Annual Loss Expectancy)의 개념

을 용하면 Benefits은 다음 (3)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SLE(Single Loss Exposure), AV(Asset Value), 

EF(Exposure Factor), ARO(Annual Rate of 

Occurrence)라 하면, 다음의 식 (4), (5)로부터 ALE를 도

출 할 수 있다[24].

× (4)

× (5)

<표 8>은 기존 문헌연구의 복성을 최소화하여 범

주화한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상호배타 인 비용 항목이

다. 아래의 측정항목을  식(2)에 입하면 최종 으로 

ROPI를 구할 수 있다.

측정항목 비고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비용

개인정보자산 서비스 운  비용  컨설 을 

통한 취약진단 자문비용 [12][18][25]

개인정보자산

보호 솔루션 비용

개인정보자산 보호 솔루션 도입  유지보수 

비용 [12][18][22][25]

유지보수 비용
개인정보보호 투자의 향후 지속  리 비용 

[5][12][19][22]

<표 8>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따른 비용

3.2 정성적 측정방법

다음으로 WiBe방법론의 정보화사업의 긴 성, 정보

화사업의 략  요성  /내외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개인정보보호 투자의 경우로 용하면 1) 긴 성/ 거성 

2) 략  요성 3) /내외 효과로 용할 수 있다. 

WiBe를 용한 세 가지 항목은 다음 <표 9>와 같다. 도

출된 각 역은 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 다[3][5][12][13][16][22][23][25].

정성  

효과
역 측정항목

긴 성/

거성

고객정보에 

한 사회  

책임 강화

국내법률 수

국외개인정보지침 수

/내외 

효과

고객만족도 

제고효과

고객신뢰도 증진

기업의 랜드 이미지 제고

고객 이탈 방지 효과

고객  트 사와의 력 계 

강화

고객거래정보의 안 한 리  

활동 강화

략  

요성

업무효율성 

증진효과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

사고(업무) 응처리 간소화

개인정보자산 보호 인식 제고

개인정보자산 보호 인식 제고

개인정보자산 보호 인력 감소

개인정보보호 책의 유지 리 

증진

기업경  개선
신규 서비스 창출

부가 서비스 창출

<표 9>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따른 정성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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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검토

재 국내외 조직에서 다  근방법을 이용한 개

인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에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

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 분석 모델의 타당성

을 객 으로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분야의 문가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상으로 설문과 심층 면 을 수행하 다.

4.1 검토방법

Sork(1982)은 우선순  결정을 해 5가지의 요도 

평가 기 과 3가지의 실행 가능성 평가기 에 따른 개별 

선호도를 평가하고, 각각의 평가 수들을 합산하여 선

호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집합  의사결정

(Aggregated Decision) 방법을 제시하 다[24].

Ozdemir, Miu(2009)는 기업 거버 스 도입을 해 제

시된 바젤Ⅱ의 구 에 해 연구하 는데, 바젤Ⅱ를 성

공 으로 구 하기 해 필요한 사항들을 요성과 실행 

가능성 기 으로 평가하여 우선순 를 결정하 다[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하고 객 성을 

확보하기 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측면에서 Cabrera 

et. al.(2008)의 요성과 실  가능성을 검증 항목으로 사

용하여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 모델의 정성을 

단하 다. 요성  실  가능성이 2.5 이하인 구성 요소

는 성과측정 모델의 구성요소로서 부 합한 것으로 단

하 다.

4.2 검토결과

본 논문에서는 정성  연구방법의 하나인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사용하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

기 해 연구소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문가 25명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설문과 심층 면 을 수

행하 다. 설문은 도출한 개인정보보호 성과측정 모델에

서 정량   정성  성과측정 지표의 요성과 실  가

능성을 측정하기 해 리커드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도출한 지표 이외에 추가 으로 필요한 요소나 개선사항

에 하여 작성하도록 하 다.포커스 그룹의 인터뷰 결

과는 다음 [그림1]  <표 10>와 같다.

[그림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개인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측정방법 

구성요소
No 요성

실

가능성

ROPI A1 3.3 2.8

국내법률 수 B1 4.1 4.0

국외개인정보보호지침 수 B2 3.7 3.8

고객신뢰도 증진 C1 4.0 3.7

기업 랜드 이미지 제고 C2 3.8 3.9

고객 이탈 방지 효과 C3 3.4 3.8

고객  트 사와의 력 계 강화 C4 3.4 3.6

고객거래정보의 안 한 리 C5 4.0 3.9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 D1 3.6 3.6

사고(업무) 응처리 간소화 D2 3.6 3.5

개인정보자산 보호 역량 강화 D3 3.9 3.7

개인정보자산 보호 인식 제고 D4 4.0 3.8

개인정보자산 보호 인력 감소 D5 3.4 3.5

개인정보보호 책의 유지 리 증진 D6 3.9 3.3

신규서비스창출(기업측면) D7 3.5 3.4

부가서비스창출(산업측면) D8 3.6 3.3

평균 3.70 3.60

<표 10>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측정을 한 지표들은 모두 채택 가능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요성과 실 가능성의 평균은 

각각 3.7 /5 , 3.6 /5 으로 높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구체 으로 먼 , 정량  부분의  의미의 

경제성(수익성) 측면을 살펴보면, 요성에 비해 실 가

능성이 상 으로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

량  척도의 실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성  부분, 긴 성/ 거성 역의 고객정

보에 한 사회  책임 강화 항목은 요성  실 가능

성이 공통 으로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보호 투자의 성과측정을 할 때 국/내외 법률 수가 

핵심 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내외 이미지효과 역의 인터뷰 결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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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도 제고 효과를 측정 할 경우 고객 신뢰도 증진  

고객거래정보의 안 한 리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 측

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략  요성 역의 업무 효율성 증진효

과 항목을 측정할 경우 조직 내부 개인정보자산 보호 역

량 강화  인식제고가 핵심사항임을 나타낸다. 한, 기

업경 개선 항목의 수가 상 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경 개선 항목에 요성  실 가능성

에 기여할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기 이고 유형 인 목표로 제시되는 

비용 감   장기 , 무형 , 잠재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편익까지 포 으로 고려하는 을 정보

보호투자의 효과측정 과 IT성과측정방법의 두 가지 측면

에서 고찰하 다. 이를 기반으로 WiBe 방법론의 4가지

에서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모델을 제시하 다.

한, 기존 문헌연구의 혼재된 정량 과 정성  효과 

을 재분류 하여 효과측정방법을 둘러싼 오류와 혼란

을 최소화 하 으며 특히, 정량  효과측정에서 사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기업  조직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

보보호의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모델

은 특정 투자 성과측정방법론이나 기법에 고착되지 않는 

포  방안으로서, 조직은 이러한 방법을 토 로 스스

로 개인정보보호투자 성과측정을 검, 조명, 설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 방

법의 검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객 성 확

보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의 방법을 실제 기업에 용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본 방법을 진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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