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

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의 운영활동, 정부의 행정기능 등 사회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

다. ICT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기 위한 사이버공격(Cyber Attack)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맥아피(McAfee)

사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1,0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는 불법약물 거래시장의 크기보다 큰 것이다.1) 맥아피의 최근 2018년 보고서에 따

르면, 사이버범죄(Cyber Crime)로 인한 비용이 6,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2)3)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재할 경우, 사이버위험은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업체들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오르비스(Orbis)사가 발행한 사이버보안 시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4) 정부기관들은 국가정보능력(National Intelligence)을 이용하여 불법적 

사이버공격을 시행하는 해커들을 색출하는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정보보안과 관련된 

1) https://it.slashdot.org/story/07/09/19/036203/cybercrime‐now‐worth‐105‐billion‐bypasse

drug‐trade 

2) https://www.mcafee.com/enterprise/en-us/assets/reports/rp-mobile-threat-report-2018.pdf 

3) https://www.mcafee.com/enterprise/en‐us/assets/reports/rp‐mobile‐threat‐report‐2018.pdf 

4) http://orbisresearch.com/reports/index/global‐cyber‐security‐market‐report‐2017 



서론 7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행정부는 2013년 오바마 정부

에 이어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행정조치(Executive Order)

들을 단행하였다.5)6) 

하지만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및 정부들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

이버공격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해커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과 같이 조직화

되고, 공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사이버공격은 국

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

된다.7)8)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사이버공격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상시적인 위험요소(Cyber Risk)로서 관리(Management)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

고 있다. 이에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을 통한 사이버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보험 시장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작되었고, 한국 및 다른 국가

들에는 시장 활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1) 사이버

위험 관련 데이터의 부족, (2) 사이버위험의 독특한 특성, (3) 재앙적 피해가능성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위험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1) 사이버보험 상품의 표준화 결여 및 (2)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

로 인해 사이버보험 구매요인이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점들

은 공통적으로 사이버위험에 관한 데이터 부족과 표준화 미비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이버

위험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사이버사고(Cyber Incident) 예측모형(Prediction Model)을 

개발하고자 한다. 

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2/12/executive‐order‐improving

‐critical‐infrastructure‐cybersecurity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executive‐order‐strengthening

‐cybersecurity‐federal‐networks‐critical‐infrastructure/ 

7) https://www.rand.org/topics/cyber‐warfare.html 

8) https://www.forbes.com/sites/kateoflahertyuk/2018/05/03/cyber‐warfare‐the‐threat‐from‐nation

‐states/#4bdd430d1c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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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스팸이메일(Spam), 피싱공격(Phishing),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의 여러 사이버공격들의 현황과 그에 따른 피해규모에 대한 통계

를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상장사들의 연간보고서(10‐K Annual Report) 빅데이터를 수

집해 기업들이 공시(Disclosure)하고 있는 위험요소들(Risk Factors)에 대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중 사이버위험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이버위

험 관리를 위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사이버공격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위험의 측정체계를 제안하여,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별히, 여러 사이버공격 중에서 스팸

이메일 전송(Outbound Spam)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이버공격 데이터는 대부분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기준으로 수집이 되는데, 이를 기관별 데이터로 정리

하기 위한 3단계 매핑(Mapping)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군(Industry Sector)별 랭

킹을 계산하고, 한국 기관들의 사이버위험 상황을 점검한다. 사이버위험 데이터에 대

한 정보공유 및 공시가 어떻게 기관들의 사이버위험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아시아 6개국 필드실험의 결과를 요약한다.

셋째, 사이버보험료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사이버위험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사

이버사고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사이버사고 중 대표적인 데이터유출사건 243

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사이버위험 측정데이터(CBL 928만건; PSBL 53만

건)와 통합하였다. 특별히 CBL 데이터상에 존재하는 봇넷(Botnet)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관의 특징변수(Feature)를 추출(Extraction)하였다. 전통적 기계학습 및 딥러닝 알고

리즘들을 10‐fold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딥러닝

(Deep Learning)의 한 방식인 전방전달 신경망(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 F1 

score 기준으로 94.73%의 확률로 기업의 데이터유출사고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사이버위험 측정체계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빅데

이터 기반의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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