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현황

본 장에서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이버위험과 사이버보험에 대한 

현황 및 기업인식을 조사한다. 스팸이메일(Spam), 피싱공격(Phishing) 등 사이버공격

(Cyber Attack) 현황과 이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다. 또한, 미국 상장

사의 연간보고서(10‐K Annual Report)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인지하고 

공시하고 있는 주요 위험요소들(Risk Factors) 중 사이버위험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위험 관리를 위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현황

을 조사한다. 

1. 사이버위험 및 인식 현황조사

가. 사이버공격 및 사이버위험 현황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제네바 보고

서(Geneva 2016)는 사이버위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Any risk emerg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compromises the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or integrity of data or 

services. The impairment of operational technology (OT) eventually leads to 

business disruption, (critical) infrastructure breakdown, and physical damage to 

humans and property.”

즉, 사이버위험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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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은 정보통신기술의 필수적인 요소인 기밀유지(Confidentiality), 

유효성(Availability), 무결성(Integrity)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보통신시스템에 발

생되는 결함은 경영활동 중단, 중요 인프라서비스의 중단, 심지어 인간과 재산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사이버위험은 유발요인에 따라 자연유발적(Natural) 사이버위험과 인재로 인한(Man‐
Made) 사이버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인재의 원인은 직원의 단순실수, 해커들의 불법적 

사이버공격, 국가의 사이버전쟁, 사이버테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인터넷기반 시스

템은 여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작하는데, 이로 인하여 사이버위험은 상호복

합성(Interdependency), 재앙적 사고 가능성, 데이터 및 모델링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변화의 위험 등의 특징이 존재한다. 

사이버위험의 대표적인 종류인 정보유출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림 Ⅱ‐1>은 사이버스카우트(CyberScout)사와 신분도용자료센터(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가 2017년에 공동발표한 보고서(ITRC Annual Data Breach 

Year‐End Review)에 기재된 정보유출사고 통계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

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유출사고의 발생 건수는 2005년 157

건에서 2017년 1,57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흥미롭게도, 유출된 정보의 총 건

수는 특별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Ⅱ-1> 정보유출사고 건수 및 유출량 추이(2005~2017년)

              자료: 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 CyberSc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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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는 국가별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포네몬

(Ponemon Institute)과 액센추어(Accenture)사 공동으로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

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평균 2,122만 달러의 사이버공격 피해를 입었고,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큰 피

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독일(1,115만 달러), 일본(1,045만 달러), 영국

(874만 달러), 프랑스(790만 달러), 이탈리아(673만 달러), 호주(541만 달러)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국가에서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 국가별 기업평균 사이버공격 피해금액(2017년 기준)

        자료: Ponemon Institute; Accenture 

나. 기업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

이어서, 기업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격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의 기준에 

따라, 미국의 모든 상장사들은 매 회계 분기 및 매 회계 연도 마다 투자자들에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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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2005년 12월부터 연간회계보고서(10‐K 

Annual Report)에 Item 1A가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

(Risk Factors)들을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위험에 대한 위험요소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사이버위험에 대

한 기업인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2005년 이후에 발행된 모든 연간회계보고

서를 수집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필자가 공저한 Song 

et al.(2018) 논문에 기반한다.

<그림 Ⅱ‐3>은 미국 상장사들의 공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체 과정을 설명

한 흐름도이다. 1단계로 SEC의 공시시스템인 EDGAR9)에서 2005년 이후, 6,144개 상

장사에서 발간한 26,197건의 연간보고서들을 수집하였다. 2단계로 각 보고서의 위험

요소 섹션(Item 1A Risk Factors)에서 173만 건의 개별 위험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각 

위험요소들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위해, Blei et al.(2003) 논문에서 제안된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이용하였다. LDA에 대한 상

세설명은 아래에 기술한다. 추출된 전체 위험요소들 중 2.23%에 해당하는 38,622건의 

위험요소들이 사이버위험과 관련이 높은 IT 관련 위험인 것을 나타났다.

<그림 Ⅱ-3> 미국 상장사의 공시 데이터 수집 흐름도

             자료: Song et al.(2018)

9) 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accessing‐edgar‐dat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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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서, 방대한 문서들 안의 공통 주제들을 자동으

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Ⅱ‐4>는 LDA의 개념을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전

체 문서들은 K개의 주제(Topic)를 포함하고, 각 문서는 K개의 주제 중 일부를 포함한

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는 전체 문서들에 나타난 N개 단어 중 연관단어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림 Ⅱ‐4>와 같이, 행렬연산을 통해서 문서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각 문서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

는 Bag‐of‐Words 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문서 내의 단어순서는 고려되지 않는 한

계점이 있지만, 대용량 문서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확장성(Scalability)을 확보하기 위

한 거래(Trade‐Off)라고 할 수 있다. LDA는 최근 사회과학연구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공저한 Shi et al.(2016) 논문에서는, 기업의 비지니스 소개문

서들을 LDA로 분석하여, 인수합병(M&A)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필

자의 Lee et al.(2016) 논문에서는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들의 프로필을 LDA 분석

하여, 사회관계망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림 Ⅱ-4> 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개념

     자료: Song et al.(2018)

<그림 Ⅱ‐5>는 미국 상장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요소 텍스트에 LDA를 적용했을

때 추출된 주제의 키워드들이다. 각 박스는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며, 박스 안에는 연관 

단어들이 있다. 이를 통하여 미국 상장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경제(Interest Rate, Economic Condition), 보험/소송(Liability, 

Claim, Litigation), 경쟁(New Competitor), 유가 변동(Gas, Oil), 세금 관련(Income 

Tax), 재무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Patent, Property, Right) 등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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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Top 10 keywords

1
cyber, including, risk, attacks, risks, operational, threats, from, 

confidential, networks

2
products, software, errors, defects, reputation, solutions, new, 

harm, problems, from

3
service, failures, network, failure, interruptions, from, damage, 

system, ability, interruption

4
failure, results, system, failures, material, company, ability, 

adverse, effect, its

5
reputation, breach, confidential, measures, access,

unauthorized, personal, protect, liability, including

있다. 그중 3열 첫 번째 박스에 Information System, Data Security, Service Failure와 

같이 사이버위험과 관련된 단어들이 확인되었다.

<그림 Ⅱ-5> 미국 상장사의 위험 인식 키워드

         자료: Song et al.(2018); SEC Edgar 10-K Annual Reports 

다음으로는, 전체 위험요소들 중에서 사이버위험 관련 요소들을 따로 추출하고, 다

시 LDA 분석을 진행하여 상세한 사이버위험 키워드들을 추출하였다. <표 Ⅱ‐1>에서 확

인하는 바와 같이, 사이버공격(Cyber Risk, Attacks), 소프트웨어 제품의 결함

(Software Product Error), 네트워크 서비스(Service, Network Failures), 시스템 결함

(System Failure), 정보유출사고(Reputation, Breach) 등에 대한 기업들의 위험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 미국 상장사들이 인식하는 사이버위험 키워드

자료: Song et al.(2018); SEC Edgar 10-K Annu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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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해 언급되었던 모든 위험요소들 중에서 IT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이 2005

년 7만 건에서 2017년 18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미국 상장사가 인식하는 사이버위험 언급 분포의 증가

    자료: Song et al.(2018); SEC Edgar 10-K Annual Reports

<그림 Ⅱ-7> 미국 상장사가 인식하는 IT 관련 위험 분포의 증가

     자료: Song et al.(2018); SEC Edgar 10-K Annual Reports



16 연구보고서 2018-15

IT 관련 위험요소들은 사이버위험(IT Security; Cyber Security)과 IT 성능위험(IT 

Performance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Ⅱ‐7>과 같이 IT 위험요소 중 사이버위험

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5%에서 2017년 55%까지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반

면, IT 성능 자체에 대한 위험요소들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이버보험 및 인식 현황조사

다음은 사이버보험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

버보험에 대한 기업의 구매의향을 조사한다.

가. 사이버보험에 관한 현황

먼저 국가별 사이버보험 시장에 관한 상황을 살펴본다. <그림 Ⅱ‐8>은 2016년 MMC

사가 전세계 사이버보험 보험료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Ⅱ-8> 국가별 사이버보험 보험료 분포(2016년 기준)

   자료: MMC; Oliver W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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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이 전세계 보험료의 대부분(90%)을 차지하고, 유럽 시장이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의 보험액은 전체의 6%에 불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이버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국에서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Ⅱ‐9>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PwC사와 로이즈(Lloyds) 

금융그룹이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PwC의 사이버보험 고객사의 

CIO/CISO 임원들을 대상(설문대상: 북미 37%, 유럽 30%, 아시아 16%, 남미 14%, 중동

/아프리카 3%)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이버보험 시장규모가 선형적으로 증가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기간인 2014년에는 연간 250억 달러 수준으로 추

정되었고, 2018년 시장은 연간 520억 달러(2014년의 2배), 2020년 시장은 연간 750억 

달러(2014년의 3배)로 추정되었다.

<그림 Ⅱ-9> 전세계 시장의 연간 사이버보험료 추정액 추이

    자료: PwC; Lloyds Banking Group; BI Intelligence

<그림 Ⅱ‐10>은 2016년 에이엠 베스트(A. M. Best)사가 미국 보험사들의 사이버보험

료를 통계 낸 결과이다. AIG 그룹에 지불된 사이버보험료가 2.3억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L CatinAmerica 그룹과 Chubb INA 그룹 또한 1억 달러 이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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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보험료가 지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연간보험료 5,000만 달러 이상의 주

요 보험사들은 Traveler 그룹, Meazley 보험, CNA 보험, Liberty Mutual 보험, BCS 보

험, AXIS 보험그룹이 있었다.

<그림 Ⅱ-10> 사이버보험 보험료 기준 상위 보험사 리스트(2016년 기준)

    자료: A. M. Best 

<그림 Ⅱ‐11>은 넷딜리전스(NetDiligence)가 사이버보험에 가입된 591개 기업을 대

상으로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된 사이버사건들은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발생되었고, 전체 보험금 청구 중 대부분인 582건은 미국에서 이루어

졌고, 2건은 캐나다, 4건은 영국, 2건은 호주에서 이루어졌다. 27%의 사건은 해킹에 의

해서 발생되었다. 사이버사고의 다른 사고원인들은 악성코드/바이러스(16%), 노트북 

도난 및 분실(12%), 직원 실수(10%) 등이었다. 해킹에 의해 발생된 사건은 평균적으로 

1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성코드/바이러스 및 불량직원으

로 발생한 사건들은 평균 4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되었다. 송금 사기, 시스템 에러, 자

금 도난, 직원 실수로 발생된 사건들의 평균 피해액은 1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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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사이버공격 종류별 보험 청구 통계

      

 

                         자료: NetDiligence 

<그림 Ⅱ‐12>는 사이버보험상품의 보장 종류에 대한 통계이다. 스콧보험(Scott Insurance)

사가 사이버보험에 가입된 미국 3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장 종류를 조사한 결과, 

64%의 보험상품이 데이터복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 이상의 상품이 

데이터유출 보고 비용, 네트워크/경영 중단, 사이버 강탈 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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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사이버보험의 보장 종류

   자료: Scott Insurance 

이외에도 평판저하, 벌금/벌칙 비용 등이 보장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조사에

서,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들 중 7%만 최근 18개월 내에 사이버보험 청구를 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3> 참고).

<그림 Ⅱ-13> 사이버보험 보험 청구(2016년 기준)

    자료: Scot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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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관한 인식

다음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Ⅱ‐14>는 취리히(Zurich)사와 어드바이젠

(Advisen)사가 공동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버보험 구매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다. 2015년 데이터는 448명의 위험관리자(Risk Manager), 보험구매 담당자, 위험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구매의향 비율이 2011년 24%에서 2015년 64%로 약 3

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4> 사이버보험 구매의향 설문조사 결과(2011~2015년)

  자료: Zurich; Advisen

<그림 Ⅱ‐15>는 사이버보험 수요 측면에서 사이버보험의 비구매 이유에 대한 데이

터이다. 2016년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위험 및 보험 관리 학회(RIMS: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Conference)에서 사이버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기업

의 위험관리자(Risk Manager) 10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44%의 기업은 사이버

보험이 너무 복잡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34%의 기업은 사이버위험이 충

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22%의 기업은 사

이버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비구매 이유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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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5> 사이버보험 비구매 사유(2016년 기준)

   자료: Munich Re

<그림 Ⅱ-16> 사이버보험 가입거부 사유(2016년 기준)

   자료: SANS Institute

<그림 Ⅱ‐16>은 사이버보험 공급 측면에서 사이버보험 가입신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한 자료이다. 산스(SANS Institute)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4.7%의 경우 사이버

보안 점검 및 심사 프로세스의 부재를 거부사유로 들었고, 40.4%의 경우 새로운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사이버사고에 대한 대책 부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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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큰 거부 이유였다. 이외에도 백업 프로세스의 부재, 네트워크 규모 및 설정, 

파트너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정책 부재 등이 가입신청 거부 이유로 거론되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사이버위험의 현황, 사이버위험에 대한 기업의 인식,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

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해커의 사이버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에 대한 구매의향도 증가되고 있다. 하지

만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사이버위험에 대한 대응부재 등의 이유로 보험시장

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이버위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관리

되는 미국이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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