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사이버위험 측정체계 개발

본 장에서는 사이버위험 지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이버위험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류

를 살펴본다. 그리고 해당 사이버공격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여, 사이버위험의 측정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측정체계를 통해 사이

버보험 데이터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러 사이버공격 종류 중 스팸이메일 전송

(Outbound Spam) 데이터와 피싱웹사이트(Phishing Website)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이버공격 데이터는 대부분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기준으로 수집이 되

는데, 이를 기관별(Organization‐level)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한 3단계 매핑(Mapping) 

방법을 제시한다. 기관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군(Industry Sector)별 랭킹을 도출하

여 한국 기관들의 사이버위험 상황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사이버위험 데이

터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시하는 정책이 어떻게 기관들의 사이버위험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 필드실험을 통하여 살펴본다. 필드실험 관련 부분은 필자가 공저한 Choi et 

al.(2018) 논문을 기반으로 한다.

1. 사이버위험 관련 개념 및 데이터 종류

가. 사이버위험의 개념: 봇넷(Botnet)

사이버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의 근본요소인 봇넷(Botnet)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봇넷은 해커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구축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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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하나의 봇넷은 수백만의 감염 컴퓨터들로 구성된다. <그림 Ⅲ‐1>은 봇넷의 개념도이

다. 이 네트워크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컴퓨터들로 구성되고, 봇넷서버

(Command and Control Server)를 통하여 해커들의 의도에 따라 조정된다. 봇넷을 운

영하는 해커를 봇마스터(Bot Herder; Bot Master)라고 부르는데, 봇넷의 실제 운영자

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감염된 컴퓨터의 실제 사용자는 봇넷의 통제 여부를 모

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봇넷은 불법적 의도로 스팸이메일(Spam) 대량발송, 피싱

(Phishing)공격,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공격을 수행하는 데 주

로 사용된다.

<그림 Ⅲ-1> 봇넷의 개념도

나. 사이버공격 데이터 종류

사이버공격은 주로 봇넷의 통제를 받는 감염된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

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이버공격인 스팸이메일과 피싱공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스팸이메일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이메일을 통칭한다. Anderson and Moore 

(2006) 논문에 따르면, 90% 이상의 스팸이메일은 봇넷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하지 않는 마케팅 이메일이 대표적인 스팸이다. 불법약품의 상품홍보를 위하여 

스팸이메일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향후 피싱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첫단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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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 물류업체인 타겟(Target)사에 이루어졌던 2013년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서도, 직원이 실수로 열람한 스팸메일을 통하여 악성코드가 타겟 시스템

에 설치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피싱공격은 유사 웹사이트(Fake Website)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실제 

은행 웹사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진 사이트에 피해자 접속을 유도하여, 아이디, 비

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피싱사이트는 악성코드 다운로드와 같은 2차적 피해

를 동반하기도 한다. 피싱사이트는 무료 웹호스팅 서비스나 해킹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사이버위험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스팸이메일과 피싱사이트는 사이버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팸이메일은 봇넷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므로 특정 인터넷 IP 주소에서 대량 스팸이메일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IP 주소가 운영

되는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피싱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서는 웹서버가 사용되는데, 해당 웹서버의 IP 주소 확인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보안 취

약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팸이메일 및 피싱사이트 데이터가 사이버위험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피점검 시스템의 내부에 대한 적극적 

점검(Active Inspection) 없이도, 데이터의 외부 수집(Externally Observable)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가. 시스템 구조

사이버위험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처리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Ⅲ‐2>는 Choi et al.(2018) 논문에서 제시된 클리우드 기반의 

사이버위험 데이터수집 시스템의 구조이다. 스팸이메일 데이터는 CBL(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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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List)10)과 PSBL(Passive Spam Block List)11)에서, 피싱사이트 데이터는 

APWG(Anti‐Phishing Working Group)12)와 오픈피시(OpenPhish)13)에서 수집한다. 수

집된 원데이터(Raw Data)는 IP 주소 단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기관단위 데이터로 

구성하기 위한 IP → ASN → Org의 3단계 매핑단계를 거쳐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입력된다. 추후 정보공시를 위하여, 기관별 사이버위험 측정결과 보고서를 이

메일 및 웹페이지 형태로 생성한다. 

피실험 기관들의 상세한 행위들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먼저 이메

일의 송신, 수신, 열람기록은 샌드그리드(Sendgrid) 시스템으로 추적하고, 웹페이지 방

문 기록은 웹분석 시스템인 피윅(Piwik)으로 기록한다.

<그림 Ⅲ-2> 사이버위험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조

자료: Choi et al.(2018b)

나. 스팸이메일, 피싱웹사이트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팸이메일 데이터 제공서비스는 CBL과 PSBL이다. CBL은 스팸

10) https://www.abuseat.org/ 

11) https://psbl.org/ 

12) https://www.antiphishing.org/ 

13) https://openphi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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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발송된 IP 주소, 스팸 발생량, IP 주소를 운영하는 업체 정보, 봇넷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하루에 1GB 정도의 데이터가 제공한다. 필자는 2011년부터 CBL데이터를 

일(Daily) 단위로 수집하였고, 현재까지 총 3,411억 건의 스팸이메일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PSBL은 CBL이 제공하는 데이터 종류에 추가하여, 스팸이메일의 내용 정보를 제

공한다. 필자는 2012년부터 PSBL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현재까지 총 4억 건의 스팸이

메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피싱사이트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APWG와 오픈피시를 사용하였다. 

APWG는 현존하는 가장 큰 피싱사이트 데이터이고, 2013년부터 132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오픈피시는 2015년 7월부터 운영되었고, 76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데이터는 피싱사이트의 URL 주소, 보고된 시각, 사칭하는 브랜드 등의 정보가 있다. 

다. 인터넷 주소의 기관 매핑 프로세스

수집된 원데이터는 IP 주소 단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기관단위 데이터로 구성

하기 위해서는 IP → ASN → Org의 3단계 매핑단계가 거쳐야한다. 전세계의 인터넷 주

소는 5개의 지역인터넷기록기관(RIR: Regional Internet Registry)에 의해 관리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APNIC(Asia‐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re)가 관리하고, 북미 대륙은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남

미 대륙은 LACNIC(Latin America and Carribbe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유

럽 대륙은 RIPE NCC(Réseaux IP Européens Network Coordination Centre),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AfriNIC(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 의해 관리된다. 

<그림 Ⅲ‐3>은 5개 대륙의 RIR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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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인터넷 관리 기관

              자료: https://www.arin.net/knowledge/rirs.html   

개별 기관들이 인터넷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를 관장하는 RIR에서 

ASN(Autonomous System Number)을 할당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복수의 ASN을 

할당받는 기관도 있다. 각 ASN 아래에는 IP 주소 영역대인 넷블록(Netblock)들이 할당

된다.14) IP 주소 기준으로 수집된 사이버위험 데이터를 기관별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

해서는 3단계의 매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팀컴리(Team Cymru) 데이터를 이용한

다.  먼저 IP 주소가 포함된 서브넷을 확보하고, 해당 서브넷이 소속된 ASN을 찾아낸

다. 마지막으로 팀컴리 데이터 및 WHOIS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ASN을 관리하는 기

관 정보를 확보한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기관 통폐합 등의 이유로 인터넷 주소 할당은 

동적으로 변화한다. 즉, 특정 IP 주소와 연결된 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핑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림 Ⅲ‐4>는 IP 

주소 144.214.105. 25를 해당 기관인 홍콩시립대학교에 매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4) 넷블록(Netblock)은 경우에 따라 서브넷(Subnet)으로 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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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인터넷 주소를 기관으로 매핑하는 과정

자료: Choi et al.(2018b)

라. 한국기관 정보수집 및 산업 분류 방법

CBL, PSBL, APWG, 오픈피시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사이버위험을 측정하는 경우에

는 한 번도 해당데이터에 사이버공격이 감지되지 않은 기관(즉, 사이버위험이 매우 적

은 기관)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포괄적인(Comprehensive) 사이버위험 측

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은 전체 기관 리스트를 확보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대륙별 RIR에서 발행하는 ASN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중 APNIC 데이

터에서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은 한국 내의 기관 리스트, ASN 리스트, 해당 기관의 도

메인 주소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한국에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총 806개의 ASN이 할당되어있고, 총 543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수의 ASN을 관리하는 기관

들이 다수 존재한다. CJ 헬로가 18개의 ASN을 관리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이 13개, KT는 12개의 ASN을 할당받았고, 카카오그룹, 신한은행, SK브로드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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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5개 이상의 ASN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복수의 ASN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LG데

이콤, 카이스트, 국민은행, LG CNS, 대법원 등이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은 단수의 

ASN을 관리한다.

사이버위험 지수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기관이 소속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KT, SK브로드밴드 등과 같은 망사업자는 일반사용자들에

게 IP 주소를 할당하는 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주로 회사 내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만 IP 주소를 할당한다. 

이러한 기관별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을 산업분류에 따라 구분지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은 기관들은 크게 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등이 있다. 먼저 기업들에 대한 산업군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APNIC 데이

터에서 수집한 기관의 도메인 정보를 사용하였다. 산업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KSIC 10; <그림 Ⅲ‐5>)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머지 상장기업이 아닌 기관은 

도메인 주소의 뒷부분을 이용하여, 교육기관(edu, ac.kr), 정부기관(gov, go.kr), 비영

리기관(org, or.kr), 연구기관(re.kr)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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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 1월 10차 개정 기준)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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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을 한국 상장사들의 산업분류 분포를 보여준다. 제조업이 8,785개 업체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보통신업 업체는 1,519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업 업체는 1,134개, 도매/소매업 업체는 924개, 그리고 금융/보험업 업체는 749개가 

상장사 리스트에 존재한다.

<그림 Ⅲ‐7>은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은 한국기관에 대한 산업분류 분포이다. 산업분

류정보 취합이 가능한 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교육기관(153)이었다. 다

음으로는, 정보통신업(82), 비영리기관(75), 정부기관(67)에 50개 이상의 ASN 정보가 

존재하였고, 금융/보험업(4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5), 제조업(29), 연구기관

(21), 도소매업(12)은 10개 이상의 ASN 정보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도메인 주소 매칭 

방법으로는 280개의 ASN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향후, 수작업으로 매칭되지 않은 

ASN을 분석하면, 좀 더 많은 산업분류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은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지양해야 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림 Ⅲ-6> 한국 상장사들의 산업분류 분포(2018년 기준)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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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인터넷 주소 할당 받은 한국기관의 산업분류 분포(2018년 기준) 

             자료: APNIC; 한국기업데이터 통합

마. 한국기관의 사이버위험 측정 결과

다음은 2018년 5월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기관의 사이버위험 지수를 측정한 결과이

다. 각 산업군별로 위험지수가 높은 기관들을 나열하였다. 본 위험지수는 CBL데이터

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향후 다른 사이버공격 데이터도 향후 추가 가능하다. 전체데이

터는 한국 사이버위험 측정 프로젝트 사이트15)에서 확인가능하다.

<그림 Ⅲ-8>은 전체 산업군을 망라한 전체 랭킹이다. 가장 사이버위험 지수가 높은 

기관은 KT(이메일스팸 220만 건 이상)였고, 다음으로는 세종텔레콤(5만 건), 넥스지 

보안업체(2만 8천 건), KINX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21,000건), 네이버(7,500건) 등의 

정보통신업체, 성균관대학교(4,400건), 고려대학교(4,000건), 청주대학교(3,300건), 한

국원자력연구원(2,500건), 대구대학교(2,100건) 등의 교육, 연구기관이 상위를 차지하

였다.

15)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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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전체(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그림 Ⅲ-9>는 교육기관(도메인 주소가 ac.kr이나 edu로 끝나는 기관)의 사이버위험 

랭킹이다. 성균관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월간 4천 건 이상의 스팸이메일을 발생시켜

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청주대학교(3,300건), 대구대학교(2,100건), 연세대

학교(2,000건), 강원대학교(1,900건), 우송대학교(1,900건), 서울대학교(1,500건), 전북

대학교(1,200건), 광운대학교(1,200건)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146개의 교육기관들 중 

53개 기관에서 한 건 이상의 스팸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대학교에 할당된 IP 주소는 많

은 경우 학생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동적으로 할당(DHCP)되는데, 학생들의 컴퓨

터에 대한 사이버위험 관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인식강화 방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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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교육기관(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그림 Ⅲ-10>은 20개의 정부기관(도메인 주소가 go.kr이나 gov으로 끝나는 기관)의 

사이버위험 랭킹이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서울시(seoul.go.kr)와 광주교육청에서만 

사이버위험 요소가 발견되었다. 이외에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학재단,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국교통안전공단 등 18개의 정부기관에서는 CBL 데이터상으로 사이버위험이 감지되

지 않았다. 2018년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광주교육

청, 인천교육청 등에서 사이버위험 요소가 발견되었다. 대학기관에 이어, 교육기관에

서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외의 정부기관은 보안 관리가 대체적

으로 양호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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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정부기관(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그림 Ⅲ-11>은 비영리기관(도메인 주소가 or.kr이나 org로 끝나는 기관)의 사이버

위험 지수 측정결과이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스팸이메일이 각 

600건 발생되었다. 2018년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는 수자원공사, 고대의료원, 한국정

보화지능원, 서울대분당병원에서 스팸이메일 발송 문제가 감지되었다. 반면, 보험개발

원, 한국사학진행재단, 동국대학교의료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는 위험이 감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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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비영리기관(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그림 Ⅲ-12>는 상장사들 중 16개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이버위험 지수 결과이다. 

한화, 오뚜기, 현대중공업, 농심 등에서 스팸이메일이 다수 발생하였다. 하지만 신영, 

남양유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대원제약, 보령제약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Ⅲ-12>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제조업(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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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은 상장사들 중 38개의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2018년 5월의 사이버위

험 지수 결과이다. KT, 세종텔레콤, 한솔넥스지, KINX, 네이버, 가비아, 이니텍, LG홈

쇼핑 등의 업체에서 스팸이메일 대량발송 문제가 감지되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이 

관리하는 IP 주소에서 월간 수만에서 수백만 건의 스팸이메일이 발송되었다. 통신업체

들은 사업운영을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이용자들에게 IP 주소를 할당된다. 본 

결과를 통해 개인사용자들의 보안관리가 비교적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업

자가 개인사용자들의 사이버위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에 대응방안을 적극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이버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공저한 Choi et al.(2016a)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통신사업자가 사

이버보안과 관련하여 방어자(Defender) 및 보험사업자(Insure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사용자들에게 망접속서비스 이외에도 보안관리 서비스와 사

이버보험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Managed Security Service with 

Warranty(MSSW)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사이버위험 관리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인터넷의 전체적인 사이버보안이 강화되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림 Ⅲ-13>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정보통신업(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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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는 상장사들 중 14개의 금융업체에 대한 2018년 5월의 사이버위험 지

수 결과이다. 다행히도, 해당 데이터에서는 모든 금융업체에서는 스팸이메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철저하게 사이버보안이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2018년도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는, 간헐적으로 현대해상과 산업은행에서 

사이버위험 요소가 발견되었다. 

<그림 Ⅲ-14> 한국 사이버위험 랭킹 ‐ 금융/보험업(2018년 5월 기준) 

      자료: https://misr.sauder.ubc.ca/cyberrisk/ 

3. 사이버위험 공시의 효과 측정 실험

제시된 사이버위험 측정체계의 효용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사이버위험 

측정에 대한 자료공유 및 공시가 어떻게 기관들의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

험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He et al.(2016) 논문과 같이, 대규모의 현장실

험(Randomized Field Experiment)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유사도가 

높은 중국어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해당 부분은 필자가 공저한 

Choi et al.(2018b)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실험 설계에 대해서 논하고, 각 실험군에 대하여 사이버위험 측정결과를 공시

하는 이메일, 웹사이트 채널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실험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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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설계

한국 기관에 대한 사이버위험을 측정한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마카오 등 6개국에 소속된 1,262개의 기관(3,219개 ASN)

에 대한 사이버위험 지수를 측정하였다. 통계적 임의화(Randomization) 과정을 거쳐

서, 631개 기관은 제어군(Control Group)으로, 나머지 631개 기관은 실험군(Treatment 

Group)으로 선정하였다. 제어군에 소속된 기관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실험군에 소속된 기관들에게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위험 측정결

과를 고지하였다. 실험시작 이전 제어군과 실험군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

는 것(Internal Validity)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실험 이후에 발생한 두 군의 차이점

은 실험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인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 <그림 Ⅲ-15>는 실험 설계

에 대한 개념도이다. <표 Ⅲ-1>은 피실험 1,262기관에 대한 통계이다.

<그림 Ⅲ-15> 실험 설계

                           자료: Choi et al.(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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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Number of 

Organizations
Control Group Treatment Group

China 309

631 631

Hong Kong 309

Singapore 264

Malaysia 171

Taiwan 138

Macau 4

Total 1,262 1,262

<표 Ⅲ-1> 아시아 6개국 기관 통계

(단위: 개)

 자료: Choi et al.(2018b) 

나. 사이버위험 자료 공시 채널

사이버위험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를 고지하기 위하여, 이메일과 웹페이지 등 두 가

지의 자료공시 채널을 구축하였다. 중국어권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므로, 중

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실험 이메일은 2개월 주기로 2017년 7월, 

9월, 11월에 전송되었다. 이메일의 송신, 수신, 열람 등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하여 샌드그리드(Sendgrid)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 이메일에는, 해당 기관의 사이버위험 순위, 상세 사이버위험 지수를 기재하

였고,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첨부하였다. <그림 Ⅲ-16>을 통하여 이메일 샘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위험 자료고지 사이트에는 <그림 Ⅲ-17>과 같이 기업 및 산업군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구현되었다. 그리고 실험군의 각 기관별로 산업/국가 랭킹, 월간, 

일간 위험지수 등의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그림 Ⅲ-18>은 알리바바(Alibaba)사의 

2017년 10월 사이버위험 지수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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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사이버위험 지수 공유 이메일 샘플

  자료: Choi et al.(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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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사이버위험 자료공유 웹사이트 – 메인페이지

   자료: https://cyberatings.is.cityu.edu.hk/   

<그림 Ⅲ-18> 사이버위험 자료공유 웹사이트 – 개별페이지 샘플(Alibaba)

    자료: https://cyberatings.is.cityu.edu.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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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riable description Mean S.D. Max Min

CV CBL Volume 151661.8 2269080 1.00e8 0

PV PSBL Volume 147.9001 2698.253 157765 0

AV APWG Volume 0.2372 8.1761 456 0

OV OpenPhish Volume 0.3249 3.1254 105 0

Number of IP 

addresses

Total number of IP 

addresses owned by each 

company

610223.4 7273093 2.33e8 0

If has social 

media account

If the company has at least 

one social media account
0.7035 0.4569 1 0

HSIC

Hong Kong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

- - 960299 50000

If has opened 

treatment 

emails

If an organization has 

opened a treatment email 

on or before this month

0.2062 0.4048 1 0

If has visited 

treatment 

website

If an organization has 

visited our website on or 

before this month

0.07080 0.2566 1 0

다. 데이터 분석 및 실험결과 분석

<표 Ⅲ-2>는 본 실험에 사용된 주요변수 및 제어변수들에 대한 통계이다. 본 실험의 

주요변수는 CBL, PSBL, APWG, 오픈피시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된 월간 스팸이메일 발

생 건수와 월간 피싱사이트 발생 건수이다. 제어변수로는, 기관에 할당된 총 IP 주소 

갯수, 소셜미디어 사용 여부, 산업분류코드 등이 사용되었다. 

<표 Ⅲ-2> 실험 데이터 통계

 자료: Choi et al.(2018b) 

CBL 데이터의 월 평균은 15만 건으로 주요변수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PSBL의 월 평균값은 147건이었다. 이에 비해 평균 피싱웹사이트 건수는 0.23에서 

0.32로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기관은 평균적으로 61만 개의 IP 주소를 

할당받았고, 70%의 기관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험군에 소속된 20%의 기관

에서 사이버위험 측정결과 고지 이메일을 열람하였고, 7%의 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방

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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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BL(log) PSBL(log) APWG(log) OP(log)

- (1) (2) (3) (4)

Email_treat -0.201* -0.0237 0.0464 0.00577

- (0.115) (0.0659) (0.0291) (0.0353)

Observations 13,560 13,560 13,560 13,560

Number of orgs 1,130 1,130 1,130 1,130

본 실험에서 경험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험 전후로 제어군과 실험군의 위

험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차이 내 차이(DiD: Difference‐in‐
Difference)라는 통계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아래는 실험결과 측정을 위한 방정식이다.

yit는 기관 i가 t월에 발생시킨 스팸이메일/피싱사이트 발생 건수의 로그값이다.16) 

실험변수인 emailtreatit는 0(제어군) 혹은 1(실험군)의 값을 갖는다. α1은 본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이다. σ는 시간 고정효과, θ는 기관 고정효

과 제어를 위한 변수들이다.

<표 Ⅲ-3>은 모집단(1,130기관) 기준으로, 이메일을 수신한 기관들에 대한 실험효과

를 측정한 결과이다. CBL 기준으로 실험군의 스팸이메일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다른 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Ⅲ-3> 실험효과 측정(이메일 수신 기관 기준)

    주: 통계적 유의성: * p<0.1, ** p<0.05, *** p<0.01

자료: Choi et al.(2018b) 

<표 Ⅲ-4>는 실험 이전에 사이버위험 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기관에 한정하여, 실험

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CBL과 PSBL 기준으로 스팸이메일 발생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싱사이트 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였다.

16) 사이버위험 지수 모두 비뚤어진 분포(Skewed Distribution)를 따르는데, 이 지수들을 정규 
분포화하여 선형회귀분석하기 위하여 위험지수들을 로그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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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BL(log) PSBL(log) APWG(log) OP(log)

- (1) (2) (3) (4)

Email_treat -0.4591* -0.4381** 0.4931 -0.2563

- (0.2428) (0.2119) (0.3875) (0.3944)

Observations 5,472 3,144 744 1,104

Number of orgs 456 262 62 92

구분 CBL(log) PSBL(log) APWG(log) OP(log)

- (1) (2) (3) (4)

Open a treatment email -1.440* -2.016** 1.182 -1.451

- (0.811) (0.832) (1.209) (1.964)

Observations 5,472 3,144 744 1,104

Number of orgs 456 262 62 92

구분 CBL(log) PSBL(log) APWG(log) OP(log)

- (1) (2) (3) (4)

Visit treatment website -4.915* -7.989** 5.403 -3.824

- (2.836) (3.940) (6.840) (5.446)

Observations 5,472 3,144 744 1,104

Number of orgs 456 262 62 92

<표 Ⅲ-4> 실험효과 측정(실험 전 사이버위험 감지된 기관 기준)

    주: 통계적 유의성: * p<0.1, ** p<0.05, *** p<0.01

자료: Choi et al.(2018b) 

<표 Ⅲ-5>는 이메일 수신 이후 이메일을 열람한 기관들을 기준으로 실험효과를 측정

한 결과이다. 

<표 Ⅲ-5> 실험효과 측정(이메일 열람한 기관 기준)

    주: 통계적 유의성: * p<0.1, ** p<0.05, *** p<0.01

자료: Choi et al.(2018b)

<표 Ⅲ-6>은 이메일 열람 이후 실험 웹사이트에 방문한 기관들을 기준으로 실험효

과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Ⅲ-6> 실험효과 측정(실험 웹사이트 방문한 기관 기준)

    주: 통계적 유의성: * p<0.1, ** p<0.05, *** p<0.01 

자료: Choi et al.(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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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는 기관의 반응별로 실험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군의 기

관들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위험 보고서에 반응함에 따라 실험효과 또한 증가함이 확인

되었다. 즉, 실험군 중 이메일을 열람한 그룹과 공시 사이트에 방문한 그룹에 대한 실

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위험 지수의 측정 및 고지하는 것이 기관

들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Ⅲ-19> 기관 반응별 실험효과 비교

     자료: Choi et al.(2018b)

4. 소결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여러 가지 사이버공격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스

팸이메일과 피싱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관별 사이버위험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 기관들의 사이버위험 지수를 계산하고, 

산업별 사이버위험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개인사용

자들의 사이버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사이버위험 평가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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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위험 결과공유가 사이버위험 요소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 제시된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론은 향후 사이버보험 체계구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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