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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1. 개요

금융산업 내 진보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시장에서 금융기업들이 

경험하는 위험이 아닌 영업활동, 기업운영 측면에서의 위험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

업이 직면하는 운영리스크는 경영환경 전반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과거보

다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양상과 동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금융기업은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리스크는 시장, 신용 또는 보험리스

크에 비해 그 동인이 다양하고 산재되어 있어 금융기업은 프론트 오피스부터 백오피스까

지 사실상 모든 업무에서 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업가치의 제고에 있다. 즉, 하방리스크

(downside risk)의 특성을 가지는 운영리스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잠재적 

손실의 발생가능성과 크기를 줄이고, 이에 따라 잠재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가치

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의 목표가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운영리스크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 사건의 근본 원인(즉, 리스크 

동인)이나 잠재적 손실사건을 인식 및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산업 전반의 빠른 변화 양상으로 인해 리스크 동인 및 잠재적 

손실사건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는 이머징 리스크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Ⅰ장 참조). 예를 들면, 기존 운영리스크에서는 내부 인

적자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사건이 빈번하고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디지털화된 

사업부문에서는 과거에 비해 인적자원의 단순 오류나 실수에 의한 손실은 감소할 가능성

이 있다.18) 반면, 시스템 및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숙련되지 못한 인적자원 또는 정교화되

지 못한 내부 프로세스 오류, 그리고 시스템 또는 기술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사건 

등의 영향 범위와 그 비중이 과거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힘든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18) McKinsey(2020)를 참조함



38 연구보고서 2021-07

높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현 바젤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는 리스크의 원인을 단순히 4

개의 개략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손실사건 유형의 구체화를 통해 동인에 대한 근거만 제

시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전 손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바젤 Ⅱ에서 제안한 운영리스크 분류(<표 Ⅰ-2> 참조)를 보완하면서 

Cebula and Young(2014)의 사이버 보안 운영리스크 분류를 참고하여, 디지털 운영리스

크를 체계화한다.19) 특히, 세가지 항목(대분류, 소분류,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하여 상하

관계를 구분하였으며, 그 중 가장 상위항목은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명칭하

에 바젤 Ⅱ에서 정의하는 핵심 리스크 동인을 구분하는 네 가지 범주(인적위험, 시스템 및 

기술 실패, 내부 프로세스 실패, 외부사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항목은 리스크 소분

류(Risk sub-category)로 명명하고 각 대분류 요소별로 이질적 특성을 갖는 리스크 동인

을 묶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인 리스크 요인(Risk factor)은 실제 

디지털 전환에 의한 위험 손실사건들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세부요소들로 구성되어 있

다. 제안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Ⅱ장에서 기술한 은행 및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사례별 

리스크 요인을 매핑하여 바젤 체계에서의 분류와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는 앞서 언

급한 리스크 동인 구체화 관점에서 바젤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분류체계는 단순히 금융기업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비즈니

스 모델 및 운영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는 어떤 기업이든 이하 분류된 요인에 의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다만, 분류체계의 적용을 금융산업에 좀 더 초

점을 맞추는 주요 이유는 금융산업의 국제 규제기준(즉, 바젤 Ⅱ)하에서 운영리스크 인식, 

분류 및 관리체계가 표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운영리스크는 사업을 운영하는 

어떤 기업이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리스크이지만, 금융산업 규제기준의 변화에 맞춰 리

스크 이해도 향상 및 대응방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하 내용은 각 분류체계

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 및 다른 유형

의 리스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디지털 운영리스크의 특성을 기술한다.20)

19)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Cebula and Young(2014)은 이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관한 다수의 학술

논문에서 리스크 분류체계의 주요 참조점으로 인용되고 있음(예를 들면, 리스크 및 보험분야에서는 Biener et al. 

2015, Shetty et al. 2018, Böhme et al. 2019, Eling and Wirfs 2019를 참조, 사이버 보안분야에서는 

Hahn et al. 2013, GhasemiGol et al. 2016, Humayed et al. 2017을 참조함)

20) 본 장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는 각 요소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요소가 어떤 방식의 리스크 시나리오를 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분류별 요약 표(즉, <표 Ⅲ-2>, <표 Ⅲ-3>, 

<표 Ⅲ-4>, <표 Ⅲ-5>)상에 예시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분류체계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되는 운영

리스크 요인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들을 이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원활한 리스크 소통

(risk communication)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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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가. 인적리스크(Actions of people)

이 리스크는 기업 내/외부의 개인이 초래하는 운영상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

괄한다.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운영리스크를 

의미한다. 인적리스크에 의한 손실사건의 동인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악의성과 

의도가 포함된 사건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나. 시스템 및 기술 실패(Systems and technology failures)

이 리스크는 기술 자산의 비정상적, 또는 예상치 못한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 디지털 전환 양상에서는 시

스템 및 기술 실패에 의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발생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급

격한 디지털화를 유발하는 시장 경쟁하에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의 상용화가 

예상치 못한 손실 및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다. 내부 프로세스 실패(Failed internal processes)

이 리스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기업 내부의 절차(또는 과

정)의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앞서 시스템 및 기술 실패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디지털 전환하에 새로운 시스템 및 기술이 적용되면 기업 내부의 사용

자 간 운영 프로세스상 리스크가 새롭게 관찰될 수 있다. 또한, 상용화된 디지털 금융 서

비스를 통한 디지털 고객 경험 프로세스에서 실패가 발생하여 재정적 손실 및 비용 증가

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라. 외부사건(External events)

이 리스크는 기업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사건을 포괄한다. 자연재해 및 외부 공공 서비스 실패로 인한 디지털 및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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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관련 운영리스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및 외부 디지털 서비

스 공급자와의 교류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면서 파트너 업체의 실패 및 공급서비스 실패 

등의 문제가 새로운 리스크로서 현실화될 수 있다.

<표 Ⅲ-1>은 앞서 기술한 디지털 운영리스크의 4가지 대분류 유형에 관하여 요약하고 있

다. 또한, 제안한 대분류 리스크 유형은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상에서도 적용되기 때

문에 각 리스크 유형이 바젤 체계하에서 어떤 사건 유형을 포괄하는지도 제공하고 있다.

유형 요약
기존 운영리스크하 관련 

사건 유형

인적리스크 
(Actions of people)

기업 내/외부의 개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리스크

내부사취
외부사취

시스템 및 기술실패
(Systems and technology failures)

기술 자산에 의해서 초래되는 
리스크

시스템 장애
고객, 상품, 영업실무1)

내부 프로세스 실패
(Failed internal processes)

기업 내부 프로세스로부터 
초래되는 리스크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영업실무
집행전달, 처리절차

외부사건
(External events)

기업의 통제 범위 밖의 
주체로부터 초래되는 리스크

유형자산 손실

주: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 다양화 및 고객 접점 확대 등은 디지털화된 시스템상 잠재리스크와도 연결될 수 있음

<표 Ⅲ-1> 디지털 운영리스크 대분류 유형 요약

3. 리스크 소분류(Risk sub-category)와 동인분석

가. 인적리스크 하위 유형

1) 부주의 리스크(Negligent/Unintentional)

일반적으로 내부자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이 리

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경우 그 동인에 고의 또는 악의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주의 

리스크하에서 손실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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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mistake): 업무 또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내부자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이 동인에 의한 손실사건의 경우 고의 또는 

악의적 목적이 있는 사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 오류(error): 업무 또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내부자의 부정확한 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간과(omission): 내부자의 성급함으로 인해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생 가능한 사

건을 포괄한다.

2) 악의 리스크(Malicious/Intentional)

내부 또는 외부자의 의도적, 악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한 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사건을 포괄한다. 부주의 리스크와의 차이는 리스크를 유발하는 행위의 악의성 또는 부정

적 의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 사기/기만(fraud): 기업을 희생양으로 하여 자신이나 협력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취한 

고의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방해/교란(sabotage): 기업 자산이나 프로세스에서 실패를 유발하는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 주요 자산에 대해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내부 소유

자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절도/파손(theft/vandalism): 기업 자산, 특히 정보 자산의 의도적이고 무허가 취득, 또

는 기업 자산의 의도적인 손상(혹은 임의적 손상)에 의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3) 무위 리스크(Inaction)

내부자의 경험 부족이나 무지 또는 적절한 인력배치 실패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

괄한다.

∙ 기술 부족(unskillful):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행동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 가능

한 사건을 포괄한다.



42 연구보고서 2021-07

∙ 상황판단 부족(unknowledgeable): 행동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무지로 인해 발생 가능

한 사건을 포괄한다.

∙ 지도 부족(lack of guidance): 적절한 방향지도의 결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

한다.

∙ 인적자원 부족(lack of resources):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소분류 리스크 동인 관련 리스크 사건 잠재유형

부주의 리스크
(negligent/
unintentional)

실수(mistake) ∙ 로컬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보안 솔루션을 
실수로 비활성화할 경우, 비활성화된 컴퓨터로
부터 기업 전체로의 감염 확산 가능

오류(error)

간과(omission)

악의 리스크
(malicious/
intentional)

사기/기만(fraud)
∙ 해킹, 랜섬웨어 등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포함됨.

내부 직원이 외부인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기
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방해/교란(sabotage)

절도/파손
(theft/vadalism)

무위 리스크
(inaction)

기술 부족(unskillful)

∙ 빅데이터가 활성화됨에 따라 외부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외부 데이터 관리
는 내부 데이터 관리 노하우만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상황판단 부족
(unknowledgeable)

지도 부족
(lack of guidance)

인적자원 부족
(lack of resources)

<표 Ⅲ-2> 인적리스크 유형하 리스크 동인 분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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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및 기술 실패 하위 유형

1) 하드웨어 리스크(Hardware risk)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물리적(또는 유형의) 장치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생산능력 결여(lack of capacity): 장비의 부족한 생산능력으로 인해 주어진 정보량이나 

부하를 처리할 수 없음으로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수행능력 결여(poor performance): 장비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허용된 하드웨어 생산

능력 내에서 지침 또는 프로세스 정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

한다.

∙ 관리 부족(lack of maintenance): 장비의 권장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아, 하드웨어의 

능력이 하락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수명 초과(obsolescence): 권장 수명을 초과한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

건을 포괄한다.

2) 소프트웨어 리스크(Software risk)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자산(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OS 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사건

을 포괄한다.

∙ 호환성 문제(incompatibility): 사용하는 두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동되지 않

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환경설정 문제(configuration management error):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정 및 매개변

수의 부적절한 적용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설정변경 문제(change control issue):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설

정이 변경 되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보안 취약성(security weakness):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 제한적인 보안 설정 혹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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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테스트 문제(testing issue):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설정에 대해 불충분한 테스트 

및 이례적인 테스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프로그래밍 설계(coding practice issue): 구문에 의한 프로그래밍 오류를 포함, 코딩 시 

보안 코딩 관행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3) 시스템 오류 리스크(System errors risk)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통합 시스템상에서의 실패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

건을 포괄한다.

∙ 시스템 부적합성(design error/unsuitability): 프로그램 사용 시 시스템이 제대로 적합되

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개발소통 부족(lack of specification): 부적절한 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의 불충분한 정

의 등으로 인한 요구사항 준수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상호운용성 결여(integration failures): 시스템 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함께 기능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접속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시스템 복잡성(complexity): 시스템 복잡성 또는 과다 구성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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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리스크 동인 관련 리스크 사건 잠재유형

하드웨어 
리스크
(Hardware 
risk)

생산능력 결여
(lack of capacity)

∙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진행 혹은 딥러닝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현 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크기에 
비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수행능력 결여
(poor performance)

관리 부족
(lack of maintenance)

수명 초과
(obsolescence)

소프트웨어 
리스크
(Software 
risk)

호환성 문제
(incompatibility)

∙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기존 프
로그램과 호환성 충돌 문제가 발생하
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 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에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 실
제 서비스가 제공 되었을 때 예상치 못
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환경설정 문제
(configuration management error)

설정변경 문제
(change control issue)

보안 취약성
(security weakness)

테스트 문제
(testing issue)

프로그래밍 설계
(coding practice issue)

시스템 
오류리스크
(System 
errors)

시스템 부적합성
(design error)

∙ 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 시스템 정책 혼
선이 발생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간 통
합이 부적합하여 잘못된 업무가 발생하
는 경우(예, 고객 예금의 잘못된 계좌로 
입금)

개발소통 부족
(lack of specification)

상호운용성 결여
(integration failures)

시스템 복잡성
(complexity)

<표 Ⅲ-3> 시스템 및 기술 실패 유형하 리스크 동인 분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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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 프로세스 실패 하위 유형

1) 프로세스 설계 리스크(Process design or execution risk)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 목적달성에 실패한 프로세스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처리절차 실패(process flow failure): 프로세스 결과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설

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설명 부족(insufficient process documentation): 프로세스 투입값, 출력물, 흐름 등 이

해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문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역할의 불명확성(unclarity in roles and responsibilities): 프로세스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

괄한다.

∙ 소통 실패(notifications and alerts failures):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공시/부적절한 알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의견불일치(service level disagreements): 서비스 기대치에 대한 프로세스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인수인계 실패(task hand-off failures): 프로세스 내의 업무에 대해 비효율적인 인수인

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2) 프로세스 통제 리스크(Process controls risk)

형편없는 시행, 부적합한 통제로 인한 프로세스 운영상 실패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검토의 부적절성(status monitoring failures):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통상적 정보의 부

적절한 검토 또는 대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측정 오류(metrics error): 시간에 따른 프로세스 수행능력 측정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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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검토 실패(periodic review failures):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변경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행정적 실패(process ownership failures): 프로세스에 대한 잘못된 소유권 정의 또는 

잘못된 거버넌스 관행으로 인해 예상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세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3) 프로세스 지원 리스크(Supporting process risk)

기업 내 적절한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의 실패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재정지원 결여(funding issue): 적절한 재정 자원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을 포괄한다.

∙ 조달 실패(procurement failures): 영업 지원에 필요한 적절한 구매 서비스와 상품을 제

공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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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리스크 동인 사례

프로세스 
설계리스크
(Process 
design risk)

처리절차 실패
(process flow failures)

∙ 지나치게 민감한 사이버 보안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악성 공격
일 가능성이 낮거나 실제로 양성인 
활동과 일치할 가능성이 낮은 이벤
트에 대해 과도하게 경고할 수 있
음.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
생할 수 있음

설명 부족
(insufficient process documentation)

역할의 불명확성
(unclarity in roles and responsibilities)

소통 실패
(notifications and alerts failures)

의견불일치
(service level disagreements)

인수인계 실패
(task hand-off failures)

프로세스 
통제리스크
(Process 
controls risk)

검토의 부적절성
(status monitoring failures)

∙ 신 모델을 구현할 때, 모델 검증에 
사용되는 여러 지표들(F1 score, 
recall, prediction 등) 중 데이터에
는 맞지 않는 지표를 사용하여 잘못
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함

측정 오류
(metrics error)

주기적 검토 실패
(periodic review failures)

행정적 실패
(process ownership failures)

프로세스 
지원리스크
(Supporting 
process risk)

재정지원 결여
(funding issue)

∙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불가로 인한 특정 컴퓨터 시스템 
다운 등으로 기업휴지/사업방해 비용 
발생이 가능함

조달 실패
(procurement failures)

<표 Ⅲ-4> 내부 프로세스 실패 유형하 리스크 동인 분류 요약

라. 외부사건 하위 유형

1) 재난 리스크(Natural or man-made risk)

자연적 손인(natural perils) 또는 인적 손인(man-made perils)에 의해서 초래되는 요인

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난적 규모의 사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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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리스크(weather events): 비, 눈, 토네이도 또는 허리케인과 같은 악천후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화재 리스크(fire events): 시설 내 화재 또는 시설 외부화재로 인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홍수(폭우) 리스크(flood/rainfall events): 시설 내의 물난리 또는 시설 외부의 홍수로 

인한 붕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지진 리스크(earthquake events): 지진에 의한 조직 운영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사회불안 리스크(unrest): 시민 장애, 폭동 또는 테러 행위 등으로 인한 운영 중단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전염병 리스크(pandemic): 조직 운영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의료 마비 상태(전염병)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2) 법적 리스크(Legal affairs)

기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법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규정 위반(regulatory compliance):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새 규정 또는 기존 규

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신규 법률(legislation): 디지털화된 서비스, 데이터 관리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영향

을 끼치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소송(litigation): 직원과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직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3) 경영 리스크(Business affairs)

외부 공급자, 시장 상황, 거시경제적 여건 등에서의 문제로 인해 필요한 정보기술 자산 부

족이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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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실패(supplier failures):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공급업체

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시장 경쟁력 결여(competitive disadvantage):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도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술적 열위로 시장 경쟁력이 낮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외부 자금조달 실패(financing failures):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얻을 수 없어 발

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거래상대방 실패(counterparty failures): 거래상대방(국외 또는 국내)의 결제, 이체, 오

픈뱅킹 등의 시스템 장애/결함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4) 제3자(교류) 리스크(Third-party involvement or service dependency)

사업운영의 계속성을 위한 제3자와의 필수적인 교류로부터 발생 가능한 사건을 포괄한다.

∙ 사회인프라 실패(critical infrastructure failures): 기업의 전력 공급, 급수 또는 통신 서

비스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공공서비스 실패(public service failures): 화재, 경찰, 응급 의료 서비스와 같은 공공 대

응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연료 공급 실패(fuel supply failures): 외부 연료 공급 장치 고장(예를 들어, 백업 발전기 

전원 공급 장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 운송 시스템 실패(transportation failures): 외부 운송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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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리스크 동인 사례

재난 리스크
(Natural/
man-made 
perils)

날씨 리스크
(weather events)

∙ COVID-19과 같이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계좌 신규 거래가 증가하면
서 과부하가 발생

∙ 이로 인한 전산 장애, 금융 거래 대량 
발생에 의해 거래로그의 실시간 수집 및 
탐지/분석 지연

화재 리스크
(fire events)

홍수(폭우) 리스크
(flood/rainfall events)

지진 리스크
(earthquake events)

사회불안 리스크
(unrest)

전염병 리스크
(pandemic)

법적 리스크
(Legal affairs)

규정 위반
(regulatory compliance) ∙ 정부 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안 

정책 및 표준, 관행을 강화하면서 해당 법
안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신규 법률
(legislation)

소송
(litigation)

경영 리스크
(Business 
affairs)

공급자 실패
(supplier failures)

∙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 보호 안정성의 
저하로 인해 악성 코드 유입 및 정보 유
출이 발생할 수 있음

시장 경쟁력 결여
(competitive disadvantage)

외부 자금조달 실패
(financing failures)

거래상대방 실패
(counterparty failures)

제3자(교류) 
리스크
(Thirdparty 
involvment/
service 
dependency)

사회인프라 실패
(critical infrastructure failures)

∙ 외부 공공 와이파이(즉, 정부기관/지자체
에서 운영하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접
속하는 고객, 또는 임직원을 통해 외부 해
킹 발생 가능

공공서비스 실패
(public service failures)

연료 공급 실패
(fuel supply failures)

운송 시스템 실패
(transporation failures)

<표 Ⅲ-5> 외부사건 유형하 리스크 동인 분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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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점 고찰: 디지털 전환 사례 매핑

<표 Ⅰ-2>에서 볼 수 있듯이, 바젤 Ⅱ에서 규정하는 운영리스크는 크게 4가지 손실 원인에 

의한 7가지의 손실 사건 유형과 그 하위 유형으로서 20가지로 분류된다. 4가지 손실 원인

은 본 보고서의 대분류 리스크 유형과 동일하며, 20가지의 사건 분류는 손실데이터를 7가

지의 상위 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해 세분화되어 있다. 손실사건 중심으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운영리스크에 의한 잠재적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자본 산출 편의성을 위

한 것으로, 기존 손실 데이터를 사건 특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통계적 특성에서의 이질

성을 고려한다. 즉, 8가지 사업유형에 7가지의 손실사건 유형을 적용하여 56개의 손실 측

정단위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반면, 본 보고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관점에서 잠재적 손실사건의 억제 또는 통제

의 효율성 제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고 등의 목표하에 기존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디

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53가지의 세분화된 리스크 동인은 디지털 전

환을 통해 사업 및 업무영역 전반의 디지털화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유형을 설명하고, 

세부 행동수칙을 개발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세부 행동수칙을 발전시키는 것은 핵심 

리스크 인자(Key Risk Indicators; KRI)를 통해 리스크 수준 계량화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표 Ⅲ-6> 참조).

구분 바젤 운영리스크 유형분류 디지털 운영리스크 유형분류

분류체계 손실사건 중심 유형분류 리스크 동인 파악 중심 유형분류

대분류 4가지 손실원인 유형 4가지 리스크 유형

소분류 7가지 손실사건 유형 13가지 리스크 하위 유형

리스크 요인/동인 20가지 세부 손실사건 유형 53가지 리스크 동인

차이점

∙ 바젤에 의한 분류는 손실사건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산출 활용에 초점(사
업 유형에 따라 56개의 측정단위로 자기자본 추정량 산출)

∙ 제안된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는 바젤에서 규정한 4가지 리스크 원
인을 대분류로 하여 리스크 소분류(13가지)와 53가지의 동인을 세분화

∙ 리스크 동인의 세부적 분류를 통해 전사적 디지털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 행동수칙 개발의 효율성 제고

<표 Ⅲ-6> 기존 바젤 운영리스크 분류(사건유형)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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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에서는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된 유형을 발생 

가능한 몇가지 동인으로 세분화하여 관리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가

지의 손실 사건 유형 중 사이버 보안 또는 디지털 보안과 관련한 유형이 시스템 보안으로 

통합되어 분류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의 분류체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자

체 오류 가능성까지 세분화하여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체계가 손

실추정 목적의 분류체계로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환경변

화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 양상이 이 장에서 제안한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바젤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부

록 표 Ⅰ-1, 2, 3>은 앞서 Ⅱ장에서 기술한 은행의 각 데스크별 디지털 전환 사례(<표 Ⅱ-2, 

3, 4> 참조)를 중심으로 현재 산업의 디지털 변화와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중 소분

류 및 리스크 요인 간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부록 표 Ⅰ-4, 5, 6>은 보험회사들의 디

지털 전환 사례별 디지털 운영리스크 요인으로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전환 사례

와 운영리스크 요인 간 매핑은 인적위험보다는 시스템 및 기술 실패, 내부 프로세스 실패 

중심으로 기술 및 기술 적용 측면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21)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오류 리스크(시스템 및 기술 실패 항목)

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새로운 기술의 전사적 적용에 따른 내부 프로세스상의 

잠재적 문제(개발소통 부족, 처리절차 실패, 검토의 부적절성 등)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젤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의 차

이점이다. <부록 Ⅰ>에 제시된 표에는 바젤 분류체계 기준 매핑 결과와 함께 두 분류체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Ⅲ-6>에서 알 수 있듯이, 바젤 분류체계의 경우 제안된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달리 소분류-리스크 요인 항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

아, 손실유형 및 하위유형을 이에 대응하는 분류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디지털 리스크 관

점에서 두 분류체계 간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 및 기술 실패에 따른 세부 리스크 유형을 

판단할 요인의 유무이다. 본 보고서의 분류체계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오류 리스크 분류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사이버 시스템상 발생 가능한 손실 동인 판단

이 가능한 반면, 바젤 체계의 경우 ‘시스템 장애’ 요인으로 포괄적 분류만 가능하다. 

21) 본 장에서 제시한 디지털 전환 사례와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간 매핑 결과는 본 보고서의 평가에 따른 결과이므로, 

분류체계를 바라보는 조직별 디지털 전환 특성 및 실제 적용 사례에 따라 매핑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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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제안된 분류체계에서는 개발소통 부족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관련한 리스

크 요인들이 세분화되어 있어 내부 프로세스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보다 정교

하게 관리함으로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바젤 체계의 경우 ‘모니터링과 보고’ 항목으로 손실유형이 단순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분류체계와는 다르게 바젤 체계에서는 시장 경쟁력 결여나 신규 규정/법률

에 관한 리스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및 신

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발전/적용, 법적 분쟁 등의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사적 운영리스크(또는 전사리스크; enterprise risk) 관점에서 전략, 평판, 법적 리스크

를 배제하고 있는 바젤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분류체계가 이러

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부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디지털 리스크 간 비교

이번에는 디지털 운영리스크와 보험시장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리스크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리스크와 보험시장에서 보장하는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하방리스크

(downside risk)로서의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리스크의 특성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 전략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표 Ⅲ-7>은 Eling 

and Wirfs(2016)를 참고하여 보험시장에서 다뤄지는 리스크 중 대표적으로 재물, 책임, 

재해리스크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업의 운영리스크,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7가지 관점

에서 비교하고 있다. 

재물리스크와 책임리스크는 국내시장에서 자동차, 주택화재, 배상책임 등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보장이 되고 있다. 즉, 부보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시장성을 담보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쟁시장의 특성을 보인다. 재물리스크

의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short-tail 특성을 

보이고, 책임리스크의 경우 배상책임이 결정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긴 long-tail 특성을 보인다. 재해리스크는 재물 및 책임리스크를 보장하는 기존 보험

상품을 통해서 일부 보장이 가능하나, 국내시장에서는 태풍,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한 손실

에 초점을 맞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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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와 같이 short-tail 특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운영리스크와 디지털 운영리스크의 경우 데이터 유출과 같이 배상책임으로 이어

지는 손실사건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고빈도-저심도의 손실 유형도 포괄하고 있어 

short-tail과 long-tail 특성 모두 가지고 있다. 위험대상 측면에서는 재물리스크, 재해리스

크가 대체적으로 피해기업(또는 개인)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책임리스크는 제

3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장이 이루어진다. 운영리스크는 피해 당사자와 제3자 모두

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리스크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구분 재물리스크 책임리스크 재해리스크
일반 

운영리스크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보상
기간

short-tail long-tail short-tail
short & 
long-tail

short & 
long-tail

위험대상
당사자

(first party)
제3자

(third party)
당사자

당사자 및 
제3자

당사자 및 
제3자

손실 빈도 고빈도 고빈도1) 저빈도
저빈도 및 

고빈도
저빈도 및 

고빈도

손실 심도
저심도 및 

고심도
저심도 및 

고심도
고심도

저심도 및 
고심도

저심도 및 
고심도

측정가능성 높음
중간

(과거사례 가용 
여부에 따라)

중간
(재해 종류에 

따라)

중간
(손실자료 가용 
여부에 따라)

낮음

상호연결성
중간

(위험 유형에 
따라)

중간2) 높음 낮음
중간

(위험 유형에 
따라)

표준화 
가능성3) 높음 높음 높음 중간 낮음

주: 1) 국내시장에서 일반배상책임이나 자동차과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실의 고빈도 특성을 나타냄

주: 2) 예를 들어 손실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과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단일 손실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주: 3) 표준화 가능성(standardization)은 정의(definition)와 보장범위(coverage)로 구분하여 판단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본 보고서의 분류체계 목적에 따라 정의에 대해서 수준을 평가함

자료: Eling and Wirfs(2016)의 <Table 3>을 재구성함

<표 Ⅲ-7>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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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빈도와 심도 관점에서는 운영리스크가 다양한 빈도의 손실 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다른 리스크들에 비해 넓은 스펙트럼을 내재하고 있고, 심도 측면에서도 다양한 크기의 

손실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위험사건에 의한 비용 및 잠재적 손실의 영향에 관한 측정가

능성에 있어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는 다른 리스크 유형 및 일반적인 운영리스크와 달리 과

거 사례, 손실자료 등이 불충분하고, 이머징 리스크로서 정의, 분류의 불명확성과 모형의 

부재 등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특히, 디지털 환경 또는 사이버 네트워크상

의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인해 손실사건 간의 연결성 또는 위험요인 간의 연

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화를 평가할 시장성 측면에서는 위험 인수절차에서의 표준화 작업

이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 디지털 운영리스크는 그 유형 및 범위가 넓어 표준화가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비교분석을 통해 디지털 운영

리스크의 특성을 판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전략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영리스크 관리 전략은 리스크통제자가진단(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RCSA)을 통해 손실 사전관리 시스템(pre-loss management)을 구축하여 시

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운영리스크는 이머징 리스크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략의 다

양화가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운영리스크의 잠재 손실 빈도와 심도를 기반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