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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추정

1. 개요

이 장에서는 앞서 분류한 디지털 운영리스크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상 

심도 및 빈도의 통계적 분포를 추정하고, 잠재적 손실의 크기를 판단하고자 한다. 최적 리

스크 관리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량적인 리스크 분석이 요구된다. 즉, 가용한 

손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통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향후에 얼마

나 자주, 어느정도의 크기로 발생 가능한지 예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리스크의 통계적 

속성은 기본적으로 해당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손실자료의 빈도 및 심도의 분포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를 파악하고 나면 앞서 논의한 리스크 관리 전략(<그림 Ⅳ-1> 참조) 중 최적

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통계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2. 활용 데이터

운영리스크의 손실자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리스크(예를 들면, 시장 또는 신용리스

크) 관련 자료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기업 내부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손실자료도 많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조차 충분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28)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함께 외부 가용 데이터를 병합하여 손실자료의 

크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부 가용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Wei, Li and 

Zhu(2018)는 66개의 운영리스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몇 가지 유형 및 가장 많이 활용되

는 자료 위주로 분석하였다(<표 Ⅴ-1> 참조). 

28) Wei, Li and Zhu(2018)는 운영리스크 관련 301개의 학술논문과 66개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음. 해

당 연구는 개별 은행이 축적하는 운영리스크 내부 손실자료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음. 첫 번째로 자료의 

크기가 충분치 않아 의미있는 모델링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손실이 고빈도-저심도

(low frequency-high severity) 유형이기 때문에 미래 발생가능한 극단적 손실을 추정하는 데 제한이 있음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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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베이스>

유형 데이터베이스 출처 발행연도 최소손실 관측치수(개)

컨소
시엄

은행

ORX-GBD ORX 2002 €20,000
525,395 

(2016 기준)

DIPO
이탈리아

은행연합회
2003 €5,000 -

DakOR
독일공공

은행연합회
2006 - -

DSGV
독일저축

은행연합회
- - -

GOLD
영국은행 
연합회

2000 - -

OLDSCD
미국은행 
연합회

2003 - -

Cordex
인도은행 
연합회

2008 - -

HunOR
헝가리

은행연합회
2007 HUF50,000

약 4,000 
(2009 기준)

보험

ORX-GID ORX 2015 - -

ORIC
영국보험 
연합회

2005 £10,000
약 2,000

(2009 기준)

상업용

Algo FIRST IBM 1998 $1million
약 14,500
(2016 기준)

Algo OpData IBM - $1million
약 14,000
(2017 기준)

SAS OpRisk SAS 2005 $100,000
약 38,000
(2021 기준)

WTW
Willis

Towers
Watson

- - -

OpBase Aon - - -

<디지털/사이버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베이스>

유형 데이터베이스 발행연도 최소손실 관측치수(개)

디지털/사이버 
리스크 손실

Advisen - - 약 90,000

데이터 유출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2005 - 약 9,000

디지털/사이버 
리스크 손실

Cowbell Cyber - - 약 22,000

자료: Wei, Li and Zhu(2018)의 <Table 2, 4>를 포함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표 Ⅴ-1> 일반 운영리스크 및 디지털/사이버 운영리스크 관련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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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표 Ⅴ-1>에 나열된 데이터 중 디지털/사이버 운영리스크 손실에 초점을 

맞춘 Cowbell Cyber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이버 보험회사인 Cowbell Cyber Inc.에서 다수의 사이버 운영리스크 손실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자체 리스크 인수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내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손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장에서 제공하는 통계적 결과는 특정 회사 단위(firm-level)에 적용되지 않고, 

미국 시장 단위에 적용되는 값임을 밝힌다.29)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각 손실사건에 대한 

다수의 정보30)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손실변수인 Total loss amount

의 월별 빈도 및 심도값을 가지고 일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상 금융 및 보험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비금융권에 속하는 기업을 분류하여 추출하

였으며, 두 산업유형 간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운영리스크 데이터를 손실 빈도(loss frequency)와 심도(severity)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데이터는 이산분포(discrete distribution)을 따르

며, 시간간격에 따라 다수의 0값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일단위(daily)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분포 적합성 향상을 위해 본 분석에서는 손실자료를 

월단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손실 심도의 경우 연속분포(continuous dis-

tribution)를 따르고 비음(non-negative)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빈도와 마찬가지로 다

수의 0값(손실사건이 보고되었으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여부 확인이 되지 않

29) 즉, 손실 빈도의 경우 미국 시장 내 디지털 또는 사이버 리스크 손실 사건의 월별 발생 횟수를 의미하고, 손실 

심도의 경우 사건별 발생 규모로 해석할 수 있음.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의 한계점은 미국 시장 내 발생한 손실사

건의 모집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임. 이는 손실 사건 보고에 관한 규제가 주별로 존재하더라도 손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매우 소규모 사건이거나, 손실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외부 공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상의 편향(bias)이 존재함을 밝힘. 또한, 국내 디지털 및 사이버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고, 피해기업의 특성이나 규모 측면에서도 국내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또는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의 관측치 수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들 

중 하나이며, 실제 손실액 및 데이터 유출 건수 등의 정량변수들을 가지는 관측치 수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 향후 국내시장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수집가능하다면 국내 금융시장 환

경에 적합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0)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는 정보로는 피해기업 업종, 피해기업 위치(주단위), 데이터 유출 건수(데이터 유출 사건에 

한함), 리스크 유형, 보안점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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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손실자료는 전형적으로 보험 손실자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의 최적 분포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적합하고, 

각각의 수준을 리스크 매트릭스(또는 리스크 맵)에 도식화하여 해당 리스크 유형을 판단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리스크 유형은 데이

터의 특성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표 Ⅴ-2> 참조).31) 이와 같이 두가지 리스

크 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유형별 충분한 분석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존 연구들

과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분석 및 보장영역을 규정하기 때

문이다.32)

손실 빈도와 심도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손실 빈

도의 경우 운영리스크 손실분포접근법(LDA) 및 보험 손실데이터 분석 시 많이 활용되는 

포아송(Poisson), 음이항(negative binomial) 분포를 사용하였다.33) 월단위 손실자료에 

다수 관찰되는 0값(손실사건 미발생)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영과잉 포아송(zero-in-

flated Poission)분포 또한 사용하여 검정을 진행하였다. 손실 심도의 경우 기존 문헌에서 

많이 활용한 감마(gamma), 로그정규(log-normal)분포 및 극단적 규모의 손실의 적합성

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 초과극값(peaks-over-threshold; POT) 방법도 적용하였다.34) 

POT 방법의 경우 로그정규분포와 일반화 파레토 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의 합성분포를 활용하였다.35)

31) 데이터가 제공하는 리스크 유형상 앞서 Ⅲ장에서 제안한 분류체계하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손실자료를 충분히 축적한다면 제안한 분류체계하에서 이질적 특성의 리스크 요인들을 통

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손실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2) 기존 문헌은, 예를 들어, Edwards et al.(2016), Eling and Jung(2018)을 참조함. Romanosky et al.(2019)에

서는 현재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00가지의 보험상품을 분석하여 크게 악의적 리스크를 보장하

는 상품과 우연/실수에 의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특히, 악의적 리스크

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악의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들은 기

존 손해보험의 특약 형태가 아닌 주로 단독형 상품(stand-alone)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33) Edwards et al.(2016), Eling and Jung(2018), Eling and Wirfs(2019)를 참조함

34) 일반 운영리스크 측면에서는 Moscadelli(2004), Shevchenko(2010)를, 디지털/사이버 운영리스크 측면에서는 

Wheatley, Maillart and Sornette(2016), Eling and Wirfs(2019)를 참조함

35) 본 보고서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최적 분포에 관한 통계적 검정 결과만 제공함(<표 Ⅴ-5> 및 <표 Ⅴ-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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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리스크 유형
(Malicious risk)

기타 리스크 유형
(Non-malicious risk)

• 신원도용(identity theft)
• 악의적 데이터유출(malicious data breach)
• 피싱/위장/도용(phishing&spoofing)
• 사적정보 침해(privacy breach)
• 신용카드 정보도용(skimming)
• 데이터 탈취(stolen data)
• 사이버상 탈취(cyber extortion)

• 네트워크 교란(network disruption)
• 환경설정/프로세싱 오류 

(configuration/processing errors)
• 의도치 않은 데이터 유출

(unintended data breach)

<표 Ⅴ-2> 실증분석을 위한 리스크 분류

4. 분석결과

<표 Ⅴ-3>과 <표 Ⅴ-4>는 각각 금융기업 및 비금융기업의 월단위 손실 빈도 및 심도의 기

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금융 및 비금융기업 모두 악의적 리스크에 의한 손실사건이 비악의

적 리스크에 의한 손실사건에 비해 평균적으로 월 7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손실의 규모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금융기업이 10배, 비금융기업이 5배

가량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금융권에 속한 기업들이 금융권에 속한 기업들

보다 더 자주 손실을 경험하며, 더 큰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악의적 리스크
(malicious risk)

비악의적 리스크
(non-malicious risk)

손실 빈도 손실 심도 손실 빈도 손실 심도

Mean 21.68 7.25 3.13 0.71

Std 28.09 33.88 3.43 4.64

Max 181.00 393.50 14.00 46.50

median 12.00 0.00 2.00 0.00

min 0.00 0.00 0.00 0.00

주: 손실 빈도는 횟수를 나타내고, 손실 심도의 단위는 $million임

<표 Ⅴ-3> 월별 손실 빈도 및 심도의 기초통계량(금융기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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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악의적 리스크
(malicious risk)

비악의적 리스크
(non-malicious risk)

손실 빈도 손실 심도 손실 빈도 손실 심도

Mean 55.26 23.24 7.31 4.78

Std 63.86 139.64 7.38 34.16

Max 355.00 2,000.43 31.00 400.00

median 35.00 6.33 5.00 0.00

min 0.00 0.00 0.00 0.00

주: 손실 빈도는 횟수를 나타내고, 손실 심도의 단위는 $million임

<표 Ⅴ-4> 월별 손실 빈도 및 심도의 기초통계량(비금융기업 데이터)

적합성 검정은 로그가능도(Log-likelihood), 정보통계량(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 및 분포 적합성 테스트 결과(빈도는 Chi-square test, 심도는 Kolmogorov- 

Smirnov test)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36) 최소 AIC를 기준으로 월별 손실 빈도와 심도에 

관한 분포 적합성 검정 결과, 손실 빈도의 경우 금융, 비금융산업 및 두 가지 리스크 유형 

모두 음이항 분포를 따르며, 손실 심도의 경우 로그정규분포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적합성 검정 결과는 <표 Ⅴ-5>, <표 Ⅴ-6> 참조). 적합성 검정의 시각화된 결과

는 <부록 그림 Ⅱ-1~4>의 진단 그래프(빈도그래프, Q-Q plot, P-P plot, CDF plot)를 통

해 재확인할 수 있다.

월별 손실 빈도 및 심도의 통계적 적합성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Ⅴ-1>에서는 금융

기관의 손실 빈도 및 심도의 리스크 맵을, <그림 Ⅴ-2>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손실 빈도 및 

심도의 리스크 맵을 도식화하였다. 각 리스크 맵은 다섯단계의 수준(Extreme-Large- 

Medium-Small-Negligible)으로 구분되며,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빈도에 대해서는 

적합된 분포의 분위수(2%-10%-50%- 80%)를 사용하였고 심도에 대해서는 적합된 분포의 

분위수(25%-50%-70%-90%)를 사용하였다.37) 

36) 연속분포(continuous distribution)에 대한 적합성 검정으로서 일반적으로 Kolmogorov-Smirnov(K-S)가 널리 

사용되지만, Anderson-Darling(A-D) 검정 또한 특정 상황(예를 들어, 분포 꼬리부분의 적합성 검정 등) 및 여

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음(Evans, Drew and Leemis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

서에서는 결과가 명확히 도출되고 대표성을 가지는 K-S 적합성 검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

37) 해당 기준점은 0값의 밀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빈도에 관한 기준점의 경우 Louisot and Ketcham 

(2014)의 Ch.9을 참조하였음. 구체적으로 해당 기준점을 적용한 각 단계에서의 손실 빈도는 Extreme(월 45회 

이상), Large(월 17~44회), Medium(월 2~16회), Small(월 1회), Negligible(월 0회)이고, 손실 심도는 Ext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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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악의적 리스크

(malicious risk)
비악의적 리스크

(non-malicious risk)

금융권

LogLik -974.40 -549.37

AIC 1,952.80 1,102.75

Chi-sqr 29.91 28.89

비금융권

LogLik -1,200.70 -734.88

AIC 2,405.41 1,473.76

Chi-sqr 28.07 16.96

주: Chi-sqr는 Chi-squared 검정의 통계량(statistics)을 의미함

<표 Ⅴ-5> 월별 손실 빈도 적합성 검정 결과(음이항 분포)

구분
악의적 리스크

(malicious risk)
비악의적 리스크

(non-malicious risk)

금융권

LogLik -1,876.07 -326.21

AIC 3,756.15 656.43

K-S 0.08 0.15

비금융권

LogLik -2,870.58 -946.77

AIC 5,745.15 1,897.55

K-S 0.07 0.06

주: K-S는 Kolmogorov-Smirnov 검정의 통계량(statistics)을 의미함

<표 Ⅴ-6> 월별 손실 심도 적합성 검정 결과(로그정규분포)

각 리스크 맵에서는 손실 빈도 및 심도 수준을 적합분포에 따른 확률값에 따라 세 가지 유

형으로 평가하였다. 즉, 검정색은 해당 수준의 손실 횟수(예를 들면, 손실 빈도의 Extreme 

수준은 월 45회 이상)가 발생할 확률이 40% 이상, 회색은 15%~40%, 흰색은 15% 이하를 

(월 $10.26million 이상), Large(월 $0.597million~10.26million), Medium(월 $3,350~0.597million), Small

(월 $1~3,350), Negligible(월 $1 이하)임. 매트릭스 구성을 위한 기준점 선정은 기업의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에 따라 특이점 또는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를 보이는 분위 수를 도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참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종업계, 유사규모의 타 기업 사례 등을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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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38)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식화된 손실 빈도의 경우, 금융 및 비금융기관 모

두 악의적 리스크에 의한 사건이 발생할 횟수가 월 2~16회 이하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으며, 비악의적 리스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 2~16회 이하 범위 안에 들어갈 확

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악의적 리스크의 경우 금융 및 비금융기관 모두에서 

‘Large’ 레벨 이상 손실 빈도 수준이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비악의적 리스크의 경우 상

대적으로 적은 빈도수준(‘Small’ 이하)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업이든, 비금융

기업이든 보안수준 향상 및 내부 보안교육 강화 등의 노력 증진 등을 통해 악의적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에 의한 손실사건 빈도를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손실 심도의 경우, 금융기업에서 악의적 리스크에 의한 손실규모가 비악의적 리스크에 의

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비금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악의적 리스

크의 매우 적은 수준의 손실 심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국 금융 및 

비금융기관의 도식화된 리스크 수준은 공통적으로 악의적 리스크의 심도수준이 더 우려

스러운 상황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악의적 리스크는 고빈도-고심도 손실 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비악의적 리스크는 저빈도-저심도 

또는 고빈도-저심도 유형의 손실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이론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르면, 악의적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의 

경우 리스크 전가 또는 회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비악의적 리스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리스크 보유 및 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과적 리스크 전가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나, 비악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보유 및 통제 전략은 정확한 손실평가 모형 개발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투자 확

대,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 의사결정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규모 사건들에 의한 비용 증

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스크 관리 전략 부재로 인한 시장 내 기업의 명성 하락 등의 간

접적 비용 증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금융 및 비금융기업 모두 인식해야 한다.

38) 유형을 분류하는 확률 기준에 관한 이론적 또는 관습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과거 자료 및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의 수준을 자체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의 경우 다수

의 산업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업들의 위험에 대한 수준을 경험적 방식으로 판단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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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빈도 리스크 맵 손실 심도 리스크 맵

주: 손실 빈도의 다섯단계 수준(Extreme-Large-Medium-Small-Negligible)은 적합분포의 분위수(2%-10%-5

0%-8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정색은 해당 수준의 손실횟수가 발생할 확률이 40% 이상, 회색은 15~

40%, 흰색은 15% 이하를 의미함. 각 수준에 해당하는 발생 횟수는 Extreme(월 45회 이상), Large(월 17~4

4회), Medium(월 2~16회), Small(월 1회), Negligible(월 0회)임. 손실 심도의 다섯 단계 수준(Extreme-Lar

ge-Medium-Small-Negligible)은 적합분포의 분위수(25%-50%-70%-9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검

정색은 해당 수준의 손실규모가 발생할 확률이 40% 이상, 회색은 15~40%, 흰색은 15% 이하를 의미함. 각 

수준에 해당하는 발생규모는 Extreme(월 $10.26million 이상), Large(월 $0.597million~10.26million), Me

dium(월 $3,350~0.597million), Small(월 $1~3,350), Negligible(월 $1 이하)임

<그림 Ⅴ-1> 금융기관 리스크 맵

손실 빈도 리스크 맵 손실 심도 리스크 맵

주: 손실 빈도의 다섯단계 수준(Extreme-Large-Medium-Small-Negligible)은 적합분포의 분위수(2%-10%-5

0%-8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정색은 해당 수준의 손실횟수가 발생할 확률이 40% 이상, 회색은 15~

40%, 흰색은 15%이하를 의미함. 각 수준에 해당하는 발생 횟수는 Extreme(월 45회 이상), Large(월 17~44

회), Medium(월 2~16회), Small(월 1회), Negligible(월 0회)임. 손실 심도의 다섯 단계 수준(Extreme-Larg

e-Medium-Small-Negligible)은 적합분포의 분위수(25%-50%-70%-9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검

정색은 해당 수준의 손실규모가 발생할 확률이 40% 이상, 회색은 15~40%, 흰색은 15% 이하를 의미함. 각 

수준에 해당하는 발생규모는 Extreme(월 $10.26million이상), Large(월 $0.597million~10.26million), Me

dium(월 $3,350~0.597million), Small(월 $1~3,350), Negligible(월 $1 이하)임

<그림 Ⅴ-2> 비금융기관 리스크 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