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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은 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나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따라 이루

어지고 있다. 그 과정은 자산분석, 위협분석, 취약성분석, 대응책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이 과

정은 분석 대상, 즉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방법은 그 대상을 물리적 자산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 규약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면 위험 분석의

대상을 운영에 따른 분류를 통해 규명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자산 중심의 기존 방법과 더불

어 업무 중심의 분석 방법이 유용할 수도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상

황에따라물리적자산중심의방법과업무중심의방법의유용성의차이를예를들어분석하였다.

주요용어: 국제결제은행, 운영위험, 위험분석, 정보보안, 컨조인트분석.

1. 서론

정보시스템에 어떤 위협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을 그림 1.1에 그려 보았다. 위험분석은 자

산, 위협, 취약성,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측정된 위험의 수준을 원하는 수

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호대책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것을 위험평가라고 한다. 한편, 위험분석과 위험평

가를 통칭하여 위험관리라고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위험분석은 적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환

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분석

방법론은결과의성격에따른분류와요구사항에따른분류로나눠진다. 기존방법의개념과유형, 장단

점을표 1.1에정리하였다. 두방법의근본적인차이는손실을정량적으로계산할것인가와그렇지않으

면 정성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정량적으로 손실이 얼마라고 할 수 만 있다면 좋겠으나

자산의가치를측정하는것이반드시정량적으로이루어질수없는측면이있다. 자산에대한평가혹은

감정도 역시 주관적인 면이 있고 자산을 정성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

에따라서두가지방법을적절히혼합하여사용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그런데, 어느방법을사용하던지공통적으로자산을확인하는과정이우선되어야하는데그과정에몇

가지어려운점이있다. 무엇보다모든자산을분석한다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할수있다는것이고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점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Ahn과 Jo, 2003). 한편,

정보시스템의궁극적목적은원활한정보서비스의수행에있다고할때, 정보시스템에서자산을파악하

는것도중요하지만업무의흐름을파악하고그에따른시스템의위험을파악하는것도중요하다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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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자산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의 중단 혹은 지연이 발생하면 바로 그것이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위험 분석을 자산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금융기관에서

는약간다른의미의위험분석이업무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김종호, 2001).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위험분석의 대상을 자산 중심으로 하는 것과 업무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

견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심의 위험분석을 간단히 소개

하고 기존의 자산 중심의 분석과 업무 중심의 분석을 비교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간단한 실험

을 통해 그 차이를 실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서술하면, 본 연구의 예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위

협 (혹은 침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물리적 분류에 중요성이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관심

이있는경우에는운영상의분류가더의미가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그렇다면예로주어진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자산에 주어지는 위협에 대한 대비와 그로인한 운영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안 방법을

적절히설정하는것이요구된다고하겠다.

그림 1.1 자산에 대한 침해, 보호 그리고 손실의 관계

표 1.1 정량적/정성적 방법의 비교

구분 정량적방법(Quantitative Approach) 정성적방법(Qualitative Approach)

개념 -기대위험가치 분석을 위험발생확률과 -손실크기를 화폐가치로 표현하기 어렵다

손실크기를 통해 계량적으로 산출한다. -위험크기는 기술변수로 표현한다.

유형

-수학공식 접근법 -델파이법

-확률분포 -시나리오법

-퍼지 행렬법 -순위결정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퍼지 행렬법

-과거자료 분석법 -질문서법

척도 연간기대손실(ALE) 점수 (5점척도, 10점척도)

장점
-비용, 가치 분석, 예산기회, 자료 분석이 쉽다. -금액화하기 어려운 정보의 평가가 가능하다.

-분석시간이 짧고 이해가 쉽다.

단점 분석의 시간, 노력, 비용이 크다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구

-BDSS -CRAMN

-RISKCALK -LAVA

-RISKWATCH -RISKPAC

-AnalyZ -MARION

-RANK-KE -NetRISK

-L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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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및 방법

2.1. 운영위험

NBA (New Basel Accord)는 1988년에 체결된 기존의 BIS (국제결제은행)협약을 보완한 것으로 은

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NBA와 기존의 BIS협약 사이의 차이점은 운영위

험 (operational risk)이 추가된 점이다. 운영위험은 ‘부적적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의 위험으로 법률위험은 포함하나 전략위험과 평판위험은 배제한다.’ 라

고 정의된다 (BCSB, 2004). BIS는 금융 기관의 사업 분야를 ① 투자금융, ② 트레이딩과 매매, ③ 소

매금융, ④ 기업금융, ⑤ 지급과 결제, ⑥ 대행서비스, ⑦ 자산관리, ⑧ 소매중개의 여덟 가지 사업 분야

로 나누고 운영위험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⑴ 내부사취, ⑵ 외부사취, ⑶ 고용관행과 작업장 안전, ⑷ 고

객, 상품과 사업관행, ⑸ 유형자산의 손실, ⑹ 사업방해와 시스템손실 그리고 ⑺ 체결, 인도 및 과정관리

와같은일곱가지로분류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7×8가지의 사업 영역과 사건간의 조합이 정의되고 각각의 조합에 대한 손실

을파악하는과정을통해위험을관리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조하현등, 2004). 7×8가지조합에더

불어 네 가지 원인 (과정, 사람, 시스템, 외부요인)을 추가한 그림 2.1과 같은 3차원 구조 속에서 위험을

관리하는방법이요구되기도한다 (장욱, 2004).

그림 2.1 운영위험 3차원 구조(출처: 장욱, 2004, p72)

몇 가지 정보 시스템의 업무 영역을 분류하면 예를 들어 표 2.1과 같다 (Kim과 Kim, 2008; Park

등, 2008; 신종민과 최덕원, 2000; 오상렬 등, 2002, 주철민 등, 1999). 한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

고는 그림 2.2와 같이 윔·바이러스, 해킹신고처리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예를 들어, 국방관련 시스템의 경우 네 가지 업무분야와 여덟 가지의 사건을 고려할 수 있고 총 32 가

지 조합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각 32개 조합 그림 2.3에 해당하는 손실을 계산하여 합하면 전체

시스템의손실을구할수있겠다.

2.2. 컨조인트 분석

그럼 과연 업무별 분석이 정보시스템을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에게 자산별 분류에 의한 손실 예측과 업무별 분류에 의한 손실 예측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어느 방법이 손실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통계학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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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업무 분류표 예시

교육 군사 금융 병원 중소기업

업무영역

교무 기획 수신 환자진료 인사

학사 획득 여신 환자간호 회계

인사 인사 외환 약품조제 영업

회계 기타 카드 /제제 무역

물품 (정훈, 자금운용 진료비 생산

시설 군사시설, 공통 수납 구매

동원 등) 고객정보 /청구 자재

대행업무 품질

기타 원가

그림 2.2 월간 침해 사고 통계-예시

그림 2.3 국방 분야 업무/위협 이차원 그림 예시

런종류의실험을수행하는방법으로컨조인트분석이사용되는데간단히그에대해설명하고사례를들

어분석을수행하도록하겠다.

컨조인트분석은 본래 마케팅조사에서 특정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 (이훈영, 2005)으로서 생산 (지혜영과 조완현, 2009), 소비자 (민완기 등, 2000)와 교육

(Hur와 Pak, 2007)과관련된여러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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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분석의 분석 절차는 ① 특정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서로 다양하게

결합하여 여러 가지 가상 상품을 만든다. ② 응답자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순위를 정하게 한다. ③ 순위

를 이용하여 특성들의 효용도와 중요도를 계산한다 (이훈영, 2005).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속성들

의 총효용을 특정 속성의 효용값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Levy, 1995). 본 연구에서는 손실 크기에 대한

순위를조사하여컨조인트분석을응용하고자한다.

컨조인트분석은일종의실험계획법으로서식 (2.1)과같은모형을기본으로한다.

Ui = β0 +

h1∑
t=1

β1tX1t + . . .+

hk∑
t=1

βktXkt + ϵi, (2.1)

hj = mj − 1, i = 1, 2, . . . , n; j = 1, 2, . . . , k

여기서 k는 속성의 수, n은 주 프로파일의 수, mj는 j번째 속성의 수준 수이며, X1t, . . . , Xkt는 각

속성의 수준을 정의하는 지시변수이다. 식 (2.1)에서 추정치 β̂1t, . . . , β̂kt를 구하면 j번째 속성의 t번째

수준의부분가치는

ajt =

{
β̂jt t = 1, . . . , hj

−
∑hj

t=1 β̂jt t = mj

가된다. 한편, 각속성의중요도 rj는수준별부분가치범위의상대적비중인

rj =
wj∑k
j=1 wj

, wj = max
t

(ajt)−min
t

(ajt)

의정의된다.

3. 분석 사례

D대학교의 전산센터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중요한 자산 (서버) 세 가지 (SUN Fire V880; SUN

E25K; HP9000/L2000), 중요한 업무 세 가지 (학사/행정;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중대한 위협 세 가

지 (DDOS; 악성프로그램; 사용자도용) 그리고 보안 방법 세 가지 (방어벽; 인증시스템; 암호화)를 결

정하였다. 주어진 속성을 바탕으로 자산분류/업무분류에 대한 아홉 가지 조합 (프로파일)을 정하였다

(표 3.1 - 표 3.2). 이렇게구성된각각의프로파일에대하여예상손실크기에따른순위를 1등부터 9등

까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0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자가 해당 전산센터를 방문, 배포

및 수거하였다. 모두 16명의 관계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기종에 따른 분석과 업무에 따른 분석에

다소간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표 3.3 - 표 3.4).

• 자산분류에따른분석 (표 3.3)

� 위협이 손실을 예측함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기종별 분류가 손실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에

게가장중요한요인이아님

� 위협이 보안 보다 중요하다고 나타남-기종이라는 명확한 물리적 대상이 존재함으로 위협의 대상이

명확하기때문이라고사려됨

� DDOS가 가장 위협적이고 인증시스템이 손실을 발생시키기에 영향력 (즉,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

지 못하는)이 있음-DDOS에 대한 효용이 가장 큰 양수임으로 DDOS가 손실을 크게 만드는데 가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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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는위협임

• 업무분류에따른분석 (표 3.4)

� 업무의구분이손실을예측함에가장중요함-손실을판단함에있어업무별분류가효과가있음

� 보안이 위협 보다 중요하다고 나타남-업무라는 무형적 대상에 대하여는 위협의 방향이 모호하여

방어적자세를취함

� 업무 중 학사/행정지원이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악성프로그램이 가장 손실을 크게 유발

하고방어벽이손실에대처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보임

실제로 업무의 구분을 통한 분석이 자산 (기종)별 분석 보다 손실을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시된 조사에 국한하여 볼 때, 전제 시스템을 업무별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손실을 분석함에

있어 자산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 보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산에 관하여는 위

협이, 업무와 관하여는 보안이 손실과 관련하여 우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위협의 분명한 목적

지가 구분 가능한 자산 분류에 의한 손실 분석에서는 위협의 존재가 중요하고 업무라는 무형적 개념에

관하여는 보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겠다. 가능하다면 자산 (기종)과

해당 자산이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위험분석을 (자산, 업무)로 짝을 지어 위협과 그에 대한 보안을

동시에고려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표 3.1 자산분류에 의한 프로파일

서버 위협 보안

SUN Fire V880 DDOS 방어벽

SUN Fire V880 사용자도용 인증시스템

SUN Fire V880 악성프로그램 암호화

HP9000/L2000 DDOS 인증시스템

HP9000/L2000 사용자도용 암호화

HP9000/L2000 악성프로그램 방어벽

SUN E25K DDOS 암호화

SUN E25K 사용자도용 방어벽

SUN E25K 악성프로그램 인증시스템

표 3.2 업무 분류에 의한 프로파일

업무 위협 보안

사이버강의 악성프로그램 방어벽

SUN Fire V880 사용자도용 암호화

사이버강의 DDOS 암호화

HP9000/L2000 악성프로그램 인증시스템

HP9000/L2000 악성프로그램 암호화

사이버강의 사용자도용 인증시스템

SUN E25K 사용자도용 방어벽

SUN E25K DDOS 인증시스템

SUN E25K DDOS 방어벽

4. 결론

전산 관련 위험을 측정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방법이 자산의 분류에 따른 분석을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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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산분류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 결과

요인 속성 효용 중요도

기종

SUN Fire V880 -.062

36.170HP9000/L2000 .563

SUN E25K -.500

위협

DDOS 1.021

57.447사용자도용 -.667

악성프로그램 -.354

보안

방어벽 -.062

6.383인증시스템 .125

암호화 -.063

표 3.4 업무분류에 따른 컨조인트 분석 결과

요인 속성 효용 중요도

업무

학사/행정지원 1.111

58.015홈페이지 관리 -.5783

사이버 강의 -.533

위협

DDOS -.089

7.634사용자도용 -.044

악성프로그램 .133

보안

방어벽 -.533

34.351인증시스템 .067

암호화 .467

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운영위험과 같이 업무에 따른 손실을 측정하여 위험을 관리할 것

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자산 혹은 업무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보았다. 사례 연구 결과 위험 분석의 대상이 자산인지 업무인지에 따라 위협

과보안을고려하는수준이다름을볼수있었다. 자산을중심으로하는위험관리는그목적이위협으로

부터의 시스템 안정성이라면 업무 중심의 위험관리는 위협 상황에서의 적절한 보안을 통한 시스템의 지

속성이 그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위협 (혹은 침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

산의 물리적 분류에 중요성이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상의 분류가 더

의미가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그렇다면예로주어진시스템의경우, 물리적자산에주어지는위협에

대한대비와그로인한운영상의손실을줄이기위한보안방법을적절히설정하는것이요구된다고하겠

다. 즉, 두가지분석방법의적절한결합을통해바람직한위험관리가가능할것이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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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isk analysis on information related assets is conduct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standards the Korea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

tion (TTA) 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The process is

made of asset analysis, threat analysis, vulnerability analysis, and response plan anal-

ysis. The risk for information related assets belongs to the operational risks suggested

by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nd the information related losses can be

estimated in terms of BIS’ suggestion.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hat how to apply

the method proposed by BIS to estimate the loss of information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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