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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 데이터란 회사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생성, 저장, 이용, 전달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문서 및 전자적

데이터를 의미하며, 영업, 조직, 매출, 마케팅, 배송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사내 문서 생성

및 보안 관리 가이드에 의거하여 비밀, 대외비의 등급은 이미 존재하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 수립이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인 기준(평가 지표)을 수립하기 위한 비즈니스 데이터 decision matrix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등

급별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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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siness data means data of all the documents and electronically generated on / off-line form, storage, use, and

transfer the company work process. Business, organization, sales, marketing, means any data related to shipping.

Many companies are investing in privacy. But not so for business data. In most companies, secret, confidential

rating already exists, the basis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that decisions can be analyzed in detail to reflect the

actual business data in use. In this paper we want to present the criteria that can offer ways to design your

business data decision matrix to establis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riteria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be

classified business data and protected by eac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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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BM이 2015년도 보안컨설팅 전문업체 포네몬 인스

티튜트와 공동으로 ‘글로벌 데이터 유출 현황 조사 분

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11개 국 35

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데이

터 유출에 따른 총 피해액 평균이 380만 달러로, 2013

년 이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분실 시 민감한 기밀 정보가 들어있는 기록을 분실하

거나 도난당했을 때의 평균 피해액은 145달러에서 15

4달러로 6%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네몬 인스

티튜트의 래리 포네몬 회장은 피해액이 증가한 세 가

지 중요 원인으로 다음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보안사고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증가한점, 둘째, 데이터 유출로 인한 고객이탈이 더

많은 재무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점, 셋째,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조사활동, 평가, 위기관리팀 운영에 드

는 비용이 증가한 점을 피해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

로 지적을 했다[1].

2016 년 2월 데이터 보호 분야의 선두주자 보메트

릭(www.vormetric.co.kr)이 451 리서치(451 Researc

h)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6 년 데이터 위협 보고서를

살펴보자. 전 세계 대기업에 종사하는 1,100 명의 IT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4 번째 연간 보고

서에서는 데이터 유출의 자세한 현황과 보안 규제의

문제점, 데이터에 대한 위협 비율, 데이터 보안 현황,

IT 보안 지출 계획 등에 대해 조사했다. 보고서에서

주요 시사점은 451 리서치의 기업 보안 수석 연구원

이자 보고서의 저자인 가렛 베커(Garrett Bekker)는

“규제 준수만으로 보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안 규제를 만족시켰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를 충족한

다는 것은 결코 침해 당하지 않고, 민감 데이터가 유

출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거의 2/3(64%)에 달하는 기업들이 보안 규제에

집중하는 것이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

적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기업들은 아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유출 비율의 증가 - 61%의 기업들이 과거에

침해를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작년에 22%, 재작

년에는 39%) 64%의 응답자들이 보안 규제 준수 조치

가 데이터 침해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58%였던 작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보메트릭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 티나 스튜어트(Tin

a Stewart)는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시민, 고객,

기업들의 기밀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우

려가 있다”며, “기업들은, 위험 요인을 무시한 채, 오

늘날의 다단계의 사이버 공격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

은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다. 암호화, 접근 제어,

토큰화, 데이터마스킹, 데이터 접근 모니터링과 같은

데이터 보안 기술은 정보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비용 구조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2]. 실제로 한국에서도 200

8년도 조선소 기술을 통째로 유출하여 D사 해양 기술

팀장 Y씨가 구속되었고, 2009년에는 G사의 라세티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어 연구원이 2명 구속된적이 있다.

2010년에는 S사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이 52건

등 총 94건의 기술이 불법 유출되었으며, 2010년에는

S사 가전부문 관련 총 120건의 기술 파일이 불법 유

출되어 연구개발비 1082억원의 냉장고 핵심파일 2개,

연구 개발비 1800억원의 파일 118개 등이 유출된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중요 데

이터를 보호할 기준은 비밀, 대외비 등과 같은 통상적

인 기준으로 응용하고 있으나,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보호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요 데이터에 대한 취급자 제한,

접근통제, 유출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이용자들의 가이드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이를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

는 직관적인 기준, 식별되지 못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판단된

각 데이터의 leveling 단위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는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기존 개인정보 기

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고시 및 해설서 등에서 요구하

는 부분을 응용하여 비즈니스 데이터의 정보보호 관

리 기준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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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선행 연구 분석

다양한 RMS(Risk Management System)의 중요

데이터의 보호 연구에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고자 학

술데이터베이스인 DBPIA를 활용해보았으며, 해당 시

스템에서 검색어를 “비지니스 데이터”로 검색시 총 1

6개의 논문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검색어로 “비즈니스

데이터”를 선택하여 검색했을 경우 총 390개의 논문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빅 데이터 기반의 데

이터 분산 처리의 논문 등이 대부분이었다.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논문은 총 16개였다. 관련된

모든 논문을 검색하고 조회해본 결과 비즈니스 데이

터의 식별과 관련되어 가장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최종 2개의 논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주요 내용들

은 아래 <표1>에 정리를 하였다.

<표1> 기존 선행 연구 논문 분석 결과

논문제목 논문 전개 방향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고려사항 [3]

1. 해당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중요
데이터를 다량 보관·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기술을 언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연구의 주된 방향이 데이터 암호화와
관련된 정보보호 고려사항으로써 “취급
정보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정의“라
고만 기술되어 있을뿐 실제로 어떻게 데
이터를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지 않고 있음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4]

1. 논문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논의됨

2. 일반 기업에서 중요데이터에 대한 기
준 및 보호조치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
음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

보보호 고려사항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

장승재, 손경호, 이용필) (2014년 12월)의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중요 데이터를 다량 보관·활용하

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기술을 언급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손영화)(한국

기업 법학회)에서는 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점

에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논의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외 일반 기업에서

취급되는 중요 데이터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보호 조

치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

존에 개인정보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

의 방향성을 비즈니스 데이터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

제로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의 중요도 평가 기준 수립

방법, 각 등급별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연구해보

고자 한다.

2.2 비즈니스 데이터의 유형 및 정의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

터는 아래와 같이 비밀(기밀), 대외비 등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각 기업별로 특징을 가질 것이

다. 예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유형 정의 (예)

정보
등급

분류 정보유형

비밀

개인
(위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운전
면허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

결제정보
카드사명,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번
호, 핸드폰 번호, 통신사, 결제 승인
번호 등

영업비밀
기획/설계서, 소스/바이너리, 이미지
등 프로젝트 산출물, 전략 기획/마케
팅 정보 등

인사/노무
정보

급여, 보험 관련 서류, 연봉, 근로 계
약서, 포상 등

회계/재무
정보

결산 보고서, 계정 명세서, 원장 및
보조 원장, 감사 기록 등

법적 정보
소송 관련 서류, 법원 결정문, 사업
관련 내용 증명 및 공문, 서면, 계약
서 등

대외비 기타문서 각종 규정, 회의록, 결재 문서

위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밀(trade secret)이

란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고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기

업 고유의 정보로 기업 고유의 제조법이나 의장, 도안,

자료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 등

이 포함된다. 당연히 기업비밀이 유출되면 회사의 경

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마다

기업 비밀 보호법이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기업에게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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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 비밀이 보호

받고 있다. 대외비(Restricted)는 비밀로 보호할 정도

의 중요성은 없으나 그렇다고 일반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는 정보로 분류된 것이다. 국가 비밀 만큼의 엄격한

법적, 행정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외부 공개는 금지

된다. 대외비는 비밀과 평문 사이 정도의 보호 가치를

가진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의 예외 정보이

며, 공개 금지 분류가 해제될 때까지 비밀에 준하여 관

리된다. 국가에 따라 비밀의 한 등급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비밀관리체계는 1,2,3급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시

행규칙 제7조가 1-3급 비밀 외에 직무상 특별히 보호

를 요하는 사항을 대외비로, 비밀에 준한 보관을 규정

한다. 미국은 2차 대전까지 3급 비밀(Confidential) 아

래 대외비 등급을 두었으나, 이후 폐지했다. 대신 대

외비 등급의 정보는 각 부처별로 세밀한 공개 금지 정

보 카테고리를 발전시켜 외부에 공개를 금지하고 있

다. 대외비는 컴퓨터 보안법, 마약청이나 원자력 관련

정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캐나다는 부처 차원

의 내부 민감 정보를 ‘보호’(Protected) 또는 ‘보호-민

감’(Protected-Sensitive)으로 구분해 다루었으나 현재

는 Protected A,B,C로 분류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나 영국, 호주, 독일은 비밀 등급

의 하나로 분류, 보호한다[5].

2.3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비즈니스 데이터 관

리의 필요성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준

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개인정보보호법 시

행규칙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존재한다. 또

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PIMS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

계)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증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

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 등을 살펴보

면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1)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데이터에 접근시 또

는 데이터 취급시에 고려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도식화해놓은 그림이다. 반면에 (그림2)는 비즈니스 데

이터의 관리 미흡을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매출, 마케팅 데이터 등은 개인정보만큼이나

중요하나,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하다

(그림1) 개인정보의 기술적 통제조치 현황

(그림2) 비즈니스 데이터 통제 조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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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논의한 대로 비즈니스 데이터는 기업에서

개인정보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수립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림3)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일부 요약

우선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총 47명의 정보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47명에 대해 조사한 실제 설문 조사 결과는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약 8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를 분류

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응답

자의 64%가 회사에서 비밀, 대외비등의 등급은 있다

고 응답을 하였으나, 약 68%이상이 비즈니스 데이터

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중간 이하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즈니스 데이터의 중요도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응답자는 약 15%에 불과했다.

넷째, 회사의 비즈니스 데이터의 관리가 어려운 이유

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안부서의 세부적 가이드 정

책의 미흡, 직관적 식별 기준 미흡 등 방법론의 부재

를 지적하였다. 오히려 임직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다섯째, 설문을 진행한

보안전문가의 91% 이상이 개인정보 이외 비즈니스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있음을 설

문조사는 말해주고 있다.

3. decision matrix 모델링 방안

3.1 정성적 식별 기준

3.1.1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 및 중요도 인식

기존의 세부적이지 못한 비밀, 대외비의 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서에서 취급하는

데이터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림4)와 같

이 조직장 및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데이터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부록 2를 참

조할 수 있다. 마케팅 부서 107명, 영업부서 778

명, 재무회계부서 46명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이터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 3가지가 무엇인지

에 대한 설문조사를 약 일주일간 진행하여 응답

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는

중복 값을 제외하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데이터를 종합 정리할 수 있었다. 각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4) 부서별 비즈니스 데이터 중요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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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영업부서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 현황

(그림5)에서 결과를 보면 매출이 가장 중요한 데이

터로 선정이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매출이 29% 전략

/기획 19%, 상품 등에 관련된 정보가 19%, 가공된 리

서치/분석 데이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6)에서 마케팅에서 생

각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현황은 리서치 및 분석 데이

터가 55%로 1순위로 손꼽았다. 또한 회사의 지표/실

적/목표 20%로 2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 계획서,

파트너와 관련된 데이터 등을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

터로 생각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림6) 마케팅부서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 현황

(그림7) 재무회계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 현황

(그림7)같은 재무회계 부서의 중요 데이터 취급현

황을 살펴보면 재무제표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정산

/결산, 세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그 다음 중요한 데이

터로 분류되었다. 위의 3개 주요 부서의 데이터 조사

를 통해 흥미로운 것은 같은 가공된 리서치 /분석 데

이터가 영업에서는 4순위, 마케팅에서는 1순위라는 것

이다. 그리고 조직의 전략 기획이 영업에서는 2순위이

나, 회계에서는 4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여겨

볼만하다. 위의 3가지 부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유

사한 데이터도 부서에 따라서 다른 우선순위로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1.2 최상위 조직장 인터뷰를 통한 조사된

데이터의 등급 분류 작업

<표 3> 조직장 인터뷰 시 정의한 기준

첫째,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조직장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취합된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 조직장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업 조직장들은 매출 데이터,

상품/딜 데이터, (가공된)리서치/분석 데이터, 고객/파

트너 데이터 등을 유출시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조직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위의

결과 값으로 정리를 한 후에 실제 이에 대한 최상위

조직장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조직장을 만나 데이터 관리 기준을 비즈니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의하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각 비즈니스 등급에 대한 정의설명을 하고, 조사

된 많은 데이터들 중 각 등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

이터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구분 정의 기준 비고

B1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허가없이 접근시 비즈니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B2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허가없이 접근시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B3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허가없이 접근시 비즈니스에 "한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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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업 부서 최상위 조직장 인터뷰 결과

데이터명
조직장

판단 등급

조직장

판단영향

매출 B1 치명적

전략기획 B1 치명적

상품/딜 B1 치명적

가공된 리서치 분석 B1 치명적

파트너/고객 관련

문의 사항 데이터
B2 상당한

둘째, 마케팅 부서를 인터뷰한 결과 조직장들은 회

사의 지표/실적/목표와 관련된 데이터, 리서치 및 딜

분석 데이터가 유출 시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표5> 마케팅 조직장 인터뷰 결과

데이터명
조직장

판단 등급

조직장

판단영향

지표/실적/목표 B1 치명적

가공된 리서치/분석 B1 치명적

운영 방식 및

프로세스
B2 상당한

파트너/고객 관련

문의 사항 데이터
B3 한정적

셋째, 재무 회계 부서 조직장과 인터뷰를 한 결과

재무제표와 전략/기획 관련 문서를 유출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로 생각하고 있고, 정산/

결산, 세무 관련 데이터는 유출시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

다.

<표6> 재무 회계 부서 조직장 인터뷰 결과

데이터명 조직장 판단 등급 비고

재무제표 B1

전략/기획 데이터 B1

정산/결산 데이터 B2

세무 B2

판매상품정보 B3

<표7> 비즈니스 데이터 정의 및 유형

등
급

정의 비즈니스데이터

B1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허가 없이 접근 시
비즈니스에 "한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영업)매출 데이터
상품 데이터, 리서치
데이터, 고객 및 파트너
데이터
(마케팅)지표, 실적,
목표 데이터, 리서치,
분석 데이터
(재무/회계)전략, 기획
데이터 재무제표
데이터

B2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허가 없이
접근 시 비즈니스에 "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케팅)운영방식 및
프로세스 데이터
(재무/회계) 정산/결산
데이터
(재무/회계) 세무
데이터

B3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허가 없이
접근 시 비즈니스에 "
한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케팅) 프로모션
계획서
(재무/회계) 판매 상품
데이터

3.1.3 비즈니스 데이터 직관적 판단 기준 수립

위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결과 데이터는 기업의 각 회사에

존재하는 공통 직무 영역이므로 해당 기준을 참조하

여 비즈니스 데이터의 분류를 각 기업에 맞게 추가적

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방

법론을 통해 각 회사에 적합한 유형의 비즈니스 데이

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초 설문조사 및 조직장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리

된 데이터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취급하는 인력들이 실제로 조회하

는 table의 컬럼명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장 비즈니스 데이터를 많이 조회하는

인력 50명을 선정 후 이들이 실제로 접근 및 조회하

는 쿼리의 내용과 조회하는 테이블의 컬럼을 확인하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활용하는 데이

터가 무엇인지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 판단

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하였다. 실제 구축한 데이터를 판별한

결과 기존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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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상세화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

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8> 카테고리별 분류 비즈니스 데이터 상세화

구분 내용
비
고

영업

[1] 매출 분석 데이터
-시기별 검색 및 판매 상위 상품
-판매 완료 상품 매출 분석 자료
-옵션별 매출 실적
-업체별 판매 정산 자료
[2] 전략 및 기획 데이터
-새로운 기획전 예정 보고서
-자체 영업전략 및 분석자 등
[3] 리서치/분석 데이터
-매체별 광고 효율 분석 자료
-대상별 광고 효율 분석 자료
-마케팅 일일 보고서
-구매 상품과의 연관성 분석 등
[4] 상품/딜 데이터
-내부 판매 정보
-상품 정보 오류 데이터
-업체별 상품 리스트 등

3.2 decision matrix 모델링 (2)

- key factor를 활용한 정량적 판단

3.2.1 비즈니스 데이터 leveling key factor 선정

위에서 제시한 직관적인 기준에 포함되어 바로 판

별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활

용할 수 있는 leveling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위

에서 최초 설문 조사 진행 시 마케팅 부서 107명, 영

업부서 778명, 재무회계부서 46명을 대상으로 취급하

는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 3가지를 조사 과정

에서 향후 특정 데이터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factor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데

이터는 흥미로웠다. 설문조사한 결과 중요 데이터 취

급자들은 1. 데이터 취급부서 2. 데이터 소비 직책 3.

데이터 생산직책의 순으로 꼽았다. 데이터 활용 직책

과 생산직책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파견직이 생산했을 때 대표가 활용하는 데이터와 과

장이 생산하여 부장이 활용하는 데이터 중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8) key factor 선정을 위한 인식 조사

이 경우 위에서 제시된 데이터 취급부서, 데이터

활용 소비 직책, 데이터 생산직책 3가지를 key factor

로 하여 이들을 합산하여 각 구간별 leveling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2.2 key factor 활용 decision matrix 구성 방안

첫째, 데이터 취급부서를 key factor로 설정 후 설

문조사 응답의 결과를 활용해 40점을 만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부서란 회사에

서 정의한 중요 데이터의 취급부서를 말한다. 이는 회

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 데이터 취급부서

또는 중요 직무자 지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통에서는

영업,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취급부서로 정의

될 수 있지만, 포털 등 IT 회사에서는 개발부서, 전략

부서 등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취급부서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회사에서 중요한 부서를 지정한 후에는 비

즈니스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해당 부서를 우선순위

를 나열하고 이를 점수화할 수 있다. 회사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부서 TOP 10을 선정 후 중요 부

서별로 점수를 줄 수 있다. 또한 홈쇼핑, 온라인 쇼핑

몰과 같은 유통업종, 포털 등의 IT업종, 중공업 등의

제조업종, 요식업 등의 서비스 업종 다양한 업종이 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중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가중치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사전

에 말하고자 한다. 해당 가중치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해 논의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deci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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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서별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법론까지만 논의하

는 것으로 한정토록 한다. decision matrix 활용을 위

해서 나열된 중요한 부서를 최상위 부서를 40점을 만

점으로 하여, 그 아래 부서들은 차등을 두어 점수를

둘 수 있다. 여기서는 업종별 가중치는 향후에 고민하

는 것으로 하고, 본 기준으로 A회사(유통회사)의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구성이 가능하다.

<표9> 취급부서 활용 decision matrix 구성의 예

취급부서 점수
업종별 가중치

유통 IT 제조 서비스

영업 40

마케팅 30

회계 25

재무 20

인사 15

채용 10

개발 8

법무 6

서비스 5

기타 4

둘째, decision matrix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요

소로 생산한 데이터 및 보고서의 최종 소비자의 직책

이 무엇인지가 있다. 즉 대표를 위해 만들어지는 데이

터인지, 아니면 실장 또는 팀장 등의 중간 관리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인지는 중요도의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소비 직책 2번째 key

factor로 잡고, 설문조사 응답비율 30점을 만점으로

적용하여 decision matrix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구

성이 가능하다.

<표10> 데이터 활용 직책에 의한 점수 산정의 예

데이터 활용 최종 주체 점수 비고

대표를 위한 데이터 30

임원을 위한 데이터 20

실장(부장)을 위한 데이터 15

팀장 (차장)을 위한 데이터 10

파트장 (과장)을 위한 데이터 5

그 이하 직급 1

셋째,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생산자 직책을 key

factor로 잡고, 설문조사 응답비율 15점을 만점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

만일 데이터를 생산 시에 독자적으로 생산할 경우에

는 해당 점수를 유지하고, 해당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

정에서 타부서 또는 다른 멤버의 참여가 있는 경우

정보의 비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소율

등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해당 부

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까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생산 주체가 누구인지까

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11> 데이터 생산 직책에 의한 점수 산정의 예

데이터 생산 주체 (15점) 점수

대표가 직접 생산 15

임원이 직접 생산 (대표 제외) 10

실장 (부장급)이 생산 7

팀장 (차장급)이 생산 5

파트장 (과장급)이 생산 3

그 이하의 직급이 생산 1

3.2.3 decision matrix 레벨링 구간 및 등급 구분

먼저 B1,B2,B3를 판단할 수 있는 구간 점수 산정을

위해 취급부서, 데이터 소비 직책, 데이터 생산직책

총 3개의 key factor에 대한 최고점수, 최저 점수에

해당되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시뮬레이션해 보았고,

각 셀별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산정해보았다.

예를 들어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논

문에서는 취급부서는 B1에는 상위 20%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최상의 의사결정자가 소비하는

문서, 최상위 의사결정자가 생산한 문서를 기준으로

잡았다.

<표11> 각 factor별 최상위 기준 등급 분류

등급 취급부서
소비
주체

생산
주체

비고

B1
상위
1~20%

대표 (30)
임원 (20)

대표 (15)
임원 (10)

B2
상위
21~50%

실장 (15)
팀장 (10)

실장 (7)
팀장 (5)

B3
상위
51~100%

파트장 (5)
이 하 직 급
(1)

파트장(3)
이 하 직 급
(1)



12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4호 (2016. 06)

<표12> 취급부서, 소비주체, 생산 주체 점수산정

등급 기준
상세
내용

구간 점수 비고

취급
부서

상위 20%
영업
마케팅

최고40점
~최하 30점

상위 50%
회계
재무
인사

최고 25점
~최하 15점

나머지 부서
채용
개발
법무

최고 10점
~최하 4점

소비
주체

최상위
대표
임원

최고 30점
~최하 20점

중간관리자
실장
팀장

최고 15점
~최하 10점

하부관리자 파트장
최고 5점
~최하 1점

생산
주체

최상위
대표
임원

최고 15점
~최하 10점

중간 관리자
실장
팀장

최고 7점
~최하 5점

하부 관리자 파트장
최고 3점
~최하 1점

각 key factor 항목별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

를 합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수 구간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취급부서 40점~30점, 소비주체 30점~

20점, 생산주체 15점~10점을 각각 최상위, 최하위를

합산하면 아래 표와 같은 구간을 얻어낼 수 있다. 각

합산된 구간별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는 85점~60

점, 47점~30점, 18점~6점 등 3가지 구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점수는 누락된 구간 점수를 포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가지의 구간 점수로 다시 커스터

마이징을 하였다. 그 결과 B1등급이 50점 이상~85점,

B2 등급이 20점~49점, B3 등급이 1점~19점 영역으로

정의된다.

3.2.5 실제 완성된 decision matrix 모델링 샘플

위의 3가지 factor를 적용하여 실제 정량화 작업을

시행해볼 수 있다. 첫째, 마케팅부서에서 대표를 위한

보고서를 팀장이 생산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중요 데이터 취급 부서 점수 30점, 최종 생산자인 대

표 20점, 팀장이 생산하였기에 5점 총 55점의 정량화

된 점수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커스터마이징

된 점수에 의해 B1 등급 으로 판별될 수 있다. 둘째,

인사부서에서 임원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팀장이

생한다고 있다고 가정할 때 중요 데이터 취급부서 점

수 15점, 실장이 소비주체이므로 15점, 팀장이 생산하

므로 5점이다. 이 경우 총 합산점수는 35점으로 B2

등급으로 판별될 수 있다. 앞의 2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

는 방법과 취급부서, 데이터 소비 직책, 데이터 생산

직책 3가지를 key factor로 하는 정량화된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 1등급, 2등급, 3등급 각각을 B1, B2, B3라 정

의했을 때 판별할 수 있는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13> 최상위 및 최하위 구간 점수 및

커스터마이징 통한 판정 기준

구간별 최종 조정 점수 판정기준

85점~60점 85점~50점 이상 B1

47점~30점 49점~20점 이상 B2

18점~6점 19점~1점 이상 B3

<표14> 최종 비즈니스 데이터 decision matrix

등
급

정의 직관적 유형
점
수

B1

해당 정보가 외
부로 유출되거
나
허가없이 접근
시 비즈니스에
"한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
다.

(영업)매출 데이터
상품/딜 데이터
(가공된)리서치/분석 데이
터, 고객/파트너 데이터
(마케팅)지표/실적/목표
데이터, 리서치/분석 데이
터
(재무/회계)전략/기획 데
이터, 재무제표 데이터

85
~
50

B2

해당 정보가 외
부로 유출되거
나 허가없이 접
근시 비즈니스
에 "상당한"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
미한다.

(마케팅)운영방식 및 프로
세스 데이터
(재무/회계) 정산/결산 데
이터
(재무/회계) 세무 데이터

49
~
20

B3

해당 정보가 외
부로 유출되거
나 허가없이 접
근시 비즈니스
에 "한정적"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
미한다.

(마케팅) 프로모션 계획서
(재무/회계) 판매 상품 데
이터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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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조치 수립 및

활용 제안

4.1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 조치 기준 수립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는 논의가 제외되었으나

가장 중요하다가 생각되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기준은

법령, 해설서, 가이드 등을 통해서 지속적

으로 보호조치 기준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참고할만

할 것이다. 비즈니스 데이터를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

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림3)에서 논의한 개인정

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포커싱된 관

점을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여 분석을 해보았다.

우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

에 준하기 위해 비즈니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질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보안전문가 50명을 대상으

로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 데이터의 조치 기준에 대한

기준을 얻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기로 정책이 결

정되었다는 전제하에 각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1번~6

번까지는 공통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7번 항목에서 16번 항목까지는 비즈니스 데이터의 등

급 유형에 따라 다른 조치를 해야 함을 응답했다. 응

답자의 다수가 응답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준은 각 기업의 유형 또

는 산업군에 따라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위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비즈니스 데이터가 B1으로

판별이 된다면 B1 레벨 수준의 보안 통제를 진행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레

벨별 비즈니스 데이터의 공통 조치 사항과 추가 조치

사항을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15>와 같다. 위의 표

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B1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은 <표16>와 같다.

<표15> 비즈니스 데이터 등급별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리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참고하여 응용)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비즈니스 데이터
관점응용 기준 (예시)

B1 B2 B3

제 1조 제 1호,
제 2호 “최소한
의 기준 자율 설
정”

1. 비즈니스 데이터를 취급하
는 직무자를 관리할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공통
공
통

공통

제 2조 제 1호
제 2호 “개인정
보관리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정의”

2. 비즈니스 데이터 직무자를
정의하고 식별하고 있는가?

공통
공
통

공
통

3. 비즈니스 데이터 직무자를
관리할 관리 책임자가 정의되
어있는가?

공통
공
통

공
통

4. 비즈니스 데이터를 취급하
는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
을 진행하고 있는가?

공통
공
통

공
통

제 3조 제 1항
5호 “내부관리계
획에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5. 비즈니스 데이터 유출 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가?

공통
공
통

공
통

제 3조 2항
개인정보보호 교
육의 자율적 시
행

6.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공통
공
통

공
통

제 4조 4항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시 추가 인
증수단 예시

7. 비즈니스 데이터를 저장하
거나 취급하는 시스템 또는 D
B에 접속할 경우 해당시스템
에 접속하는 추가 인증 수단
을 적용하고 있는가?

공통
공
통

공
통

제 4조 6항
망분리대상
사업자의범위를
명시

8. 비즈니스 데이터를 저장하
거나 취급하는 인력에 대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망분
리를 적용하였는가?

O O X

제 4조 제 8항 비
밀번호작성규칙

9. 비즈니스 데이터를 다루는
application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가?

O O X

제 4조 9항
접근통제대상
장치 확대
(PC 및 모바일)

10. 비즈니스 데이터를 조회,
이용, 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
이션에 접근하는 PC 및 모바
일 접근 통제가 적용되어 있
는가?

O O X

제 4조 10항
11. 비즈니스 데이터를 다루는
application에 최대 접속 시간
은 적용이 되어 있는가?

O X X

제 6조 1항 및 제
2항

12. 비즈니스 데이터의 유출시
보호가 되도록 암호화 저장되
어야 하는가?

O O X

제 6조 제 4항
암호화 저장 장
치의 확대

13. 해당 데이터를 외부로 저
장 시 암호화 저장을 하도록
기준을 수립하였는가?

O O X

제 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14. 비즈니스 데이터를 취급하
는 이용자의 PC에는 악성코
드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가?

O X X

제 8조
물리적접근통제

15. 비즈니스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통
제가 수행되고 있는가?

O X X

제 10조
개인정보표시
제한

16. 비즈니스 데이터를 조회시
권한에 따른 마스킹 등의 조
치를 해야 하는가?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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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비즈니스 데이터 공통 조치 및 레벨별 조치

사항

등급 세부 수행 필요 사항 비고

공통

(B1,

B2,

B3

모두

해당)

1. 비즈니스 데이터를 취급 직무자 관리 기준

을 수립 및 이행

2. 비즈니스 데이터 직무자 정의 및 식별

3.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 책임자 정의

4. 비즈니스 데이터를 취급하는 인력을 대상으

로 보안서약 진행 (리마인드 서약 필요)

5. 비즈니스 데이터 유출 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수립

6.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B1

1.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DB 접속

시 추가 인증 수단 적용

2. 비즈니스 데이터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인력

에 대해 정보 유출 않도록 망분리 적용

3. 비즈니스 데이터 다루는 application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이 적용

4. 비즈니스 데이터 조회, 이용, 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모바일 포함)

5. 비즈니스 데이터 다루는 application에 최대

접속 시간 적용

6. 비즈니스 데이터 유출시 보호가 되도록 암

호화 저장

7. 해당 데이터 외부 저장 시 암호화 저장

8. 비즈니스 데이터 취급 PC 악성코드 감염

방지 조치

9. 비즈니스 데이터 유출 방지위한 물리적 접

근통제

10. 비즈니스 데이터 조회시 마스킹 등 조회

차등 적용

B2

1. 비즈니스 데이터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인력

에 대해 정보 유출 않도록 망분리 적용

2. 비즈니스 데이터 다루는 application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이 적용

3. 비즈니스 데이터 조회, 이용, 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모바일 포함)

4. 비즈니스 데이터 유출시 보호가 되도록 암

호화 저장

5. 해당 데이터 외부 저장 시 암호화 저장

B3 추가조치 없음

4.2 수립된 비즈니스 데이터 방벙론 활용 예

시 및 기대효과(예)

모델링된 decision matrix를 통해 정의된 등급

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제

시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처음에 전제를 한바와

같이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정의

를 벗어난 데이터에 대한 분류 기준 수립, 식별된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기준수

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한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DLP 또는 DRM 등을 통해 전

사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파일

을 암호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에서 모든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

는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야 된다고 가정하자. 앞의

(그림2)와 같이 총 20개의 DB가 존재하는 경우 1~10

번까지의 DB는 개인정보가 존재하나, 15~20까지의 D

B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매출 및 마케팅 관련된 데이

터가 존재하는 상황이 라고 가정하자. 어떠한 수준으

로 관리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이 경우 본 논문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절차로 비즈니스 데이터 식별과 보호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여부를 확인 후 개인정

보인 경우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따른

다. (2)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비즈니스 데이터 직관

적 식별표를 활용 후 데이터의 등급을 판별할 수 있

다. (3) 직관적 식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데

이터 취급부서, 데이터 소비주체, 데이터 생산 주체 3

가지를 합산한 정량적 표를 활용 후 데이터의 등급을

판별할 수 있다. (4) 각 등급에 맞는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개인정보 이외 비즈니스 데이터의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다. 둘째, 기업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

스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자. 정보보안을 개

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민감 정보인지, 고유

식별 정보인지 정의를 하고, 국외이전여부까지 체크를

한다. 그러나 매출, 기획 전략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전해야할 지에 대

한 기준이 없다. 이 경우 본 논문에서 논의된 방법론

이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예시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데이

터의 보호를 위한 최소의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일관된 수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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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첫째,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각 기

업의 특성에 맞게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다. 기

업의 개인정보는 정부, 기업, 여론 등에 의해서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

나, 정작 기업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 등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

호조치의 수준 정도는 기대할 수도 없는바 거의 표준

화되어 방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재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이외

의 중요 데이터들이 해외로 이전이 되거나 심지어 타

회사의 인수 합병 시에도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상

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업의 흥망성쇠 및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

으나, 기업의 핵심 데이터의 외부로의 유출은 한국 산

업 자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비즈니스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본 논문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

의 직관적인 판단기준인 정성적 방법론과 기업에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판별할 수 있는 직관적 방법론 2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

망법 등을 비즈니스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예로 들었으나, PCI DSS 또는 기타 ISO 27001 등 각

종 관리 체계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

한 기준들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여기서 제안한 decision matrix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업

종, 포털 등의 IT 업종, 중공업 등의 제조업종, 요식업

등의 서비스 업종 다양한 업종별 중요 데이터 취급부

서의 가중치, 데이터 소비 직책과 데이터 생산 직책에

대한 정량화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등

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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