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dx.doi.org/10.9716/KITS.2016.15.3.051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

박재 *․정우진**․김범수***

The Effect of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Announcement on the Market Value of Firms

Jaeyoung Park*․Woo-Jin Jung**․Beomsoo Kim***

Abstract

Submitted：July 12, 2016 1
st
 Revision：August 28, 2016 Accepted：August 31, 2016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석사과정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교수, 교신 자

Recently, many Korean firms have suffered financial losses and damaged firm's trust due to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Hence, a lot of firms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has increase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using the event study methodology. 

Our research shows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market value of the corresponding firm. The certified firms rise, on average, o.4993% (-2 day), 0.5462% (+1 day) 

of their market value. Further, we found that the financial sector in our data showed a 1.4% higher abnormal returns 

than the nonfinancial sector. On the other hand, whether a firm first acquired the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is not significant.

Our paper presents that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using the event 

study. We are expected to be used in making a decision for the inves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Also,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firm which have acquired the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hould actively announce that fact.

Keyword：Certification Effect, Event Study,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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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정보보안 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타깃

코퍼 이션은 신용카드 해킹 사고로 약 1억 6,200

만 달러의 천문학 인 복구비용이 발생했고, 소니픽

처스 한 2014년 해킹 사고로 지 까지 시스템 복

구비용으로만 7,000～8,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매

출 손실과 평 도 하 같은 간 손실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1)

국내도 이와 같은 정보보안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정보보안 사고를 

살펴보면, 2013년에 발생한 3.20 산 란, 6.25 

사이버 테러와 2014년에 발생한 카드 3사, 통신사, 

게임업체의 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 기

업의 경우 이와 같은 정보보안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매출액  기업가치 하락과 같은  피

해뿐 아니라 평   신뢰 상실 등 비 인 손실

까지 입게 된다(Bharadwaj et al., 1999; Campbell 

et al., 2003; Cavusoglu et al., 2004a, 2004c; Goel 

and Shawky, 2009; Hwang and Lee, 2015; Kim, 

2013; Kwon and Kim, 2007; Nam, 2006).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의 요성을 

깨닫고 정보보호 투자를 극 확 하고 있는 추세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상 8,000개 기업  정보보

호에 투자하는 기업은 년 비 8.1p% 증가, IT 

산  정보보호 산 비 이 5% 이상인 기업은 

년 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국가정보보호 백서를 보

아도 2012년 한 해 동안 정보화 산의 일부를 정

보보호에 투자한 사업체는 45.9%로 2011년 비 

1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보

호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보호 투자 에서 정보보호 인증 분야를 살

1) 한국경제, “정보보안, 비용 아닌 투자다”, 2016년 1

월 18일.

펴보면, 국내의 표 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는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

ment System)을 인증 받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은 2016년 1월 기  411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정보보호 인증에 

한 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16년 6월

부터 병원과 융업종 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

만 명이 넘는 사업체에 한 ISMS 인증이 의무화 

된 만큼 그 수요가 앞으로 더 확 될 것으로 보인

다. 한, 핀테크 시 를 맞이하여 결제정보 유출 

험이 커짐에 따라 PCI DSS 인증이 필수로 간

주되면서 국내 카드사  PG사에서 인증을 획득

하는 사례가 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는 데 평균 약 1억 7,723

만 원의 비용이 투자되고(Jang, 2014), 융보안원

에 따르면, 통상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고 한다. 이처럼 기업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만

큼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에 투자하기  

그 효과를 철 히 따져볼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재 정보보호 인증의 성과를 정량 으로 

측정한 연구가 부족하여 많은 기업들이 그 실효성

에 해 의문을 품고 투자를 주 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정보보호 인증의 성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기업 경 진에게 의사결정의 기 를 제

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응능

력 수 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물론이고 외  신

뢰도 향상  경쟁력 확보를 기 하기도 한다. 정

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한 계자는 “정보

보호 인증을 통해 보다 안 하고 신뢰성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며, 정보보호 인증의 목

을 분명히 밝혔다.2) 한편, 다른 기업의 한 계자는 

2) 매일경제, “컴투스, 모바일게임 보안 강화…정보보호

리체계 인증 획득”, 2014년 12월 29일.

이투데이, “코웨이, 업계 최  ‘정보보호 리체계’ 인

증 획득”, 201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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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도 하 다.3) 즉, 지속 으로 

증가하는 보안 에 능동 / 극 으로 처하

고 있음을 고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고객신뢰 

향상  경쟁우 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는 달리 말하면, 기업은 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시

장으로부터 정  반응을 이끌어 내기를 기 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바람 로 정보보

호 인증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이 기업에게 

실질 으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사건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량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건연구방법론은 새로운 사건정보가 기업의 

재  미래 수익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요한 

사건이라면, 이 정보는 주가에 발생 즉시 반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사건이 발생하기 후의 주가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Brown 

and Warner, 1980). 

정보보호 인증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품질 인증, 

친환경 인증, 종합물류인증) 사건연구 방법론을 활

용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Beirao and Cabral, 

2002; Cañón-de-Francia and Garcés-Ayerbe, 

2009; Docking and Dowen, 1999; Lee and Oh, 

2012; Marti´nez-costa and Marti´nez-lorente, 

2003; Paulraj and Jong, 2011). 이는 곧 기업이 

특정 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시장

이 즉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보

호 인증 역시 다른 인증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치 즉, 

주가에 향을  것이라고 단했다.

본 연구의 목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상장 기업을 상으로 정보보호 인증이 기업가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사건연구 방법론을 활

3) 이코노믹 리뷰, “롯데손해보험 ISO 27001 인증 획득, 

고객 정보보호 더욱 철 히”, 2013년 11월 12일.

용하여 정량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추가

으로 기업의 형태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보보호 인증을 

비하는 기업에게 의사결정의 기 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며 정보보호 인증 활성화에 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이론  배경

2.1 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인증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란 정보와 정

보시스템의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

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하여 이들 정

보자산을 안 하게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Pfleeger 

and Pfleeger, 2006). 즉 정보보안 험을 이

기 한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보안 험은 

조직 내 정보자산에 잠재 으로 미칠 수 있는 악

의 인 향 혹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

는데 기업은 이런 험을 낮추기 해 정보보호 

시스템 투자  정보보호 인증과 같은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정보보호에 한 연구는 다양한 에서 진행되

고 있다. 기술 인 보안 책을 통해 조직의 정보보

호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Kim and Lee, 2016; 

Straub Jr, 1990), 기술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Cavusoglu et al., 2009; Dhillon and 

Backhouse, 2001; Siponen, 2005). 이런 이유로 보

안정책을 수하는 주체인 사람의 행 를 규명하

는 연구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D’Arcy et al., 

2009; Ifinedo, 2012; Siponen et al., 2014). 그리

고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보

안에 한 책 수립을 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

다(Jung et al., 2016). 한, 정보보호 투자에 

한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인식하에 이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 에 있다. 연구주제별로 살펴보

면, 정보보호 투자를 경제 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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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고(Anderson, 2001), 정보보호 투자에 한 

최 의 투자수 을 고려하는 경제  모델을 제시

하기도 했다(Gordon and Loeb, 2002). 그리고 정

보보호 투자비용  효과를 측정했다(Cavusoglu 

et al., 2004a, 2004c; Davis, 2005). 정량 으로 

실증분석 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건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Kwon and Kim, 2007). 한, 매출액을 종속변

수로 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et al., 2015), 정보보호 투자효과의 상 계에 

해 분석하기도 했다(Hong, 2003; Tanaka et al., 

2005). 정보보호 투자와 침해사고의 인과 계에 

해 실증분석 한 연구도 있었지만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Shi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투자 에서 정보보호 

인증에 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보호 인증이란(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기업이 각 인증 제도를 주 하는 

인증기 의 심사를 거쳐 해당 인증을 획득하는 것

을 말한다. 정보보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조직

의 정보 자산이 외부의 으로부터 히 보호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하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을 외 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보

보호 인증의 기 효과로는 일차 으로 기업의 정

보보안 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추가 으로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기업 

신뢰도 향상  기업 경쟁력 확보를 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표 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로 ISMS가 

있고 해외 인증제도로는 ISO 27001이 표 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시 를 맞이하여 

신용 업계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신용카드 보안 

표  인증인 PCI DS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인 PIMS, BS 10012, SOC2, SOC3(SysTrust)가 

있다. 이 에서 ISMS만 일부 기업에 한해서 의

무 상으로 용되고 나머지 인증들은 모든 기업

들이 자율 으로 획득하고 있다.

정보보호 인증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개

되고 있다.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요

성을 언 하며 국내외 인증제도를 비교 분석하

고 효율 인 리체계 수립을 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했다(Jang et al., 2001; Kang 2014; Kim 

et al., 2010; Kim et al., 2013; Na, 2011). Kim et 

al.(2013)은 국내 정보보호 인증제도 분석을 통해 

기업이 정보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출의 개념

이 아니라 기업 반의 자산을 보호하기 한 경

활동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

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인증제도 선호도 분석(Park and Kim, 

2014b), 인증제도 구축 사례 연구(Park et al., 2011), 

인증 의도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Jang et 

al., 2013; Kim et al., 2012; Park and Kim, 2015), 

인증 시 장애요인에 한 연구(Park and Kim, 

2014a), 인증 항목의 요도 인식과 투자의 우선순

 비교 연구(Lee et al., 2014)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정보보호 인증에 한 

효과를 측정하기도 했다(Bae, 2012; Jang, 2014; 

Jang and Kim, 2015; Kang and Lim 2013; KISA, 

2010).

2.2 정보보호 인증 효과에 한 연구

국내 많은 기업들이 ISMS, PIMS 등과 같은 국

내 인증뿐 아니라 ISO 27001, BS 10012 등과 같

은 해외 인증을 획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비

용을 들이고 있다. Jang(2014)은 ISMS 인증기업

을 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평균 약 1억 7,723

천만 원의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 융보안원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기업 비

부터 인수 심사를 받기까지 인증기간, 보안조치 

확인 등 물리 인 차가 있어 통상 4～6개월 정

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이처럼 기업의 많은 자원

들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인

증이 경제  가치를 얼마나 가져다주는지 혹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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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투자 비 효과를 

철 히 따져볼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에 한 연구가 재 부족한 실정으로 다수의 기

업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 이 

제기되었다(Bae, 2012; Jang et al., 2013; Jang, 

2014; Jang and Kim, 2015; Kang and Lim, 

2013; Kim et al., 2012). Jang(2014)은 ISMS 구

축이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큰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와 사례가 미흡하다고 말하며, 10년 이

상 시행되고 있는 ISMS 인증 제도가 기업 경 에 

어떠한 경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성 으로 측정한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Kang and Lim(2013)은 정보보호 리체계

가 부재했던 상황과 비교하여 정보보호 수 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해당 인증체

계 도입 후 3년 동안 최  비 약 83%의 부

합사항이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Bae(2012)는 설

문조사를 통해 인증 후로 효과를 측정한 결과, 

체 으로 정보보호 성과지표가 향상되었음을 

보 다. Jang and Kim(2015)은 성과지표를 발굴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유효성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고객만족도 제고 효과, 정보자산 보호

효과, 업무효율성 증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반 인 기업경  개선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인증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정

량 으로 측정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KISA 

(2010)에서 ISMS 인증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인증 1건당 연 총 2억 2천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만,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1개 기업을 상으로 

했다는 에서 연구의 한계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ISMS 인증유지 인 33개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인증 취득 후 

기업 가치 상승 등 12가지 항목에 해 개선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 내부 정보보

호 인식제고 항목이 약 71% 향상으로 가장 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ang(2014)은 ISMS 

인증유지 조직을 상으로 설문조사와 조건부가

치측정법(CVM)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인증 기업

당 매년 1억 7,130만 원 상당의 경제  가치가 있

다고 추정했다. 

지 까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인

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

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

다. 한, 부분의 연구가 ISMS와 같은 특정 인

증제도에 한해서만 분석을 했다는 에서 ISMS

뿐 아니라 PIMS, ISO 27001 등과 같은 다른 인증

까지 포함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특정 사건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사건연

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가 추가분석을 통해 기업가치에 미

치는 향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기업 형태, 

기업 규모, 시 , 업계 최  여부 등 다양한 요인

에 따라 특정 사건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형태  업

계 최  여부를 다루기로 한다. 

기업 형태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통기업보다 인터넷기업의 손실

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Cavusoglu et al., 

2004b; Ettredge and Richardson, 2001). 이때, 인

터넷 기업과 통기업으로 구분한 이유는 인터넷 

기업의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이루

어지는 만큼 고객들이 정보보안을 더 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

 재는 다수 기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

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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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는 IT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이 기업 형

태( 융업/비 융업)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Chatterjee et al., 2002; Dehning et al., 2003; Im 

et al., 2001)를 참고하여 기업 형태를 융업과 비

융업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국내 정보보안 사고

를 보면, 3.20 산 란이라고 불리는 은행 산

망 마비,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사의 개

인정보 량유출, 손해보험사의 고객정보 유출 등

과 같이 주로 융권에서 많이 발생했다. 해외를 

살펴보아도 30개국 100개 이상의 은행이 해킹으

로 인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인출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처럼 융업의 경우, 공격 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액이 상당하

므로 타 업종보다 정보보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비 융

업보다 융업에 시장이 더 정 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증을 동일 업종에서 최 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이 달라진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 Beirao and Cabral(2002)은 ISO 

9001 인증을 산업군내에서 최 로 획득한 경우에

는 비정상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반

면, 아무런 상 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Docking and Dowen, 1999). 이처럼 품질 

인증의 경우에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으로 맥락을 

달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자 한다. 

3. 데이터 수집과 방법론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사건 일(event day)은 정보보호 인

증 획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날짜로 정의한다.  

200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내에서 정보보

호 인증을 획득한 기업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표본으로 삼았으며, 사건연구방법론 특성 상 주

가자료가 필요하므로 검색 범 를 KOSPI 혹은 

KOSDAQ에 상장된 기업으로 제한했다.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정보보호 인증 획득과 련된 기

사를 검색했으며 ‘ISMS’, ‘PIPL’, ‘PIMS’, ‘ISO 

27001’, ‘정보보호 인증’, ‘개인정보 인증’ 등을 키

워드로 하 다. 

한 사건에 해 복수의 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에는 최  발표일자 기 으로 했으며, 하나의 기

사에 여러 기업의 이름이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한, 

주식거래일이 아닌 날에 발표된 경우에는 발표일 

이후 최  주식거래일로 사건 일을 정했다. 동일 

기업이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인증을 동시에 획

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했다. 기업들

은 정보보호 인증을 최 로 획득한 후에 일정시

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통해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  인증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

건으로 간주하여 표본에 포함했다.

200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총 100개의 사건  주가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

우와 추정기간 동안의 주가자료를 통해 추정한 

베타값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90개의 사건을 분석에 사용했다. 

수집한 90개의 표본을 연도별로 코스피와 코

스닥으로 구분한 <Table 1>을 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비 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정보보호 인증을 종류별로 요약한 

표로 국내외 표 인 인증제도인 ISMS와 ISO 

27001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은 분석 상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 것으로 시

가총액, 매출액 등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 상에 기업과 소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nguide.com에서 제공

하는 기업별 시가총액과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

으며, 시가총액은 사건 일에 해당하는 값을, 그 

외의 데이터는 사건 발생 시 의 이  연도의 값

으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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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arket

N
KOSPI KOSDAQ

2015. 1. 0 2 2

2014 6 6 12

2013 6 0 6

2012 7 2 9

2011 6 1 7

2010 8 2 10

2009 6 3 9

2008 2 0 2

2007 4 1 5

2006 3 3 6

2005 5 5 10

2004 5 0 5

2003 4 1 5

2002 2 0 2

Total 64 26 90

<Table 1> Distribution of Sample by Year and Market <Table 2> Distribution of Sample by Type4)

Type of Certification N Distribution(%)

ISMS 28 29.79

PIMS 5 5.32

e-privacy 8 8.51

i-safe 2 2.13

PCI DSS 3 3.19

DQC-S 1 1.06

SOC 2, 3 1 1.06

SysTrust 1 1.06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Diagnosis
(정보보호 안 진단)

9 9.57

ISO 27001 29 30.85

ISO 17799 
(BS 7799)

6 6.38

BS 10012 1 1.06

Total 94 100

Minimum Maximum Mean S.D.

Market capitalization 204 295,945 50,763 65194.07

Sales 427 618,646 65,433 127131

Net profit -32,930 23,501 3,045 6336.656

Assest 431 23,501 221,356 500871.5

Capital 282 2,675,488 45,125 96021.73

Staff 56 37,652 4,511 7679.82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Sample(Unit : 100 million)

3.2 방법론 4)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이란 기업의 합병  인수, 유․무상증자, 

실  발표, 배당 등과 같은 기업의 특정 사건이 해

당 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측정하

는 방법론이다. 사건연구방법론은 효율  시장을 

연구하던 재무 이론가들로부터 개발되었으며, 시

장이 효율 이라는 가정 하에 특정 사건이나 정보

의 공시가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고

자 하는 것이다. 효율  시장 가설에 의하면 투자

4) 동시 획득한 경우가 4건이 있어서 실제 분석 상

(90개)과 숫자가 상이함.

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는 주가에 즉각 으로 반

된다고 본다. 즉, 주가는 기업가치를 반 하는 신

뢰성 있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건이 발생

하기 후의 주가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사건

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Oh et al., 2010). 사건연구방법론은 주

식 분할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Fama, 1965), 경제학, 회계학, 

략, 마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

의 여러 사건에 용되었다.

지 까지 사건연구 방법론에 활용된 기  모델은 

다양하나, 그 에서 시장모형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했다(Binder, 1998; Brown and W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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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Kim and Kim,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Fama et al.(1969)가 수립한 시장모형을 사용

했다. 시장모형은 기업의 재가치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향후 기 할 수 있는 미래의 흐름을 함

께 반 한 것으로 본다. 한, 기업의 시장성과인 

주가 등락율이 과거시 의 활용 가능한 정보가 반

된 기업의 재 기 수입에 의해 측될 수 있으

며, 이러한 기 수익과 재 실 주가수익의 차이를 

기업의 과수익(excess returns) 는 비정상 수익

(abnormal returns)이라고 했다(Fama et al., 1969).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수익률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비정상수익률을 도출하기 에 정상수익률을 

구해야하는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Ri,t = αi + βiRm,t + εi,t          (1)

   Ri,t : 주식 i의 t일 수익률

   Rm,t : t일의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αi : 주식 i의 편치, 고유 험

   βi : 주식 i의 베타계수, 기울기(slope)

   εi,t : 주식 i의 t일 오차항 는 등락률

Ri,t는 개별 주식 i의 t일 종가에서 t-1일 종가를 

뺀 값으로 t일의 주가수익률을 의미한다. βiRm,t는 

시장 체의 변화에 따른 주식 i의 수익률 변화를 

나타내며, 오차항은 시장 체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특정기업 i의 t시 에 해당하는 수익률 변

화를 설명하기 한 항이다. 시장포트폴리오 수익

률 Rm,t로 KOSPI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 KOSDAQ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코스닥 지

수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90개의 사건에 식 (1)을 

각각 용하여 회귀계수인 αi와 βi를 추정했다. 회

귀계수 추정을 한 추정기간으로는 사건 발생일 

-10일부터 -210일로 정했다. 이때의 추정기간은 주

식거래일 기 으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추

정기간이다(Roztocki and Weistroffer, 2008). 추

정기간은 특정 정보가 주가에 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여겨지는 기간으로 추정기간의 설정 이유는 

이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기 수익

률을 추정하기 함이다. 사건 발생일 이  10일 

간의(주식거래일 기 ) 기간을 추정기간에서 제외

한 이유는 정상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향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다고 오랜 기간을 제외

하게 되면 모수의 비정태성(non stationarity)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0일 정도의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당하다(Beaver, 1968). 

식 (1)을 통해서 각 사건에 한 αi와 βi를 추정한 

후 비정상수익률 ARi,t를 아래 식 (2)와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ARi,t = Ri,t - (αi + βiRm,t)        (2)

  ARi,t : 주식 i의 t일의 비정상수익률

  Ri,t : 주식 i의 t일의 수익률

  Rm,t : t일의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식 (2)에서 i = {1, 2, …, N}을 말하고 t ∈ {-2, 

…, 5}이다. N은 분석 상인 사건 수를(본 연구의 

경우, N = 90) 의미한다. t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편

의상 사건 발생일 즉, 정보보호 인증이 언론에 보도

된 날의 t는 0,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의 t는 1, 사

건이 발생하기 바로  날의 t는 -1과 같이 표기한

다. 즉, t는 사건기간을 뜻하는데 사건기간은 보통 

단기 으로 설정한다. 이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건

기간 내 다른 사건(  : 인수합병, 신제품 출시 등)

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oztocki 

and Weistroffer,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

건기간을 -2일부터 +5일까지로 정했다.

일별 평균 비정상수익률(Average Abnormal Re-

turn, AAR)은 표본별로 도출한 일별 비정상수익률

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아래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AARi,t = 
  



ARi,t/N (3)

 for t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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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AR(%) t-value p-value CAAR(%) t-value p-value

-2 0.4993 1.730
*

0.080 - - -

-1 -0.0968 -0.441 0.660 0.4026 1.215 0.228

0 0.0156 0.066 0.948 0.4181 1.069 0.288

+1 0.5462 1.788
*

0.077 0.9643 2.059
**

0.042

+2 0.0025 0.008 0.993 0.9668 2.021
**

0.046

+3 -0.1082 -0.490 0.626 0.8586 1.787* 0.077

+4 0.3517 1.364 0.176 1.2102 2.329
**

0.022

+5 -0.1348 -0.418 0.670 1.0754 1.941
*

0.055

<Table 4> Stock Price Rea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Announcements

Note) AAR : Average Abnormal Return, CAAR :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
p < 0.1, 

**
p < 0.05.

 평균 비정상수익률(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CAAR)은 일별 평균 비정상수

익률의 t ∈ {-2, …, 5} 기간 내  값을 의미하

며, 일별 평균 비정상수익률의 합으로 아래 식 (4)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AARt = 
  



AARt (4)

for t ∈ {-2, …, 5}

4. 분석 결과 

4.1 정보보호 인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

90개의 사건에 해서 실증분석 한 결과, 국내 

상장 기업이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를 보면, 정보보호 인증 획득

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 일 기  -2일의 비정상수

익률이 0.4993%, +1일의 비정상수익률이 0.5462%

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가총액 기 으로 각각 2

조 4,726억 원, 2조 7,665억 원을 나타내며, 이것은 

정보보호 인증이라는 사건에 해 주식시장이 정

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평균 비정상수익률을 보게 되면 사건일 -2

일부터 +5일까지 양의 비정상수익률이 발생했으

며, 부분의 구간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즉, 정보보호 인증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단기

으로 정 인 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4.2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형태  업계 최

 여부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0개의 사

건을 융업과 비 융업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비

정상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한, 업계 최 로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

고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 다.

모든 분석은 t-test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도

구로는 SPSS 21.0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업이 비 융업보다 일

별 평균 비정상수익률(사건 일로부터 -2일)이 약 

1.4%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

은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상장기업 에서 비

융업보다 융업에 해 더 정 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업계 최  여부는 통계 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업종 내에서 최

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시장에는 아무런 향

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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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AR(%) t-value p-value

Industry5)
Finance 17 1.6033 

  1.920
*

0.058 
Nonfinance 73 0.2422 

Industry First
First 31 0.4416

-0.1161　 0.908
Nonfirst 59　 0.5110

<Table 5> Results of t-test 

Note) AAR : Average Abnormal Return.
*
p < 0.1.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시사 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을 상으로 정보

보호 인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 정보보호 인증으로 국내의 표 인 인증제도

인 ISMS뿐 아니라 ISO 27001, PIMS, PCI DSS 

등 다양한 인증을 포함했다. 2002년 8월부터 2015

년 1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90개의 사건을 데이터

로 하여 정보보호 인증이 주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 즉,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를 정량 으로 측정하여 정

보보호 인증이 기업에게 실질 으로 어떠한 가치

를 제공하는지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한, t-test

를 통해 기업 형태, 업계 최  여부에 따라 비정상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보호 인증이라는 사건

이 기업가치 변동에 단기 으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로 경

제  가치가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

이다(Jang, 2014; KISA, 2010). 다만, 기존 연구

와는 다르게 사건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에

서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 일

로부터 2일 의 비정상수익률이 0.4993%, 1일 후

의 비정상수익률이 0.5462%로 통계 으로 유의하

5) 거래소 업종 기 .

게 나타났다. 즉, 정보보호 인증이라는 사건에 시

장이 정 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

보보호 인증이 기업에게 실질 인 가치를 제공한

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에 의

문을 품던 기업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기

업은 정보보안 에 능동 으로 처한다는 것

을 나타내며, 이는 곧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신뢰

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정보보호 인증

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 그에 한 비용보다 높다

고 단하게 되며, 이것이 주가에 정 으로 반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정보보호 인

증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는 정보보

호 인증의 목   목표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은 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투자자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 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종( 를 들

어, 융업) 같은 경우에는 사 에 정보보호 인증

을 획득하여 투자자에게 신뢰를 으로써 기업가

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우리는 추가분석을 통해 특정 요인에 따

라 비정상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했다. 융업과 비 융업, 그리고 업계 최  여부

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t-test를 수행했다. t-test 

결과에 의하면 융업이 비 융업보다 약 1.4% 

높은 비정상수익률(사건 일로부터 2일 )을 나타

냈다. 이는 융업에 속하는 기업이 정보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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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획득한 경우에 시장이 더 정 으로 반응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IT 투자가 기업가치

에 미치는 향이 융업과 비 융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정보

보호 인증은 정보보호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가 융업에 속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시에는 정보보호 투자와 IT 투자를 다르게 

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보호 투자

(여기에서는 정보보호 인증)는 투자자로 하여  

정 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한, 

이것은 앞서 말한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특정 업종의 경우, 정보보호 인증이 투자

자에게 보다 깊은 신뢰감을  것이라고 말한 것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융업의 경우, 업종 특성 

상 방 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커가 표 으

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내부자들의 정보유출 가능

성 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업종보다 

더 높은 수 의 정보보안이 요구되는데 정보보호 

인증이 바로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활동이며, 이에 

따라 시장은 융업의 정보보호 인증을 다른 업종

보다 더 정 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업계 최  여부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기업은 업계 최 로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실을 강조하

며 언론에 보도한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

보보호 인증을 업계 최 로 받는 행 를 통해 선

도  이미지  타 사 비 경쟁우  확보를 기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투자 련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선도 으로 투자한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이 추종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Bang 

et al., 2002; Dos Santos et al., 1993).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후발기업의 비정상수

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정보보호 인증 최  여부가 투자

자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니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업계 최 라는 

타이틀이 정보시스템 투자와는 달리 해당 기업에

게 경쟁  우 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품질 인증 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산업 군내에서 최 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Beirao 

and Cabral, 2002) 아무런 상 이 없는 것으로 나

오기도 했다(Docking and Dowen, 1999).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

보보호 인증의 성과를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

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이다. 본 연구

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가 유

의하게 나왔다. 즉, 다른 분야에서 용되었던 사

건연구 방법론이 정보보호 인증에서도 활용 가능

하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사건연구 방법론을 바

탕으로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 한다. 

둘째, 향후 정보보호 인증을 비하는 기업에게 

의사결정의 기 를 제공했다는 이다. 지 까지 

기업 경 진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에 해 의문시했던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보보호 인증이 기업

가치 변동에 향을 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기

업의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의 투자 당 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계기로 정

보보호 인증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 해 본다. 

그리고 지 까지의 인증 사례들을 살펴보면, ISMS, 

ISO 27001에 치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SMS, ISO 27001뿐 아니라 PCI 

DSS, SYSTrust와 같은 인증까지 포 으로 다

루었는데 이에 해 정 인 결과가 나왔다. 즉, 

투자자들은 특정 인증제도가 아닌 정보보호 인증이

라는 활동 자체에 해 정 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곧 기업들이 여러 종류의 인증을 받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들은 어느 한 인증( 를 들어, ISMS)을 받았

다고 해서 다른 나머지 인증들이 가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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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는 을 유념하고 다양한 인증을 받

기 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다.

한, 융업의 비정상수익률이 비 융업보다 더 

높게 나타난 사실로 보아 정보보호 인증이 비 융

업보다 융업에 더 높은 신뢰를 안겨다 주는 것

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인증이 가

져다주는 기업경쟁력 강화 효과가 융업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융업

은 이 을 염두에 두고 정보보호 인증 활동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상장기업들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

을 경우, 그 사실을 언론에 극 으로 알려야 한

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해 표본을 수집해 본 결

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들이 그 사실을 

언론에 공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악 다. 2016년 

1월 13일 기 으로 ISO 27001 인증 황을 살펴

보면, 인증 받은 기업  일부가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이는 기업의 입장에

서 정보보호 인증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

르는 상황에서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언론에 공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일각에서 정보보호 투자 공시제도의 실

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보호 투자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투

자 황, 인증 수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 효과로는 보안

에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됨으로

써 신뢰를 주고 기업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보안뉴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러한 공시가 별다른 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이 

일부 존재했다.7) 이처럼 기업 담당자들은 정보보

호 활동에 한 공시가 시장에 어떤 향을  것

인지에 해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성 

역시 못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보

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융 정보보호 실태②] ISO

27001 인증도 더딘 걸음”, 2016년 1월 26일.

7) 보안뉴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정보보호공시제도’ 

효과 얼마나?”, 2015년 11월 6일.

호 인증이 기업가치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업 담당자들로 하여  

언론에 공시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어도 그 사실을 언론

에 알리지 않으면 투자자가 그것을 모를 것이고 

시장에 어떠한 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극 으

로 정보보호 인증 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다. 

5.2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한다. 첫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표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없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

호 인증을 획득한 기업  주식이 상장된 경우만 

표본에 포함했다. 하지만 정보보호 인증 기업을 

보면 공공기 을 비롯하여 많은 비상장 기업이 존

재한다. 주가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건연구 방법론

의 특성상 이에 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한, 

상장기업 에서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경우도 포

함시키지 못했으며, 일정 기 에 따라 수집한 데

이터  일부를 제외시켜서 최종 으로 90개의 표

본만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 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두 번째로는 비정상수익률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다. 본 연구에서 밝

힌 사항은 수많은 요인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를 들면, 최  인증을 받은 기업과 

최  인증 후에 사후심사 혹은 갱신인증을 받은 

기업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사후심사와 갱

신인증은 지속 인 정보보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  인증보다 시장에 더 정

인 향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   시

에서는 이에 한 표본이 어서 실증분석이 어려

웠는데 향후에 정 수 의 표본을 확보하여 진행

한다면 의미 있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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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기 인 성과만 측정했다는 이다. 

사건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장기 으로 효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인증 역시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에 해 장기 인 에서 실증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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