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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례 중 80%는 고객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노출 사고로, 기업 당 평균 피해액은 386만 달러(약 45억 9000만원)
• IBM Security와 Ponemon Institute1가 발표한 「2020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2020
Cost of a Data Breach Report)」는 데이터 유출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훼손, 신뢰도
하락부터 유출 탐지 및 대응, 통지 및 보고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유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데이터 유출 비용 추정
• 데이터 유출로 인한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및 기업의 재정적 손해를 축소하고, 보안 조치
권장 사항을 시사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석

1 지난 15년 동안 매년 데이터 유출 조사를 진행, 5년 전부터 IBM Security가 보고서를 후원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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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데이터 유출 비용 계산 방법

▶ 데이터 유출 평균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기업에서 지출한 데이터와 관련된 직·간접 비용을
모두 수집하여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회계 방법을 사용하여 4가지 핵심 사항인 ①영업
손실 ②탐지 및 보안 강화 ③사후 대응 ④고지 및 통지 비용 계산
• 2019년 8월과 2020년 4월 사이에 데이터 유출을 겪었던 17개 국가의 524개의 기업의
정보 보안 담당자와 3,200회 이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직의 직간접 비용 산출
- 직접비용 : 포렌식 전문가 계약 체결비용, 외부전문가 고용 비용, 핫라인 지원 외주 비용,
무료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제공 비용 등
- 간접비용 : 사내 조사 및 의사소통, 고객 확보 비율 감소 예측값 등

▶ 2020년 보고서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신기술 및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위협, 조직적 요인 및 보안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에 조사되지 않은 요인들을
포함하여 조사2
• 데이터 유형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 고객 PII, 직원 PII 및 지적 재산(IP)을 포함하여
유출된 유형에 따른 비용 산정
• 기업의 정보 보안 담당자들에게 국익 및 금전적 동기를 지닌 공격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유출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위협자의 유형을 식별하도록 요청하여 분석
• 2020년 연구에서는 규모가 매우 작거나 규모가 매우 큰 유출은 제외되었으며, 손상 레코드
수 3,400개~99,730개 사이의 규모로 데이터 유출의 범위를 제한하여 조사
- 데이터 유출 비용 발생 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된
상황만을 제시하고, 일부 예외적인 대규모 유출 사고 이외에는 레코드 수 10만개 이하의
유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함

(2) 데이터 유출 기업 평균 피해액

▶ 데이터 유출 기업 평균 피해액은 386만 달러(45억 9천만원)로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평균 피해액은 증가

2 https://securityintelligence.com/posts/whats-new-2020-cost-of-a-data-brea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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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평균 피해액 감소에 기여한 요인은 보안 자동화 및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업종 증가, GDPR 안정화, 사이버 보험 등
• 한국 기업은 평균 피해액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312만 달러(약 37억 원)로 17개 국가
중 9번째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평균 피해액보다 적은 경향을 보임
- 평균 386만 달러, 미국 864만 달러, 일본 419만 달러, 프랑스 401만 달러, 영국 390만 달러
• 업종별 총 비용은 의료, 금융 부문의 비용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높고, 공공 부문의
비용이 가장 낮은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조직 규모에 따른 총 비용은 직원 25,000명
이상의 큰 조직의 데이터 유출 평균 총비용은 감소한 반면, 중간 크기의 조직은 비용
증가하였으며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 1인당 평균 비용이 높음
• 데이터 유출 총 비용 중 영역별 비중은 ①영업 손실 비용(39.4%) ②탐지 및 보안 강화
비용(28.8%) ③사후 대응 비용(25.6%) ④고지 및 통지 비용(6.2%)의 순서

(3) 손상 레코드 유형

▶ 전체 데이터 유출 사례 중 80%는 고객 PII이며, 이어 지적재산(32%), 익명 처리된 고객
정보(24%), 기타 기업 정보(23%), 직원 PII(21%) 순
• 데이터 유출로 인해 손상된 PII 레코드(Record)3당 평균 피해액은 150달러(약 17만
3천원)로 전체 평균 146달러(약 17만 3천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고객 PII 레코드당 비용은 악의적 공격으로 인한 유출에서 175달러로 증가했으며, 익명
처리된 고객 데이터의 비용은 레코드당 143달러로 감소, 직원 PII 레코드당 비용은
141달러로 평균 비용 수준 하회

(4) 데이터 유출의 원인과 비용 규모

▶ 데이터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유형별로 악의적 공격(52%), 시스템 결함(25%), 인적
오류(23%) 등의 순서였으며 악의적 공격으로 인한 유출 비용이 평균 427만 달러로 가장
높고 시스템 결함과 인적오류에 따른 비용이 각각 338만 달러와 333만 달러를 기록
• 업종별로는 △기술, 소매 유통, 금융 업종의 경우 악의적 공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인적 오류로 인한 데이터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엔터테인먼트, 공공 부문,
소비재 업종이고 △시스템 결함에 따른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연구조사, 운송 등

3 데이터 유출 사고에서 정보 손실·도용 피해를 입은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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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구 이래 최근 5년간 악의적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의 총 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격 증명 손상은 위협 벡터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크고 가장 자주 발생
- 2020년 조사에서 악의적 공격에 따른 데이터 유출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자격증명도용 또는 손상(19%)과 클라우드 구성 오류(19%)였으며,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취약성(16%) 역시 주요한 데이터 유출 원인으로 확인
- 악의적 유출의 53%는 금전적 동기를 지닌 공격자에 의해 발생했으나 실제 피해가 컸던
악의적인 유출 유형은 국가 수준의 행위자에 의한 경우(443만 달러)와 핵티비스트4의
공격(428만 달러)이 금전적 동기를 지닌 공격자(423만 달러)에 의한 경우를 앞선 것으로 확인

(5) 데이터 유출 수명주기

▶ 데이터 유출 수명 주기는 데이터 유출을 감지한 후 식별(identify)하고 봉쇄(contain)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각각 207일, 73일로 글로벌 평균 280일
• 수명주기가 200일 이상인 유출(433만 달러)은 200일 미만(321만 달러)인 유출에 비해
평균 112만 달러(13억 2496만원)의 비용 추가 발생
• 데이터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악의적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의 수명주기는 315일로
평균 대비 35일 증가
• 국가별 편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식별 223일, 방지 78일, 총
301일로 글로별 평균에 비해 긴 시간을 기록한 반면, △독일의 경우 식별 128일, 방지
32일, 총 160일을 기록

(6) 데이터 유출 비용의 편차

▶ 데이터 유출로 인한 비용은 업종, 조직 규모, 보안 자동화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편차 발생
• 최근 6년간 의료 부문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공공 부문의
유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의료,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제약
등 더 엄격한 규제 요건이 적용되는 산업일수록 데이터 유출 피해액 증가
• 직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데이터 유출 총비용이 264만 달러인 반면, 직원 2만 5,000명
이상인 기업의 평균 유출 총비용은 552만 달러로 소규모 조직일수록 비용 증가

4 해커(hacker)와 행동주의자(activist)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한 해킹을 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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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피해액 2억 4,500만 달러와 그렇지 않은 기업의
피해액 603만 달러 사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7) 데이터 유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보안 기술, 기업의 데이터 보호 관행, IT 환경, 제3자의 개입, CISO의 역할, 사이버 보험,
사고 대응팀의 활동 등이 데이터 유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
• 데이터 유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증가와 사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복잡한 보안 시스템(평균 291,870달러 증가)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평균 267,469달러) 등이 대표적
• 데이터 유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대규모 사고 대응 계획 테스트(평균
295,267달러 감소) △ 비즈니스 연속성(평균 278,697달러 감소) 등이 대표적
• 사이버 보험에 가입한 조직 중 51%는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타사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36%는 사이버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 비용을 충당
• 사고 대응팀과 사고 대응 계획 테스트를 병행할 경우 데이터 유출 비용이 평균 2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 한편, CISO와 CSO5는 데이터 유출(46%)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반면,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는 CIO와 CTO(45%)6로 인식

3. 시사점

▶「2020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2020 Cost of a Data Breach Report)」는 데이터 유출
사고에 따른 비용을 단일한 평균값으로 고정하여 조사하는 대신,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조직이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식별 할 수 있도록 결과 제시
• 데이터 유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증가시키는 요인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대응 전략 우선순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전반적인 보안 역량 향상시킴과 더불어 데이터 유출 탐지 및 봉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출 비용 통제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

5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hief Security Officer (기업보안담당최고책임자)
6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관리책임자),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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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유출 수명주기는 평균 280일로, 데이터 유출 수명주기를 20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200일 이상인 경우보다 평균 112만 달러의 비용 절감 가능
- 보안 자동화 적용 시 식별 시간은 평균 228일에서 175일로 단축되고, 봉쇄에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80일에서 59일로 단축 가능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원격 근무를 위한 화상 회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데이터 유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철저한 보안 대책 확보 필요
• 특히 악의적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은 피해 규모와 비용이 크고 식별 및 봉쇄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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