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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비즈니스 리스크 지표 

과학 기술 발전의 결과 새로운 리스크 도래 

세계적인 보험사 Allianz는 조직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Risk 관련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며 전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매년 Allianz가 발행하는 Risk Barometer는 

Allianz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출판하는 영향력 있고 신뢰성 높은 보고서다. 

설문 응답자들은 사는 곳도 직급도 일하는 분야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비즈니스 

리스크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며, 해당 설문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응답자는 대부분은 대기업(50%)을 다니고 있었고, 그 외 중견기업(21%), 

소기업(28%)에 재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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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Barometer 탄생 배경 (설문 응답자의 Background)  

86개국 대상 22개 업계 분야 종사자 

2,415명의 응답자 수 2,882개의 설문 답변 회신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 위협 증가 

비즈니스 중단(Business Interruption)의 시나리오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손상이 없어도 큰 손실을 일으킬만한 사건은 많고 다양하다. 

비즈니스 중단을 일으킬만한 사건은 핵심 IT 시스템의 붕괴, 상품 리콜 혹은 품질 사고, 

테러, 폭력시위, 환경 오염 등이 있다. 앞선 사건들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고객 이탈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영업 수익의 손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기업이 속한 사회, 정치적인 변화도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2019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불확실한 정치 환경과 법안 개정은 기업이 계획한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의 붕괴를 불러와 비즈니스 중단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NotPetya(2016년 발생)와 WannaCry(2017년 발생) 같은 멜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중단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CGV의 멜웨어 감염으로 

영화상영이 중단되기도 했다(하기 그림 1,2 참조). 멜웨어 공격으로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 최대 철도회사인 JR의 열차 지연 안내판의 감염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이 전염되었다. 그 외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도 공공기관, 의료기관, 공항 등이 

피해를 입었다.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에 따르면, 이 멜웨어 

공격 결과 비즈니스 중단 손실액이 $1억이 넘었다고 공시하였는데, 사이버 사고로 거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사이버 범죄로 손실되는 비용은 2014년 445억 달러에서 연간 6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10년 평균 경제 손실인 약 200억 달러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국가 대상으로 기밀 정보와 영업 비밀을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WannaCry 감염 시 뜨는 팝업창 

 

대한민국 CGV WannaCry 감염 

source: 네이버 나무위키 

 

멜웨어 공격 (WannaCry/NotPetya) 

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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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비즈니스 리스크 

매년 도출하는 비즈니스 리스크 Top10에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 사고가 등재되었다. 

(아래 표 참조)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에 따르면, 기업에서 사이버 사고에 

소요되는 평균 손실액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0만원이나 더 들었다. 

이는 화재/폭발 사고 후의 보험처리 금액(150만원)과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가 있어, 설문 

응답자들은 사이버 사고를 가장 두려운 비즈니스 중단 위협으로 꼽았다. 사이버 사고는 

손실액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서비스 플랫폼 및 고객, 공급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리스크 Top 10 

1 
비즈니스 중단 

(공급망 붕괴 포함) 
6 화재, 폭발 

2 

사이버 사고  

(사이버 테러, IT중단, 데이터 

유출, 과징금 등)  

7 
신기술 

(AI,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 

3 
자연 재해 

(지진, 홍수, 폭풍) 
8 

날씨 변화 

(환경오염) 

4 
법률 규정 제정  

(무역, 관세, Brexit 등) 
9 평판 및 브랜드 가치 훼손 

5 
시장 개발 

(M&A, 신규 도입 등) 
10 경력직 인력 부족 

 

 

비즈니스 위협 요소의 진화 

과거나 현재나 동일 비즈니스 중단 위협 요소는 존재하나, 과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위협요소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품 리콜 혹은 품질 불량이 비즈니스 중단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해당 상품의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중요도가 더 커져 해당 핵심 

시스템의 붕괴가 비즈니스 중단의 큰 위협이 된다. 

 과거에는 그저 해킹 문제가 사이버 사고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해킹으로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고, 관련 규제와 소송이 확대됨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권 및 관련 징벌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비즈니스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환경 오염 관련 

이슈가 화두 되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충족 여부가 비즈니스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과학의 기술로 기존의 비즈니스 위협이 진화되어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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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비즈니스 위협에 대비하여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종류 

비즈니스 위협 대비 방안 정의 

보험 

• 보험은 예측 불가한 비즈니스 위협에 대비하기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보험은 사고 대응의 

일부분으로 작용하고 사이버 해킹, 평판 위협같은 비가시적인 위협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은 

제한적이다. 

업무  

연속성 

계획 

• 비즈니스 위협 최소화 목적으로 각 기업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한다. 

• 업무 연속성 계획은 조직에게 닥칠 위협을 대비하고, 위협이 닥쳤을 때 위기 대응 및 비즈니스 정상화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기업은 종종 비즈니스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의 복잡함을 과소평가하는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설계한 

것이 바로 업무 연속성 계획이다 

모의훈련 

• 기업은 비즈니스 위협을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시 조직 구성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향으로 세워진 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정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 기업의 취약성에 따라 미리 모의훈련 및 관련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 모의훈련은 참가자들이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당사의 업무 연속성 계획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Source: Allianz Risk Barometer (Top Business Risks f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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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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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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