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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전송, 공유, 저장, 

폐기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유럽 연합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됐으며,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및 규정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약

대다수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기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력, 프로세스, 기술 및 정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잇따른 
데이터 유출 사고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기업은 구입할 제품, 이용할 서비스, 
고용할 사람, 그리고 협력 관계를 맺을 다른 
기업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전송, 공유, 저장, 폐기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의 
연구 보고서(2018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에서 시스코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구매 주기와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올해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효과를 탐구합니다.

시스코의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보고서에는 18개 국가의 다양한 핵심 산업에 
몸담고 있는 보안 전문가 3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맹검 방식의 설문조사인 
시스코의 연례 사이버 보안 벤치마크 
연구(Cyberecurity Benchmark Study) 데이터가 
활용됐습니다.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익숙한 2900명 이상의 응답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답자들은 GDPR에 대한 자사의 준비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영업 주기 지연, 
데이터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 그리고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기업은 규정 준수 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이 더 짧습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적습니다. 설령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적으며 시스템 운영 정지 시간도 더 짧습니다. 
결과적으로 GDPR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데이터 유출 사고에 따른 총 피해 비용이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했더니 규정 준수 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데 따른 효과에 힘입어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보완하려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 관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John N. Stewart, 시스코 선임 부사장 겸 최고 
보안 책임자(Chief Security and Trust O�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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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기업은 규정 준수 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시스코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 영업 
주기가 단축되고 고객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eter Lefkowitz, Citrix Systems
CDRO(Chief Digital Risk O�cer) 겸
IAP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2018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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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3%만이 자사는 
GDPR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GDPR 준비도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에 협조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59%는 자사가 GDPR 
조항을 전부 또는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1 참조). 29%는 1년 
내에 GDPR에 대한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9%는 준비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DPR은 EU에 위치한 
기업이나 EU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데도,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자사가 GDPR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국가별로 42%~76%로 나타났습니다(그림 2 
참조). 그 중 유럽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림 1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GDPR 준비도
응답자 비율(모집단: 3,206명)

현재 GDPR 조항을 대부분/
모두 충족

GDPR 조항을 대부분/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향후 1년 
내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

GDPR 조항을 대부분/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해당 없음 - GDPR의 영향을 
받지 않음

의 기업이 GDPR 
조항을 모두 또는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9%는 1년 이내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DPR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 보안, 직원 교육, 
그리고 강화되는 규정에 대한 
준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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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영업 주기 지연은 당분간 
대다수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 기업 중 

가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의 영업 

주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GDPR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데이터 보안, 직원 교육, 강화되는 규정,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 요건을 
지목했습니다(그림 3 참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영업 주기 지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영업 주기가 
지연되고 있냐는 질문에 87%의 응답자는 기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영업 주기가 길어졌다고 
답했습니다(그림 4 참조). 이는 66%를 기록했던 
작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 개인정보 보호, GDPR 발효, 그리고 
신설된 기타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중대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업 고객들은 
협력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듣고 나서야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연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범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고객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을 묻는 질문에 94% 이상의 
기업이 0~10주라고 답했으며, 평균 지연 시간은 
3.9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지연 
시간이 최대 25~50주 또는 그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습니다(그림 5 참조). 잠재 
고객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평균 4.7주로 
나타났는데, 기존 고객(평균 3.9주)에 비해 
길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잠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아니요 

예 

13% 

87% 

그림 4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영업 
주기가 지연되고 있는가?
응답자 비율(모집단: 2,064명)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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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DPR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응답자 비율(모집단: 3,098명)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42% 데이터 보안 요건 충족

39% 직원 교육

35% 보완과 발전을 거듭하는 규정 숙지

34%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 요건 준수

34% 데이터 주체의 액세스 요청 충족

31% 데이터 분류 및 저장 기록

30% 데이터 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

29% 각 지역을 책임질 정보 보호 담당자 채용/감독

28% 협력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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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하여 
영업 주기가 지연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

●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

●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절차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

●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맞춰 제품 재설계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의 평균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이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인 평균 7.8주에 비해 훨씬 
짧아졌는데, 기업이 지난 1년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고객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에 관한 국가별 
분포도는 2.2주에서 5.5주까지 다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까다롭거나 과도기 
상태에 있는 국가의 경우 지연 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는데, 고객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림 6 참조).

 

영업 주기가 지연되면 한동안 매출이 지연됩니다. 
이는 매출 목표 차질로 이어지고 보상액, 재정 
지원 결정, 투자자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 고객이 경쟁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아예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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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작년에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고 답한 
가운데,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 중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기업은 74%인 반면, 1년 내에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과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80%와 89%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영업 주기가 
지연되는 이유도 조사해봤는데, 응답자들은 
고객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항 조사,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절차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맞춰 제품을 재설계하는 것을 가장 많이 
거론했습니다(그림 7 참조).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 효과

기업이 GDPR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주요 목적은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하면 또 다른 비즈니스 효과가 
상당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고객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평균 3.9주입니다. 그러나 GDPR 조항을 모두 
또는 대부분 충족한다고 답한 기업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평균 3.4주인데 반해, 아직 GDPR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1년 내에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기업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4.5주였고, 준비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평균 5.4주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준비가 미흡한 
기업의 평균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준비가 
완료된 기업보다 60% 가까이 더 깁니다(그림 8 
참조).

7

그림 7  영업 주기 지연 사유
응답자 비율(모집단: 1,812명)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49%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고객/잠재 고객의 
구체적인/특별한 요구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42% 개인정보 보호 정책/절차에 대한 정보를 고객/잠재 
고객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39% 고객/잠재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38% 고객/잠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에 맞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33% 고객/잠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예: 데이터 
유출 방지 정책, 데이터 삭제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28% 고객/잠재 고객의 질문을 처리할 직원이나 팀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17%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확답을 하기 어렵다.

5% 불확실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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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요약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하여 GDPR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 기업들은 규정 준수 외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영업 주기 지연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3.4주 vs. 5.4 주). 또한 지난해에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비율도 더 낮았습니다(74% vs. 89%). 
그리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데이터 
레코드 수가 더 적었고(79,000개 대 212,000개) 
시스템 운영중단 시간도 더 짧았습니다(6.4시간 vs. 
9.4시간).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 중 

작년에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은 37%에 
불과한 반면, GDPR에 대한 준비가 가장 미흡한 기업의 
경우 64%가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성숙도가 다수의 
기업에게 중대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기업은 특정한 개인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데 안주하지 말고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로 
발생하는 비즈니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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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은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Michelle Dennedy, 시스코
CPO(Chief Privacy O�cer)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누리는 또 
다른 가시적인 효과는 데이터 유출 사고의 
빈도와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GDPR을 
준수하려면 PII(개인 식별 정보)가 저장된 위치를 
파악하고 이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기업은 보관 
중인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체제를 
구축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작년에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고 답한 가운데,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 중 데이터 유출 사고를 
기업은 74%인 반면, 1년 내에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과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80%와 
89%였습니다(그림 9 참조).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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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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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균 지연 시간(단위: 주)
응답자 비율(모집단: 2,0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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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평균 79,000개의 데이터 레코드가 
피해를 입은 반면, GDPR에 대한 준비가 가장 
미흡한 기업은 평균 212,000개였습니다(그림 9 
참조).

또한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시스템 운영중단 시간도 더 
짧았는데, 데이터 자산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데 
따른 부수적 효과로 보입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스템 운영중단 시간은 평균 
6.4시간이었지만 준비가 가장 미흡한 기업의 
경우에는 9.4시간이었습니다(그림 9 참조).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 피해를 입는 
데이터 레코드가 줄어들고 운영중단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피해 금액도 
적습니다.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 중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은 37%에 불과한 
반면, GDPR에 대한 준비가 가장 미흡한 기업의 
경우 64%가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림 10 참조).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에 따른 효과 인식

이 연구 보고서의 이전 두 단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와 비즈니스 효과(예: 영업 
주기 지연 시간 감소, 데이터 유출 사고 횟수 
및 피해 감소)의 상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하여 효과(예: 민첩성 향상 
및 혁신 촉진, 경쟁력 확보, 운영 효율성 확보 
등)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모든 
응답자(97%)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75%가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습니다(그림 11 
참조).

GDPR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 
피해를 입는 데이터 레코드가 
줄어들고 운영중단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피해 
금액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기업 중 거의 모든 
기업(97%)들이 민첩성/혁신, 
경쟁력, 운영 효율성, 보안 
사고 피해 금액 감소, 영업 
주기 지연 시간 감소, 그리고 
투자자의 호감도 상승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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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 효과
응답자 비율(모집단: 3,259명)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42% 적절한 데이터 관리로 민첩성 향상 및 혁신 촉진

41% 경쟁 우위 확보

41% 체계적인 데이터 정리 및 분류로 운영 효율성 확보

39%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금액 감소

37% 고객/잠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영업 
주기 지연 시간 감소

36% 투자자의 호감도 상승

3% 위에 해당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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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은 고객과 신뢰를 
쌓고, 적절히 보호되고 정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GDPR 조항을 모두 또는 
대부분 충족한다고 답한 
기업의 영업 주기 지연 
시간은 평균 3.4주였습니다.

데이터 가치 극대화

데이터 수명주기 동안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보호, 활용, 보존/
삭제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은 고객과 신뢰를 쌓고, 
적절히 보호되고 정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숙한 데이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예: 완벽한 데이터 정리 및 분류, 
다른 자산에 데이터 활용, 데이터 관리자 고용, 
데이터로 수익 창출)에 대해 질문한 결과(그림 
12 참조), 각각의 질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췄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법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기업은 규정 준수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할 경우 영업 주기 지연 시간 감소와 
데이터 유출 사고 위험 및 피해 감소를 비롯해 
민첩성/혁신, 경쟁력, 운영 효율성 등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이 참고서와 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그림 12 성숙한 데이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응답자 비율(모집단: 3,259명)

출처: 2019년 시스코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42% 보유 중인 거의/모든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알고 
있다.

42% 거의/모든 PII(개인 식별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

40% 다양한 데이터 자산을 취합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능숙하다.

37% 데이터 자산을 비교적 완벽하게 분류 및 정리하고 
있다.

32% 최고 정보 책임자가 있다.

32% 정보 중심 기업을 추구한다.

30% 선택한 데이터 자산을 외부에 판매(또는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 위에 해당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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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고객에게 투명성과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반면, 불완전한 정책은 데이터 유출 
사고에 따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Harvard Business Review, “A Strong Privacy Policy Can 
Save Your Company Millions”, 2018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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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한 기업은 규정 준수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성숙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효과를 
정량화했습니다. 또, 작년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된 여러 가지 효과(예: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영업 주기 지연 시간 감소, 데이터 
유출 사고의 빈도 및 피해 감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여러 
산업과 지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강화 효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다음 보고서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시스코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가 및 고객들과 계속 협력하여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비즈니스 관점

https://blogs.cisco.com/security/data-privacy-a-business-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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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Cisco Talos는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상황에 관심 있는 보안 전문가들을 위해 다채로운 
보안 및 위협 분석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종합 보고서들은 업계의 보안 위협 현황과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Cisco Talos는 사고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및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를 
시스코 사이버 보안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Cisco Talos는 관심사가 각기 
다른 보안 전문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고서의 주제와 내용을 다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안 
위협 연구원과 혁신가들의 심층적이고 폭넓은 전문 지식이 함축된 2019년 보고서 시리즈 중 개인정보 
보호 벤치마크 연구 보고서, 위협 보고서, CISO 벤치마크 연구 보고서가 이미 간행됐으며 연중에 또 
다른 보고서들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ecurityreport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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