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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정보

샘플링 응답자 분석

2020년 중반, 시스코는 설문 조사 
업체인 YouGov에 완전한 익명(출처 
및 응답자 포함) 설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25개국에 걸쳐 현직 IT,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 4,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과 회사 규모, 지역을 
포함한 표본 집단 정보는 부록 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제시된 조사 결과는 
Cyentia Institute가 시스코를 
대신하여 설문 조사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접근 방식

• 소속 조직에서 거버넌스, 전략, 지출, 아키텍처, 운영을 비롯한 25가지 보안 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응답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 그리고 세 가지 주요 범주(비즈니스 활성화, 위험 관리, 효율적인 운영)로 구성된 십여 가지의 보안 목표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의 성공 수준을 물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광범위한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여 프로그램 차원의 우수한 성과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보안 
관행을 식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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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연구를 처음 개발할 당시의 주요 목표는 보안 책임자에게 실용적인 툴을 제공하고, 보안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 구축과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보안 동향(25개국에서 4,800명 이상의 응답자 참여)을 포착한 이 보고서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보안 성과를 촉진하는 요인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사이버 보안 
보고서 시리즈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은 이번 보고서의 새로운 제작 방식과 참신한 논조를 독자 
여러분께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안 예산이 넉넉한 대기업에서도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새로운 기술일까요? 
추가 교육일까요? 아니면 더 효과적인 사고 대응 절차일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연구에 담겨 있는 풍부한 인사이트로 2021년은 물론 그 이후의 미래까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 있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힘든 시기였지만, 보안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귀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https://cisco.com/go/securityreports
https://cisco.com/go/securityreports


시스코 CISO 자문팀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보고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계속 읽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의 추천사를 
보세요.

" 이 마케팅 보고서는 가방에 던져 넣고 
잊어버려도 되는 문서가 아니라, 늘 옆에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할 유용한 참조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를 읽고 InfoSec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Wendy Nather, CISO 자문 위원장,
Duo Security, 시스코



주요 조사 결과
보안 관행이 프로그램 차원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까?
275개 관행-성과 조합 중 45%에서 상당한 상관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즉, 특정 관행이 특정 성과의 달성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관 관계를 보인 것은 어떤 조합입니까?
우수하고 선제적인 기술 혁신 전략과 비즈니스 성장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상관 관계 조합은 무엇입니까?
촘촘하게 통합된 기술 스택은 보안 인재의 채용 및 근속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제적 기술 혁신에 리소스를 투자하고 기술을 통합하세요.

강력한 보안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립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장비, 명확한 지침, 정확한 알림, 그리고 보안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주력하세요. 



미래의 사고 및 손실을 방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요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해 사후 검토를 수행하세요.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보안 관행은 무엇입니까?
25가지의 전체 관행 중에서 아키텍처 및 운영 범주의 관행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부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부문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은 컴플라이언스 요건 준수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돌발 작업과 리소스 낭비를 방지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기능 중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식별 기능이 1위입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보호 기능의 
기여도는 맨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현대적인 IT 및 보안 인프라를 유지하고, 역할 기반 교육에 투자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목표: 비즈니스 활성화 목표: 위험 관리 목표: 효율적인 운영

• 비즈니스 수요 및 성장 충족(EB1)

• 경영진의 확신과 신뢰 확보(EB2)

• 동료 및 타 부서의 지지 확보(EB3)

• 전 직원이 포용하는 보안 문화 
조성(EB4)

• 조직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험 
관리(MR1)

•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MR2)

• 중대 보안 사고 및 손실 예방(MR3)

• 경제적인 보안 프로그램 
실행(OP1)

• 돌발 작업과 노력의 낭비 
최소화(OP2)

• 유능한 보안 인력 채용 및 
유지(OP3)

• 사고 탐지 및 대응 프로세스 
간소화(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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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무엇인가?  
보안 프로그램 성과
많은 보안 연구와 프로그램은 방향이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침 모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정 단계를 알고 있으면 그 밖의 모든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려운 작업, 즉 보안 책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차원의 다양한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바로 
이 성과가 소위 말하는 야심찬 '보안 목표'입니다. 보안 책임자와 보안 프로그램은 저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용 사례에 따라 여기 제시된 목록에 다양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합리적이고 관련성 높은 전략적 성과를 취합한 이 목록을 기초로 이 연구를 설계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 1의 각 성과에 대해 조직의 성공 수준을 '어려움' 또는 '성공'의 척도로 평가해 달라고 설문 
응답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비즈니스 수요 충족'과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평가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각 성과의 사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부록 B 참조).

표 1: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보안 프로그램 성과

배경 정보와 주의 사항은 그만하고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4,800개 
조직은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향한 여정의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그림 1은 보안 프로그램이 
목록의 각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조직의 약 48%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준수하고, 46%는 경영진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36%는 보안 프로그램이 돌발 
작업을 최소화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프로그램 차원의 전체 성공률은 42%입니다. 이것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의 해답과 같은 숫자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2%를 기준으로 성과 달성률 수치를 좌우에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달성하기 쉬운 성과(위쪽 방향)와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아래쪽 
방향)에 대한 응답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hrases_from_The_Hitchhiker%27s_Guide_to_the_Galaxy#Answer_to_the_Ultimate_Question_of_Life,_the_Universe,_and_Everything_(42)


중단 없는 비즈니스 운영(EB1)

경영진의 신뢰 확보(EB2)

보안 문화 조성(EB4)

최우선 위험 관리(MR1)

컴플라이언스 요건 준수(MR2)

중대 사고 예방(MR3)

경제적 운영(OP1)

IR 프로세스 간소화(OP4)

42.6%

46.3%

36.4%

42.1%

42.3%

47.9%

43.4%

42.0%

35.5%

41.3%

42.2%

비즈니스 활성화 위험 관리

출처: 시스코 2021 보안 성과 연구

효율적인 운영

모든 성과에 대한 평균 "성공률": 42.0%

보안 인재 확보 및 운용(OP3)
동료의 지지 확보(EB3)
돌발 작업 최소화(OP2)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성과를 달성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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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보안 성과에 대해 소속 기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 비율

이 차트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유지'와 '돌발 작업 최소화'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확인란에 
체크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방식'을 비효율적인 보안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여기는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목표 추구에는 
내재된 대립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확인할 때 대립 
요소(trade-off)의 개념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범주별 오버레이는 그림 1에 흥미로운 차원을 더해 줍니다. '위험 관리' 목표의 성과는 덜 어렵고, 
'효율적인 운영' 목표의 성과는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된 
성과는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담당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이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려 합니다.



보안 및 비즈니스 이해(BG1)

경영진이 보안 중시(B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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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별 전문 교육(SS4)

뛰어난 보안 기술(S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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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에 '매우 동의함'을 선택한 평균 백분율: 42.3%

벤더 보안 관리(BG7)

확고한 보안 전략(SS1)
충분한 보안 인력(SS3)

선제적 기술 혁신(SS6)

강력하게 통합된 기술(AO1)

프로그램 성과 지표(AO2)

효과적인 자동화 활용(AO4)
취약점 제거 기한(AO5)

보안 개발 방식(AO6)

정확한 위협 탐지(AO8)

시의적절한 사고 대응(AO9)

신속한 재해 복구(AO10)

과거의 사례가 주는 교훈(AO11)

동의할 가능성이 낮음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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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안 관행
이전 섹션에서 논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에게 소속 조직의 25가지 보안 관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와 같은 각종 표준에서 도출한 관행을 비즈니스 및 거버넌스, 전략 및 지출, 
아키텍처 및 운영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성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행도 전체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만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전체 관행 목록은 부록 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에서는 소속 조직이 각 관행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확신하는 응답자의 비율에 따라 모든 관행을 
순위별로 나열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순위가 다소 낙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통제의 도입과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의 성숙도는 이 연구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이전 섹션에서 다룬 (인식된) 보안 관행과 (인식된) 성과의 관계가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그 내용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2: 소속 기업에서 각 보안 관행을 준수한다는 데 매우 동의한 응답자 비율



빠른 성과를 원하십니까?
그림 2에 표시된 관행의 상대적 난이도와 그림 1에 나열된 성과 간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을 추가로 실행했습니다. 구현하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면서 보안 
프로그램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는 관행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SecurityOutcomes 블로그 시리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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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보안 관행 간의 상대적인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림 1의 성과와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여, 모든 통제에서 관찰된 평균 실행 수준(42.3%)을 기준으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상단에 
있는 항목은 기업에서 구현하기 쉬운 반면, 하단에 있는 항목은 구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관심 있는 특정 관행을 직접 선택하여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개략적인 관찰 결과만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대비되는 모습이 보안 프로그램의 다양한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보안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해 고생해야 했지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그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위협 탐지, 취약점 해결 등 업계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기본 항목은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상기시켜 줍니다.

그림 2를 더 크게 보면 상단에는 비즈니스 및 거버넌스 요인, 중간에는 전략, 하단에는 아키텍처 및 
운영이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에는 그저 '거버넌스는 쉽고 기술은 
어렵다'는 것 이상의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러한 범주 간의 종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거버넌스와 전략 없이는 하단의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안 사고에는 근본적으로 아키텍처 또는 운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올바르게 해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https://blogs.cisco.com/tag/security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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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성과 간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통계라고 하면 바로 잠이 오거나 아니면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해답은 신중하고 엄밀한 통계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각 관행이 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일반화 선형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성과 변수를 종속 변수로, 모든 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시점과 그 상관 
관계가 우연히 드러나는 시점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로지스틱 회귀에서 요인에 대한 회귀 계수는 확률의 변화로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한계효과'라는 편리한 기법을 이용하면 각 요인이 
조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관 관계는 인과 관계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격언은 언제나 맞는 말이지만,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관행-성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성공 요인 식별
지금까지 보안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재의 관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보안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는가?"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이므로, 모든 관행과 성과를 분석하여 서로의 
상관 관계를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행-성과 조합에 대해 다양한 보안 관행의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성과 달성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 
통계적으로 합당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뛰어난 보안 관행과 뛰어난 성과 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가?

• 어떤 관행이 보안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가?

• 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관행은 무엇인가?

• y를 수행하면 x가 달성될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얼핏 보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보안 산업에서는 
많은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전략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범 사례의 실제 효과를 
항상 측정하거나 원하는 성과와의 상관 관계를 항상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3.1%

6.1%

12.7%

10.5%

3.6%

3.0%

4.8%

IT/보안의 진정한 협업과 팀워크(AO3)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보고(BG3)

프로그램 성과 지표(AO2)

시의적절한 사고 대응(AO9)

확고한 보안 전략(SS1)

강력하게 통합된 기술(AO1)

선제적 기술 혁신(SS6)

0% 2% 4% 6% 8% 10% 12% 14%
성공률의 평균 증가

전략/지출

출처: 시스코 2021 보안 성과 연구

비즈니스/거버넌스아키텍처/운영

2021 보안 성과 연구

검증된 성공 전략: 보안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 12

그림 3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률의 변화를 범위로 표시했습니다. 즉 '선제적 기술 
혁신 전략은 보안 프로그램의 성공률을 약 11~15%(평균 12.7%)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든 차트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 성과는 다른 모든 성과를 포괄하기 때문에 먼저 이 성과부터 분리하겠습니다. 
그림 3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응답자와의 상관 
관계 수준에 따라 각 요인을 위에서 아래로 나열했습니다. 막대와 값은 각 관행과 관계가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률의 예상 증가치를 나타냅니다. 통계적 변이 때문에 이러한 증가치를 확률 범위로 
표현했습니다. 중간에 표시된 값은 프로그램 성공률의 평균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보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을 극대화하려는 조직은 강력하게 통합된 현대적 기술 
스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 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이 동급 최고의 IT 및 보안 기술에 기반한 
선제적 혁신을 강조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대부분은 프로그램 성공을 보고할 가능성이 11~15% 더 
높습니다(평균 12.7%). 반대로 소속 기업에서 인프라를 거의 업그레이드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업그레이드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매우 낮은 프로그램 성공률을 보고했습니다. 여러 기술을 
연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통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전반적인 성공률이 평균 약 11% 
증가합니다.1

그림 3:전반적인 보안 프로그램 성공과 가장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관행

이러한 설명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이 결과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편리해 보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설문 조사 전문업체(YouGov)가 이 설문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시스코가 의뢰한 설문임을 몰랐으며, 독립 연구소(Cyentia Institute)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코 전략 및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1 관행-성과 조합과 관련된 확률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선제적 기술 혁신과 강력하게 통합된 기술이 성공률을 
23.2%(12.7%+10.5%) 높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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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직에서는 선제적 기술 혁신 전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는 예산이 없고, 어떤 조직은 여러 합당한 이유로 다른 곳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합니다. 
안심하세요. 이 결과는 선제적 기술 혁신 전략이 없는 조직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상황에 맞는 대체 성공 요인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시스코는 바로 그러한 기업을 
돕기 위해 이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충분한 보안 예산 확보라는 요인도 테스트했지만,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과는 
큰 상관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뛰어난 보안은 그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3에는 상위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효과적인 보안 전략 마련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이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형과 규모를 떠나 모든 조직에서 이러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요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위대한 리더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림 3을 보면, 
뛰어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위기 대응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스마트 툴, 검증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면 이 차트를 살펴보세요.

다음 두 가지 성공 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운영을 촉진하고 
그러한 정보를 경영진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면 프로그램 성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OODA 
루프의 핵심이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공 요인은 IT 팀, 개발 팀, 보안 팀 간의 협업입니다. 기업의 사내 수련회에서 'Imagine' 
음악을 틀어 놓고 신뢰 강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협업 요인은 IT 및 개발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보안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그림 3은 조직 내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큰 이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고의 성공 요인은 운영, 거버넌스, 전략 등 모든 범주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뛰어난 거버넌스, 뛰어난 전략 또는 뛰어난 운영만으로는 뛰어난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요소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를 더 많이 갖출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프로그램 차원의 
11가지 성과 각각에 대한 성공 요인을 탐색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되풀이해서 다루게 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OODA_loop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와 프로그램 성공 
사이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술을 
마치 가구처럼 사용하는 조직에는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가구와 같은 기술은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울수록 좋다'는 실리콘 밸리에서 
탄생하여 퍼져 나간 라이프스타일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보안 수익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se/2019/10/Collateral/security-bottom-line-cybersecur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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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기술 혁신(SS6), 강력하게 통합된 기술(AO1), 시의적절한 사고 대응(AO9), 신속한 
재해 복구(AO10)의 네 가지 범주는 거의 모든 성과에 매우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섹션의 모든 차트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이 네 가지 
범주 외에 성과별로 상위 다섯 가지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관행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NIST CSF 기능
특정 관행을 준수하는 것 외에 투자, 리소스, 노력 측면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응답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평가를 위해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에 정의된 개략적인 보안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CSF의 보호 기능은 모든 성과에서 최하위는 아니지만, 보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에 
대한 기여도가 맨 아래에서 두 번째였습니다(1위는 식별 기능). 확실히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지만, 순위가 낮다고 해서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보안 
프로그램은 사이버 위협을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다종다양한 방어 기능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분야에는 오래 전부터 매우 많은 보호 장치가 있었습니다. 즉, 
보호만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시스코의 #SecurityOutcomes 블로그 시리즈에서 NIST CSF의 다섯 가지 기능이 프로그램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세요.

보안 목표 충족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 확보는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특정 성과를 추구하는 것 역시 
완벽하게 합리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표 1의 성과 목록을 보고 "[x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섹션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과는 비즈니스 활성화, 위험 관리, 효율적인 운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각각의 제목 아래에 
자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응답자와 가장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몇 가지 보안 관행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성과의 성공 요인을 담은 전체 목록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이 보고서 말미에 특별한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https://blogs.cisco.com/tag/securityoutcomes


" 보안 구매자들은 흔히 여러 벤더의 수십 
가지 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툴을 
연동하려면 대개 상당한 양의 강력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성, 
비용, 오버헤드가 늘어납니다."

Mike Hanley, CISO(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시스코
자세히 보기

https://blogs.cisco.com/security/ciscos-new-ciso-securing-the-future-one-challenge-at-a-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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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활성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섹션의 성과는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범주에서는 보안을 위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안은 비즈니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는 요령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및 성장 충족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연동되도록 통합하면 두 가지 특징 모두 
그림 4에서 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결과가 아주 타당해 보인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요구 충족'이라는 개념은 
수익 창출 활동에 맞춰 보안을 이동, 변경 및 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식 기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시도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파편화된 인프라는 비즈니스에 방해가 됩니다.

비즈니스 활성화와 연계하여 역할별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재, 민첩한 프로그램"이라는 표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보안 
프로그램의 근본 주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 품질이 우수하고, 기업 문화에 
부합하며, 특정 대상을 위해 맞춤화해야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그림 4: 비즈니스 요구 충족을 위한 최고의 보안 성공 요인(EB1)

그림 4에 자동화가 포함된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자동화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 전반의 민첩성을 높여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그림 
4에서 기술 현대화, 자동화, 통합에 대한 강조는 DevSecOps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고 대응(IR)이 최고의 비즈니스 활성화 요인으로 표시된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은 단지 급한 불을 끄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림 4에 IR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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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표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은 조건 변화에 따라 경로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의 관련 요인 목록에 성과 지표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 또는 목적지를 확실하게 모른다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한 경우 보안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보안 
투자는 이러한 추진력을 더욱 높여 줍니다.

시스코 자체 CISC 팀이 보안을 통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알아보세요.

경영진의 확신과 신뢰 확보

통합된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면 경영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경영진이 보안 운영 센터를 방문하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군요.) 야단법석을 떠는 
것 같지만 최소한 이런 '테크 투어'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경영진은 사이버 보안이 회사가 주요 보안 사고나 비즈니스 중단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요인 중 정확한 위협 탐지 및 신속한 
재해 복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아마도 경영진의 이러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확실한 
가시성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맡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경영진의 신뢰 확보(EB2)를 위한 최고의 보안 성공 요인

정확한 에셋 인벤토리, 프로그램 성과 지표, 역할별 전문 교육은 경영진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안 팀이 핵심 수익 요소를 알고, 수익 방어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저희가 
맡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경영진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이 보안을 중시하는 것과 경영진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얼핏 동어 반복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상관 관계는 인과 관계가 아니다"라는 격언의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진은 보안 프로그램을 기꺼이 지원하고 성공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https://blogs.cisco.com/security/ciscos-new-ciso-securing-the-future-one-challenge-at-a-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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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조직 내 다른 부서의 지지 확보

그림 6에 있는 최고의 성공 요인 중 몇 가지는 이전에 살펴보고 논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보안 운영(즉 탐지, 통합, 자동화)은 다른 팀/부서의 존경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여전히 유용합니다. 뛰어난 보안 운영에는 다른 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마찰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며, 일반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금지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6: 동료의 지지 확보(EB3)를 위한 최고의 보안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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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에 대해 얘기하자면, IT 및 개발 조직의 예산에서 보안 관련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보안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면 동료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보안 직원 보유가 목록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비용을 안 들이고도 직원들이 현재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참여할래요. 고마워요!"

취약점 해결은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역학 관계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IT 팀과 보안 팀이 협업하지 
않고는 취약점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안 팀이 버그를 발견하면, IT 팀은 버그를 없앱니다. 
각 직원의 업무를 조율함으로써 다른 부서의 동료 간에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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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포용하는 보안 문화 조성

직원들이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보안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림 7에서는 
필요에 맞는 뛰어난 기술 제공, 명확한 방향 감각, 시의적절한 문제 해결(또는 사전 예방) 항목이 
목록의 제일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단순히 교육, 특히 모두가 싫어하는 매년 되풀이되는 온라인 인식 교육만이 
아닙니다. 또한 '보안 정책을 위반할 때마다 관련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여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문화의 상관 관계는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활성화' 범주에서 
확고한 보안 전략으로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성과가 바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안 문제로 불만을 품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보안 정책에 대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인 전략은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불만을 덜어줍니다.

그림 7: 강력한 보안 문화를 조성(EB4)하기 위한 최고의 성공 요인

앞서 IT 팀, 개발 팀, 보안 팀 간의 협업이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이 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조직에 
보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프라 구조 및 조직 자체에 보안을 구축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 팀 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림 7에 포함된 '벤더 보안 관리'를 보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전체 텍스트는 바로 "조직의 가치 사슬 및 공급 사슬에 있는 벤더들의 보안 관행이 우리 조직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 벤더들을 관리한다고 확신한다"입니다.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보안을 공급 사슬 전체로 확장하는 기업일수록 보안 문화를 
전파할 가능성도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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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례
시스코는 보안 사례 팟캐스트에서 Elevate 
Security 공동 창립자인 Masha Sedova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력 넘치는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어 보세요.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문화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사람 중심의 보안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소는 cisco.com/go/securitystories입니다.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ecuritystories.html
https://cisco.com/go/security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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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주요 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관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위험은 다면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위험 관리 방법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세 가지 
성과를 각각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험 관리

신속한 재해 복구가 기술 혁신과 기술 통합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는 등 그림 8의 사소한 부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중요한 사실을 의미할 수 있으며, 문제를 
예방하는 것만이 위험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속한 재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이는 뛰어난 보안 기술과 선제적 혁신이 동시에 크게 기여하는 단 두 가지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최고의 툴을 최고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중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림 8: 최우선 위험 관리(MR1)를 위한 주요 보안 성공 요인

시스코는 오랫동안 보안 지표를 지지해 왔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이 위험 관리를 향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격언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이 격언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성과라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에는 많은 사이버 위험이 내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보고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그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활동과 효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중요 위험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일정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시사하며, 이는 보안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스타워즈 제다이의 수법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당신이 찾는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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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

선제적 기술 혁신은 이 차트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등장하지만,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동급 최고의 현대적 솔루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준수할 
수 있을까요? 뛰어난 감사 추적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
습니다.

그림 9의 몇 가지 관행은 확고한 전략을 수립하고, 취약점을 해결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
요 사고에서 빠르게 복구하는 등 기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
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9: 컴플라이언스 요건 준수(MR2)를 위한 최고의 보안 성공 요인

경영진은 법률 및 규제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수준의 보안 보고에서 이러한 
주제를 중요하게 다룰 때가 많습니다. 이 차트에 포함된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관련하여, 
보안 프로그램의 상태와 효과를 경영진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안 책임자는 규제 기관에도 
그렇게 보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바로 그 경영진이 규제 기관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와 상관 관계가 없는 관행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을 두는 것은 이 연구에서 분석한 여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인으로는 이 성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성과의 성공률도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규제 기관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컴플라이언스가 도움이 되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목표일 것입니다.

중대 보안 사고 및 손실 예방

그림 10은 "공격자들은 항상 진화하므로, 우리도 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사이버 보안 사고 및 손실을 방지하는 능력은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IT 및 보안 
인프라를 유지하는 한편 민첩한 대응 및 복구 기능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선제적 혁신 전략의 부수적인 이점 하나는 기술 스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문서 없이 오래된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형 보안 사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격자들의 공격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간과했거나, 추적하지 못했거나, 철저히 유지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가득합니다. 
정체된 인프라에는 공격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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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고 및 손실 스포트라이트
중대 보안 사고 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이 성공의 증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조직 경영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속 회사가 보안 사고 방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된 보안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데이터 침해, 랜섬웨어, 서비스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인력과 시스템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조치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비즈니스 관계 저하, 수익 
손실 및 법적 조치와 함께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사고 및 손실 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urityOutcomes 블로그 시리즈를 참조하세요.

그림 10: 중대 사고 예방(MR3)을 위한 최고 보안 성공 요인

보안 사고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림 10은 공개된 대형 보안 사고에서 예방을 위한 단서를 찾는 
동시에 조직 자체의 사고(또는 준사고)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고 알려 줍니다. 중대 사고를 사후에 
검토하고 교훈을 전파하는 보안 학습 문화를 확립하면 미래의 사고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는 주요 사이버 위험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보안 프로그램으로 보안 침입을 
방지할 가능성도 높여 줍니다. 정확한 위협 탐지와 함께 보안 학습 및 성과 측정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의 능력과 활동을 파악하는 동시에 자체 방어 능력을 
파악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 보다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별 전문 교육은 보안 프로그램의 중대 사고 및 손실 방지 역량을 높여 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데이터는 보안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교육이 위협 탐지만큼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귀사에서는 어느 쪽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흔히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예산이 빠듯할 때 가장 먼저 배제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인재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 
차트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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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운영
비즈니스 활성화 및 위험 관리 외에, 효율적인 운영 능력이 좋은 보안 프로그램과 최고의 보안 
프로그램을 가르는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의 마지막 성과 그룹에서는 경제성, 전략 
실행, 인재 관리, IR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모두 중요한 성과들입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성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보안 프로그램 실행

선제적 기술 혁신 전략이 경제적인 보안 프로그램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관행은 보안 지출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팀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고의 툴을 갖추도록 만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림 11에 있는 
다음 두 가지 전략, 즉 통합과 자동화는 최신 보안 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툴은 더 
효과적이고 관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11의 다음 두 가지 관행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중대 보안 사고를 겪은 적이 
있다면 대응 및 복구 프로세스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사고 비용과 관련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림 11: 경제적인 보안 프로그램 실행(OP1)을 위한 최고의 성공 요인

취약점 관리와 끝없는 오탐지 분류 작업보다 더 지루한 보안 작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잘 구현되지 않은 관행 중 이 두 가지가 그림 2의 맨 아래에 위치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행은 실행하기 힘들고 리소스 소모가 많습니다. 고맙게도 문제 해결 기한 및 탐지 
정확도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 11은 지친 작업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성과의 경우, 보안 예산의 골디락스 존이 존재합니다. 예산이 너무 작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을 전부 해낼 수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크면 낭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당하면 
목표에 꼭 맞는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최고의 효율로 운영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경제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 설계된 아키텍처를 효율적인 
운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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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작업과 노력의 낭비 최소화

이 성과는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큰 장애나 혼선 없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따라서 우선 뛰어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목표와 관련된 상위 다섯 가지 
관행에 포함된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의적절한 대응, 효과적인 자동화, 정확한 위협 탐지 등 차트의 추가 요소들은 그러한 전략을 
한발 앞서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약한 위협 탐지 및 대응은 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합되지 않은 사고 대응 프로세스와 끝없는 
오탐지 추적은 시간 낭비, 직원 피로, 그리고 기타 다양한 가치 저하로 이어집니다. 보안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의 주된 목적은 운영 교착 및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달성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성과 지표입니다.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보안 프로그램의 방향을 
파악하고 경로 이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노력의 낭비 최소화(OP2)를 위한 최고의 보안 성공 요인

유능한 보안 인력 채용 및 유지

업계에는 보안 직원의 채용 및 유지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공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인재를 고용할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인재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고, 주변에 뛰어난 동료들을 배치하고,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하세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경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면 인재의 구성, 
배경, 기술 및 관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림 13에 나열된 기술 위주의 관행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술보다는 소프트한 
성격의 성공 요인 목록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이 데이터도 연구의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뒤에, 아키텍처와 운영이 최고의 보안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기술을 극복하느라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Diversity in Cybersecurity: A Mosaic 
of Career Possibilities(사이버 보안의 다양성: 다채로운 커리어 계발의 기회)라는 이 
eBook에서는 유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팁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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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안 인재 확보 및 운용(OP3)을 위한 최고의 성공 요인

시간과 재능의 낭비와 관련하여, 보안 자동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화하면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동화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덜어준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따분한 작업에서 해방된 
직원들은 더 도전적이고, 즐겁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보안 
전문가들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팀과 보안 팀 간의 협업도 언급할 만합니다. 협업 문화는 구축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축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림 13에서는 정당화 스택에 인재 유지를 추가했습니다.

사고 탐지 및 대응 프로세스 간소화

이 마지막 성과는 다른 많은 성과들보다 더 전술적이며, 이름만 보면 '시의적절한 사고 대응' 관행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록 B에 제시된 이 목표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살펴보면 간소화된 
IR이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IR, 위협 탐지 및 기타 핵심 SecOps 
관행이 이 섹션에 제시된 성과의 주된 요인인 만큼, 이러한 능력을 개선할 방법이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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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IR 프로세스 간소화(OP4)를 위한 최고의 보안 성공 요인

이 연구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해답은 현대적이고 잘 조정된 보안 아키텍처를 성숙한 운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장을 입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림 14의 마지막 세 가지 
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주장을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중대 사고 및 손실 예방 섹션에서 
과거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IR 팀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확한 에셋 인벤토리를 보유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는 두 번째 
성과일 뿐입니다. "그 (손상된) 서버가 아직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이러한 상관 관계가 완벽히 이해됩니다. 에셋의 위치, 
소유자, 설정 방식 등을 모르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안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채택하기 위한 근거를 찾을 때, 대개 IR 프로세스 간소화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은 DevSecOps를 통한 보안 팀/프로세스와 개발 
팀/프로세스 간의 통합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다시 더욱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공격 표면에 대한 공통의 이해 강화, 결함 인식 향상, 문제 처리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최소화
설문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그룹의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운영 및 사이버 위험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녔습니다.

1. 주기적으로 동급 최고의 IT 및 보안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강조하는 선제적 기술 혁신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2.  충분한 보안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역할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에게 
투자했습니다.

3. 보안 프로그램의 활동과 효과를 투명하게 보고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경영진의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유능한 인력이 유지 관리하는 현대화된 고성능 기술 
스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그 밖의 연구 결과는 
#SecurityOutcomes 블로그 시리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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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원들이 평상시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보안 위협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대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업무용 툴을 제공하고, 
여러 단계의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보안 위협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위협을 알리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재택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익하고 합리적인 조언을 
조금씩 전달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이죠."

Mick Jenkins, CISO, Brunel Universit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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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안 여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 데이터에 의해 제시된 관행이 특정한 프로그램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개별 행에 주목하세요.

• 특정 관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이점(성과)을 확인하려면 개별 
열에 주목하세요.

• 어떤 관행은 많은 성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관행은 더 
협소한 범위의 구체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위한 로드맵
이 연구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최고의 성공 요인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께 잠깐 
기다리면 그 부분을 다시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림 15의 
하단에는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모든 보안 관행이, 왼쪽에는 프로그램 차원의 모든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관행 및 성과에 대한 전체 질문 텍스트는 부록을 참조하세요.

유색 사각형은 해당하는 교차 지점의 관행과 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흰색 사각형은 상관 관계가 없음을 의미). 음영 수준은 각 관행-성과 조합의 
성공률 증가 평균값입니다. 음영 위에 표시된 값은 이전 차트의 값과 일치합니다.

무수한 권장 사항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보고서를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명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려 
보고, 보다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위한 증거 기반의 로드맵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트로 귀사에 꼭 맞는 보안 여정을 선택하세요.



그림 15의 빈 사각형은 해당 관행이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모든 응답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업종, 지역 또는 조직 규모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하면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궁금하다면 cisco.com/go/SecurityOutcomes에 있는 지역 및 업종별 보고서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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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모든 보안 관행과 각 보안 프로그램 성과 간의 상관 관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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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안 관행이 원하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

https://cisco.com/go/SecurityOutcomes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보안 성과 연구 
보고서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 
업계에는 주목해야 할 보고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희망찬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코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소셜 플랫폼에서 
#SecurityOutcomes 해시태그로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Cisco Secure 소개
오랫동안 네트워크 분야의 선도 업체로서 명성을 쌓아 온 시스코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으로 
구성된 개방적인 통합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서로 연동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서로 학습해야 하며, 잘 통합된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보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세계 최대의 IT 인프라 및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겸 세계 최대의 B2B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오직 최고의 보안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탄생한 Cisco Secure는 고객 중심의 합리적인 
보안 방식으로 배포, 관리 및 사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이 서로 연동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 즉 고객이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스코의 경영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복잡하고 귀찮은 문제를 해소하고, 확실한 보안 관행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고객의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안을 간소화하되, 간소한 보안 
뒤에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시스코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발휘합니다.

시스코 Cisco SecureX 플랫폼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위협까지 안전하게 막아 준다는 신뢰와 
확신을 보안 커뮤니티에 선사합니다. Fortune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모든 기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통합된 시스코 사이버 보안 플랫폼으로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간소한 보안 환경에서 성공을 앞당기고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cisco.com/go/secure를 참조하세요.

미주 지역 본부
Cisco Systems, Inc.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Cisco Systems (USA), Pte. Ltd. 
싱가포르

유럽 지역 본부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Amsterdam, 네덜란드

2020년 12월 발행 RPT_12_2020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Cisco 및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보려면 URL 
www.cisco.com/go/trademarks 를 참조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와 다른 회사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62922)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ecurex/index.html
http://cisco.com/go/secure
http://www.cisco.com/go/trademarks


2021 보안 성과 연구

검증된 성공 전략: 보안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 34

부록

부록 A: 표본 집단 정보

설문 대상 산업:

설문 대상 기업 규모(직원 수):

10.9%

6.7%

0.9%

2.5%

5.4%

12.1%

5.4%

5.8%

2.8%

14.6%

1.2%

0.3%

7.8%

13.1%

7.5%

2.9%

언론 및 출판

예술/엔터테인먼트/여가

마케팅/광고

비즈니스 컨설팅

숙박

공공서비스/에너지

정부 기관

교육

의료

아키텍처/엔지니어링

통신

소매업/도매업

기타

금융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Source: Cisco 2021 Security Outcome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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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7.8%

13.1%

7.5%

2.9%

Media/Publishing
Arts/Entertainment/Recreation

Marketing/Advertising
Business Consulting

Hospitality
Utilities/Energy

Government
Education

Healthcare
Architecture/Engineering

Telecommunications
Retail/Wholesale

All Others
Financial Services

Software Developmen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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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3%

31.7%

38.3%

12.2%

50-249

250-499

500-999

1,000-9,99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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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 국가:

1.30%

4.17%

4.41%

4.23%

4.29%

4.31%

4.17%

2.15%

4.50%

3.09%

4.10%

4.19%

3.07%

4.10%

3.09%

4.27%

4.19%

3.14%
3.22%

4.21%

1.96%

3.05%

4.29%

4.33%

9.06%

3.11%

기타R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이탈리아

멕시코

호주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인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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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활성화

EB1 비즈니스 요구 및 성장 충족

성공 사례 및 증거: 보안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잘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 라인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안이 경쟁 우위를 제공하거나 순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보안을 순전히 비용 센터 또는 '금지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EB2 경영진의 확신과 신뢰 확보

성공 사례 및 증거: 보안 책임자가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 임원들과 주기적으로 화기애애한 만남을 가집니다. 
비즈니스 책임자와 보안 책임자 간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협업에 기반합니다. 보안이 종종 경영진에게 질책 
대상이 되거나 합당한 지원 요청이 자주 거부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EB3 동료와 조직 내 다른 부서의 지지 확보

성공 사례 및 증거: 보안 팀이 조직을 위해 협업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른 부서의 지지를 얻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공정한 인식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보안 외 책임자 또는 
부서에도 보안과 관련된 성과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 간에 불평과 논쟁이 가득한 분위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EB4 전 직원이 포용하는 보안 문화 조성

성공 사례 및 증거: 직원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보안 솔루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만족도 설문이나 
퇴사 인터뷰에서 보안은 부정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보안 담당이 아닌 직원도 피싱 시도, 잠재적 악성코드 
및 기타 사고를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보안 정책의 위반과 해결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위험 관리

MR1 조직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험 관리

성공 사례 및 증거: 경영진과 보안 책임자 간에 중대 위험 시나리오를 합의했고, 그러한 위험에 대한 완화 
계획이 존재하거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잠재적인 사이버 위험 노출은 현재 경영진이 설정한 위험 감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위험 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증거(예: 빈번한 준사고, 통제 일탈, 대응/복구 
테스트 실패 등)가 없습니다.

MR2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

성공 사례 및 증거: 피할 수 있는 보안 사건이 감사 기관이나 규제 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 규제 요건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해결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보안 적발 또는 
결함을 인정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자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MR3 중대 보안 사고 및 손실 예방

성공 사례 및 증거: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조직에서는 지난 몇 년간 중대 보안 사고(높은 내/외부 
가시성)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대 데이터 손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사고가 예상되지만, 언론에 보안 사고가 실리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보안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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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체 보안 성과 목록



효율적인 운영

OP1 경제적인 보안 프로그램 실행

성공 사례 및 증거: 경영진이 보안 프로그램의 투자 수익률(ROI)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보안 비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셸프웨어 구매 비율이 낮습니다. 직원 수는 적지만 충분히 
업무를 처리합니다. 경영진과 보안 책임자가 위험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안 예산을 절약하고자 계획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OP2 돌발 작업과 노력의 낭비 최소화

성공 사례 및 증거: 전략 실행이 장애나 혼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응적으로 
보안 예산을 지출합니다. 직원들이 따분한 작업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가치 있는 활동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매번 문제 해결에 급급하거나 프로그램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OP3 유능한 보안 인력 채용 및 유지

성공 사례 및 증거: 조직이 보안 커뮤니티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긍정적인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하는 보안 직책은 대개 과도한 인센티브 없이도 신속하게 충원 마감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퇴사하지 
않고 승진하며, 인력의 자연 감소율이 낮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OP4 사고 탐지 및 대응 프로세스 간소화

성공 사례 및 증거: 보안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추측에 기반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보안 사고를 분류합니다. 사고 대응 및 해결이 혼란스럽지 않고 체계적입니다. 탐지 시간, 
문제 해결 시간 등의 지표를 추적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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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및 거버넌스

BG1 내가 참여하는 보안 이니셔티브가 조직의 비즈니스 요구와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BG2 우리 조직의 최고 경영진이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보안을 중시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BG3 우리 조직의 최고 경영진은 보안 프로그램의 활동과 효과에 대해 투명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BG4 우리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위협,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보안 인식 교육을 받습니다.

BG5 우리 조직에서 주요 사이버 위험으로 간주되는 위험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BG6 우리 조직에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 요건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BG7 조직의 가치 사슬 및 공급 사슬에 있는 벤더들의 보안 관행이 우리 조직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 벤더를 관리한다고 확신합니다.

BG8 우리 조직에서는 주요 시스템 및 데이터의 정확한 인벤토리를 유지하고, 보안 요건 및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라 해당 에셋을 분류합니다.

전략 및 지출

SS1 보안 프로그램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종합 전략을 유지하고 이를 전파합니다.

SS2 보안 프로그램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 예산이 있습니다.

SS3 보안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SS4 보안 담당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별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SS5 보안 프로그램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툴이 있습니다.

SS6 우리 조직에서는 최신 기술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선제적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IT 및 보안 
기술

아키텍처 및 운영

AO1 보안 기술이 잘 통합되었고 효과적으로 연동됩니다.

AO2 보안 프로그램에서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시행합니다.

AO3 우리 조직에서는 IT, 개발 및 보안 운영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협력합니다.

AO4 자동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안 운영 및 인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AO5 우리 조직에서는 설정된 SLA 또는 기한에 맞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노출된 취약점을 수정합니다.

AO6 우리 조직에서는 내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AO7 보안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AO8 위협 탐지 기능이 큰 사각지대 없이 잠재적인 보안 사고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AO9 사고 대응 기능을 통해 보안 사고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AO10 복구 기능으로 보안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향을 받는 에셋의 즉각적인 복원을 보장합니다.

AO11 사고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고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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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전체 보안 관행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