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보안 도전 과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팀에게 있어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는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업들이 보안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코의 보안 성과 연구 2권을 살펴보면, 27
개국에 걸쳐 5,100명이 넘는 보안 실무자와 IT 실무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시스코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검증된 다섯 가지 핵심 사례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기술 혁신 

거의 40%에 달하는 조직이 뒤처진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이 자체적인 기술 전략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 최신 통합형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높은 수준의 기술 혁신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해결책이 더해진 셈입니다.” 

Richard Archdeacon, 시스코 CISO 자문 위원

보안 운영(SecOps) 팀을 위해 최고의 숙련도를 갖춘 인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원수보다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는 하위직 인원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더 많은 고위직 인원을 보유한 
것만큼이나 강력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Wendy Nather, 시스코 CISO 자문 위원장

강력하게 통합된 최신 보안 IT가 어떤 보안 사례나 제어보다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Helen Patton, 시스코 CISO 자문 위원

사고가 발생한 다음 대응하고 기술 스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 혁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행히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통합에 대한 접근성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어 보안 팀이 시스템에 대한 보다 넓은 가시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술의 39%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향상된 가시성을 위한 통합 
조직의 77%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기보다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 확장이 옵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직원의 기술과 숙련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항상 스마트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팀의 확장
직원 채용률이 가장 높은 조직은 보다 심각한 위협 탐지를 보고하고 대응할 
가능성이 20% 높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강력한 인원, 과정과 기술을 조합하여 확고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완성하게 되면 진보한 위협 
탐지와 대응 역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Dave Lewis, 시스코 CISO 자문 위원

팀의 성장이 옵션이든 아니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한 업무로 보다 강력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위협 정보에 기반한 스마트한 업무
위협 정보를 활용하는 조직은 심각한 위협 탐지를 보고하고 대응하는 
역량이 2배나 높습니다

의도적인 중단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개선된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2배 더 높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은 더욱 강력한 사이버 보안 태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코의 견해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코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낸 모든 데이터를 보려면 지금 전체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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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이고 목적이 있는 IT 중단은 조직이 실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오스에 대비하려면 카오스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는 
5가지 방법 

정기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시행하는 조직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운영을 유지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 사례를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Wolfgang Goerlich, 시스코 CISO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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