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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을 위한 
사이버 보안 플레이북

세계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3대 비즈니스 목표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IDG/시스코의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팬데믹 이후 불투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기업들이 사상 초유의 속도로 사업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cKinsey & Company의 분석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무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 
근무자들은 회사 방화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개인 
디바이스에서 작업할 때도 많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위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은 원격 근무 환경 및 그에 따르는 보안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동시에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기술의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49%가 레거시 시스템 및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비즈니스 목표 
실현의 주요 장애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원사 제작 콘텐츠

STRATEGIC 
MARKETING SERVICES 

전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future-of-work/what-800-executives-envision-for-the-postpandemic-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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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변화는 분명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중견기업의 변화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사이버 보안 과제

현재 중견기업은 특유의 사이버 보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세 가지 위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조직을 노리는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증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 DoS(Denial-of-Service) 공격을 
통해 대기업 웹사이트를 무력화하는 식으로, 대규모 조직을 
표적으로 한 악의적인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조직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수익을 얻는 
범죄 조직이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RaaS(Ransomware-as-a-
Service)는 소규모 조직의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는 개별 공격자에게 턴키 방식의 랜섬웨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돈을 내면 데이터 잠금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암호화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콜 센터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상납 과정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나머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랜섬웨어에 당한 조직 중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잠금을 해제하는 대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운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만큼 여유가 있는 조직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어디서나 원하는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

사무실의 전용 디바이스로 회사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자택, 
카페, 공공 Wi-Fi 핫스팟, 그리고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 밖의 여러 장소 등 온라인 접속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문서, 회사 데이터베이스, 기타 
중요한 자산에 액세스합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WFA(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사용자 보안 인증을 하기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독립형 프린터, 
온도조절장치, 복사기, 각종 기기가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는 각각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Forescout의 2020년 Enterprise Security of 
Things(엔터프라이즈 사물 보안)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IoT 디바이스가 모든 업종에 
존재하고, 이러한 디바이스는 취약한 네트워크를 파고드는 
진입점이 되거나 전문적인 악성코드의 최종 표적이 되어 
오늘날의 조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 전자 통신(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포함)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모든 회사의 모든 
디바이스로 끊임없이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은 악성코드를 운반하고 피싱 공격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위협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던 문제였지만, 2020년 들어 훨씬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봉쇄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IT 부서가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예고 없이 이러한 상황에 던져졌고, 
기업들은 자택에서도 IT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 
범위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사내 IT 인프라를 감싸고 있던 정책 
또는 보안 울타리 밖으로 이동하면서 보안 침해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연결과 보안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회사의 방어 체계에 커다란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https://www.ic3.gov/Media/Y2019/PSA191002
https://www.forescout.com/the-enterprise-of-things-security-report-state-of-iot-security-in-2020/
https://www.forescout.com/the-enterprise-of-things-security-report-state-of-iot-security-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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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서 보내는 지원의 손길

IDG/시스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9%가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레거시 
시스템과 사일로에 격리된 데이터를 꼽았습니다. 2위를 
차지한 팬데믹과 정치적 불안정 등 거시적인 환경 요인을 한참 
앞서는 비율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견기업들이 밝힌 세 번째 
장애물은 부족한 예산과 재정이며,

IT 기술 격차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부족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단시간 내에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최소한 기업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지목된 문제들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 사일로를 개방하고, 비용을 줄이고, IT 부서가 
떠안고 있는 IT 유지 관리의 부담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보안 계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견기업 리더들은 다른 어떤 기술 유형보다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응답자의 46%가 선택). 보안 투자에 
필적하는 유일한 기술 투자 분야는 클라우드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43%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보안과 클라우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McKinsey & Company의 보고서에서 강조하듯이, 
클라우드 인프라는 빠르게 단종되는 온프레미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를 업데이트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용과 전문 지식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안 측면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보다 우수합니다.

전략 개발

IT 보안 강화를 위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중견기업 
IT 리더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처음부터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을 
그대로 두고 이를 보호할 방법을 묻지 말고, 가능하면 반드시 
처음부터 보안 기능을 설계 요구 사항에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용자 수, 이동하는 
사용자 수, 온프레미스 사용자 수를 따져 보고 이를 토대로 
보안 전략을 설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IT 부서는 이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 어떤 독립형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용도로 구축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IDG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평균 19가지 보안 
기술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안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 수가 너무 많으면 보안 기능에는 방해가 
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IT 부서는 여러 가지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자의 경우, 전문가들은 직원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필요한 중요 하드웨어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업무 환경 전문가인 Antonio Vieira Santo는 
최근 IDG TechTalk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직원들의 집에 있는 라우터를 교체하세요. 
개별 가정에는 한 번도 패치를 적용한 적이 없는 디바이스가 
아주 많고, 그런 디바이스가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Public%20and%20Social%20Sector/Our%20Insights/Making%20a%20secure%20transition/Making-a-secure-transition-to-the-public-cloud-full-report.pdf
https://twitter.com/AkwyZ/status/131677529031254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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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전략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용자 인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가장 많이 악용되는 공격 벡터는 
비밀번호이고,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IT 인프라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비밀번호에 의존하는 
대신 다단계 인증과 비밀번호 없는 인증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로그인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 보안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리 까다롭게 설정하고 자주 변경한다 해도, 
비밀번호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공격은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단계 인증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밀번호 문제를 제어하는 데 성공한 보안 조직은 우선순위에 
따라 악의적인 웹사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사용자가 이러한 사이트를 방문하면 
공격이 시작되는데, 보통 피싱 공격 과정에서 이메일 링크를 
보내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거나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합니다.

기술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 벤더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드파티 벤더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통합된 
안전한 원격 근무 솔루션 번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 인증

n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액세스

n 이메일 보호

n 보안 협업 툴(예: 암호화된 전화 및 화상회의)

보안 회의 툴은 조직 안팎의 사용자 간 통신 보안을 유지하여 
비공개 대화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안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줍니다.

결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진 지금, 
중견기업은 특히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한 
재택근무(WFH) 환경, 증가하는 공격자 수, 그리고 IT 기술 
격차 같은 문제가 전부 합쳐지면서 최악의 위협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보안 우선 전략, 모범 사례 등을 활용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을 위한 시스코 SaaS 솔루션을 살펴보면서 클라우드를 통해 조직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IDG Communications, Inc.

https://www.mobileiron.com/en/company/press-room/press-releases/enterprise-management-associates-research#:~:text=The%20report%20reinforced%20that%20it's,a%20thing%20of%20the%20past.&text=The%20password%20is%20still%20the,of%20a%20user%20password%20compromise.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midsize/midsize-business-promotions-and-free-trials.html?ccid=cc00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