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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보장하려면 보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안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증가하면서 CIO와 

CISO는 기업의 수익 창출 우선순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평균 보안 예산의 9%도 못되는 아이덴티티 

투자는 자격 증명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의 80%를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프라의 가치와 

주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의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크놀로지 리더들이 앞으로 설명할 비즈니스 동인 5가지와 

아이덴티티가 이러한 비즈니스 동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한다면 이러한 가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전사적인 아이덴티티 투자 확대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보안과 각 비즈니스 동인을 연결하여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비즈니스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1   �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아이덴티티 기반 비용 절감

기업은 항상 운영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라면 팀, 프로세스 및 툴의 

효율을 높여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경우 값비싼 기존 시스템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과 시스템 중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따른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IT 팀은 일상적인 업무를 중단할 필요 

없이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일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클라우드 기반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단일화하여 

구현하면 IT 이슈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자동화하고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인한 티켓이 사라져 IT 팀의 민첩성이 

증가합니다.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디렉토리를 중앙으로 

통합하면 앱 프로비저닝/디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여 1일차부터 

직원 액세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사 시 계정을 신속하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종합적인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테크놀로지 환경까지 감사할 수 있어서 비용 

상승의 원인인 보안 허점을 제거하고 보안 지표와 비교하여 성과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대체할 목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한 시스템을 찾다가 SSO, 

Lifecycle Management, Multi-Facor Authentication(MFA) 

같은 클라우드 기반 아이덴티티 솔루션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덕분에 FCC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비교해 비용을 

83%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FCC 비용 절감

클라우드 기반 아이덴티티 
솔루션으로 전환

83% 
2   �IT 자동화 및 간소화: 운영 성과 

향상
기업은 자사 팀들이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작업에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IT 팀이 운영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직원 온보딩/오프보딩 같은 수동 작업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제때 디프로비저닝되지 않은 

사용자로 인해 보안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교착 상태에 빠져 운영 우수성이나 혁신에 투입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수동 작업은 보안 팀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https://www.biometricupdate.com/201808/gartner-says-data-security-spending-to-reach-114-billion-this-year
https://www.cso.com.au/mediareleases/29642/hacked-passwords-cause-81-of-data-breaches/
https://www.okta.com/customers/fcc/


3

아이덴티티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5가지 논거

정작 누가 어떤 시스템과 데이터에 액세스하는지 모니터링하여 

얻을 수 있는 포괄적 인사이트를 잃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수를 범하기 쉬워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기업은 IT 인프라를 최신화하여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 액세스가 간편한 아이덴티티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면 IT 팀의 생산성을 최대 83%까지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News Corp은 

SSO를 구축하고 프로비저닝/디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수천 시간을 절감한 덕분에 이제는 더욱 전략적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간 절감 외에도 SSO, 수명주기 

관리 같은 기능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하여 비밀번호 리셋,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저닝 등 수동 작업에 따른 보안 위험이 

줄었습니다.

3   �빠르고 효과적인 통합: 비즈니스 
성장 및 M&A 성공

지리적 확장이든, 다른 산업 진출이든, 기업 인수든 상관없이 

비즈니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인력, 자금, 인프라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장은 

종종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두드러집니다. 

지역 컴플라이언스, 프로비저닝, 관리, 기존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연결 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면 직원을 비롯한 

파트너가 기억해야 할 자격 증명도 늘어나서 IT 팀에게 비밀번호 

리셋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미국 M&A 거래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M&A 거래 성공 요인은 

효과적인 통합이고, 이를 위해서는 최신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 

도입이 필수입니다.  중앙 집중식 아이덴티티 플랫폼은 다수의 

도메인에서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통합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중앙 디렉토리로 사용자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IT 민첩성을 높여 새롭게 온보딩된 신입 직원 및 파트너들에게 

1일차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 Allergan은 Actavis와 

합병하여 업계 최고의 의료 브랜드 및 제품으로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Allergan은 두 기업에서 

23,000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합한 중앙 디렉토리를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단일화를 구현함으로써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혁신을 
이끌어가는 IT

앞으로 비즈니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CIO들은 디지털, 

데이터 분석,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업계의 유니콘 기업이 되려고 하는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독창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은 인증 및 사용자 스토리지 

계층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운 제품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시간을 늘려서 내부적으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고객 아이덴티티 및 액세스 관리(CIAM) 솔루션까지 

결합되면 제품 차별화와 고객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고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Adobe는 이러한 이점을 경험했습니다. 기업용 

Adobe Creative Cloud에 포괄적 인증 계층을 결합하여 

고객층이 추가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   �비즈니스 보호: 고객 유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고객과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Ponemon의 

데이터 유출 비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 유출 사고가 75%나 증가하여 기업 피해액만 평균 

386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일부 피해액은 기존 및 잠재 

고객, 파트너, 투자자의 신뢰 손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신뢰하지 못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위험하다고 느낄 

https://www.okta.com/blog/2019/01/how-83-of-it-and-admin-leaders-increased-productivity-in-their-organizations/
https://www.okta.com/customers/news-corp/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mergers-and-acquisitions/articles/ma-trends-report.html
https://www.okta.com/customers/allergan/
https://www.okta.com/customers/allergan/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insights/us/articles/4774_CIO-survey/DI_CIO-survey-2018.pdf
https://www.okta.com/customers/adobe-systems/
https://www.information-age.com/data-breach-reports-increase-last-two-years-123474521/
https://www.information-age.com/data-breach-reports-increase-last-two-years-1234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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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ta 솔루션을 찾아보면서 어떤 솔루션이 귀사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오.
혹은 맞춤형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지금 영업 팀에게 문의하십시오.

경우 더 이상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자사 서비스를 통합해야 하는 

파트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업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사용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Forrester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한 IAM 솔루션을 구현할 경우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침해가 

46%까지,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침해가 63%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IAM은 기업의 보안 지출을 최대 

40%까지 절감하여 혁신, 비즈니스 성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MFA 같은 아이덴티티 도구는 사용자의 로그인 

환경(위치,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을 평가한 후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사용할 인증 요소(보안 질문, SMS, OTP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계층을 하나 더 추가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최적의 사용자 경험에 부합하는 보안 계층을 

추가하여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및 파트너 신뢰를 강화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1st Century Fox는 글로벌 CISO가 경계 

기반 보안으로는 더 이상 30,000명에 달하는 회사 직원과 수많은 

파트너들의 액세스를 보호하고 인증하는 데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랐습니다. 현재는 최신 IAM 환경을 

사용해 사용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의 자격 증명까지 작업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안 투자 활성화
CIO와 CISO가 아이덴티티 관리가 기업의 비즈니스 동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면 보안 투자를 정당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임원진과 CFO가 바라는 ROI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 파트너, 계약업자를 포함한 인력은 물론이고 고객 

대면 솔루션을 위해 아이덴티티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Okta 솔루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Okta의 Workforce 

Identity 솔루션은 Single Sign-On, Adaptive Multi-factor 

Authent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같은 제품을 통해 

이러한 확장 인력을 안전하게 지키고 뒷받침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직원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팀이 

성능을 최적화하고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Customer Identity 제품군은 간단하면서 

강력한 인증 경험을 일관되게 구현하여 Okta를 사용해 안전한 

고객 경험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지원합니다. Okta는 고객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손쉽게 보안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kta.com/solutions/
https://www.okta.com/contact-sales/
https://solutionsreview.com/identity-management/forrester-report-iam-maturity/
https://www.okta.com/customers/21st-century-f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