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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보안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Zero Trust 플랫폼으로 교체할 때 매월  
절약되는 비용 5 

20달러  
/FTE 

↓80% 새로운 인프라를 조달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절감 5 

Zero Trust 우수 관행의 경제적 영향 및 보안 영향 수치화 

비즈니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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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요청에 ID 및 컨텍스트 기반 제어를 사용해 과도한  
신뢰를 줄임 

•  모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의 가시성 개선으로 
더욱 신속한 조치  

•  위협의 내부망 이동 감소 

•  레거시 포인트 솔루션을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통합하여 복잡성 감소 

•  온프레미스 장비를 통한 백홀링 트래픽이 없어 보안 워 
크플로 간소화 

•  하이브리드 인력 전체에 일관적인 정책 

Zero Trust가 배포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
하여, 배포되었을 때 평균적인 데이터 유출 
비용 절감 비율 4 

↓23% 

가장 우선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Zero Trust를 도입했다고 대답한 
IT 리더의 비율 2 

72% 

기본 제공 Zero Trust 원칙이 포함된 SASE 
아키텍처로 공격 표면이 감소된 비율 1 95% 

"ID와 위험 상태를 사용한 더 강력한 인증"
을 이점으로 꼽은 IT/보안 전문가 비율 3 61% 

41.5억  
달러 

51억  
달러 

Zero Trust 있음 Zero Trust 없음 

평균적인 데이터 유출 비용(10억 달러) 

사이버 위험 감소 

Zero Trust를 도입한 5개 조직에서 레거시 
보안 비용보다 절감한 평균 금액 5 

700만 
달러 

기술 효율성 개선 

추진 요인 추진 요인 

조직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술 중, 구식  
기술이며 Zero Trust로 현대화할 수 있는 
기술의 비율 6 

#1 

Zero Trust로 위험을 줄이고 기술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 
적은 오버헤드로 – 더 강력한 보호 

사이버 보안 복잡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과 7 

데이터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이 성공하여 
초래되는 경제적 손해 

#2 

#3 

시장 기회만큼 빠르게 혁신할 수 없음 

업무 복원력 부족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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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로 조직의 전략적 사고방식이 변화합니다 

아직 상담할 준비가 안 되셨나요? 
•  Zero Trust가 팀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법 알아보기: 요약 읽기 
• 다른 조직에서 하이브리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요약 읽기 
•  Zero Trust를 달성하며 벤더에 구애받지 않는 로드맵을 살펴보세요: 백서 읽기 

Zero Trust로 사이버 위험을 줄이세요  

보호 

가시성 

제어 

레거시 IT 보안: 
경계가 신뢰를 결정합니다 

Zero Trust: 
경계 없음, 언제나 확인 

보안 경계, 안전한 네트워크 내부  
(즉, “성과 해자”) 

위험 가정, 영향 감소(암호화, 검사,  
마이크로세분화) 

경계에서의 로그인만을 기록 모든 곳에서의 모든 로그인과 요청을 기록 

기본 허용 방식, 네트워크 위치에 
기반한 정적 액세스 

기본 거부 방식, ID 및 컨텍스트에 기반한  
최소 권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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