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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ARCHER BUSINESS IMPACT ANALYSIS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활용 사례

당면 과제
고위 경영진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시스템, 타사, 위치, 중요한 정보 등의 지원 인프라스트럭처가 변화하는 환경을 꾸준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경영진은 비즈니스 연속성과 IT 재해 복구 계획 및 관련 작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요소의
비즈니스 중요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자 및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팀은 BIA(Business Impact Analysis) 수행
을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프로세스가 보호 및 복구에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인지 파악하고 중단으로 인해 조
직의 전략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BIA와 관련하여 겪는 문제는 BIA의 일관성이나 빈도
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BIA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스프레드시트 및 개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 내에서 수행
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개요
®

RSA Archer Business Impact Analysis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지원 인프라의 중요도를 파악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보호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직 전반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팀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비즈니스 리더가 복
구 전략, 복구 작업, 위험 진단 및 전체 조직의 운영 및 IT 시스템에 중요한 기타 활동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특징
•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
한 워크플로, 알림 및 참조 데이터로 사전 구축된 비즈
니스 영향 분석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카탈로그 포함
• 비즈니스 프로세스 소유자 또는 BCM 팀이 프로세스
중요도 평가 결과와 마지막 BIA 날짜,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BIA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
• BCM 팀이 사업부 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원
하는 여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BIA를 개시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즈니스 소유자, BCM 팀 및 경영진의 역할에 액세스
하여 각각에 대한 BIA 완료 검토 및 승인 추진

주요 이점
RSA Archer Business Impact Analysis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BIA에 대해 통합된 단일 기록 저장 시스템 구축
• 단일 접근 방식으로 워크플로, 알림, 검토 및 승인 프
로세스가 포함된 BIA 완료
• BCM 팀, 사업부 관리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
리자의 BIA 관리를 지원하는 보고서 및 주요 지표
를 보여주는 상태 보고서 제공

RSA 소개
®

RSA Archer Suite는 조직이 광범위한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면서 안심하고 디지털 기회를 추구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품
군은 비즈니스 중심의 보안 솔루션으로 꾸려진 RSA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통합된 가시성, 자동화된 분석 정보 및 조율된 작
업에 따라 디지털 위험을 관리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RSA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Fortune
지 선정 500대 기업의 90%가 넘는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sa.com/k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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