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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및 운영 위험 관리 활용 사례

당면 과제
많은 위험 관리 프로그램에서 핵심 지표는 개별 사업부 및 사업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행됩니다. 핵심 지
표 메트릭이 의도한 활동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올바르게 설계되지 않으며 스프레드시트 및 이메일을 사용하여 데이터 수
집이 수행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 보고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전략/운영 목
표, 위험 및 제어 성능의 측면에서 성능의 정확한 측정 또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개요
RSA Archer Key Indicator Management는 조직에서 개인과 관련된 지표를 수립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축된 전체 환경에 따라 지표를 위험, 제어, 전략/목표,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같은 IRM(Integrated Risk
Management)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연결하여 품질 보증 및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이점

주요 특징
• 핵심 지표를 사업부 및 책임 소재가 있는 담당자와
연결

RSA Archer Key Indicator Management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따라 위험, 제어, 기업 목표, 비
즈니스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별로 핵심 지표 수립

•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된 지표에 연결된 데이
터가 수집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가시성 확보

•지 표
데 이 터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 부정적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

적 시 에

수 집

• 지표 경계 및 제한을 일관적인 접근 방식으로 계
산하고 메트릭을 업데이트 또는 검토할 필요가 있
을 때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
• 핵심 위험 지표 메트릭 및 문제 해결 계획에 대해 파
악할 수 있는 기본 제공 보고서 및 대시보드

• 지표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고히 하여 새로
운 문제를 조기에 경고할 수 있도록 지원

RSA 소개
RSA Archer Suite는 조직이 광범위한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고 자신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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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성공을 거두고 정보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rsa.com/k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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