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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r reward: What lurks within your IoT?

2020년까지 200억 개 이상의 기기들이 IoT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IoT는 기업에 자동화, 지능, 효율성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IoT 확산은 보안 관련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 급격히 늘어나는 연결

기기와 IoT 혁신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 위험에 알맞은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전체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기업 IoT의

성공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 사이버 보안

문제로 기업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익, 시장점유율,

브랜드 명성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이버 공격은 지금보다 더욱 큰 피해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KPMG International은 기업의 IoT 관련 위험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합니다 . 세가지 차원은 IoT로 연결된

기기 (devices), 관련된 기업 공급 업체 또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IoT 생태계(ecosystems), 기기의 배치 장소, 방법,

대상을 의미하는 유스 케이스(use cases)로 구분되며 ,

각각의 차원이 가지는 복잡성, 상호작용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은 IoT 위험을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KPMG International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증가, 높은 연결성과 접근성으로

인한 IoT 관련 위험 증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IoT

위험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효과적인 투자 등 성공적인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GM-TL-0955_IoT_Cyber_report_V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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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Fraud: A holistic approach to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공급망 부정행위 (supply chain

fraud)의 리스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

공인부정행위조사관협회인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공급망

부정행위의 83.5%가 자산의 부정유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베이트의 공모, 뇌물과 부패, 부정입찰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부정행위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첫째,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하청업체의 증가로 공급자들의

네트워크가 과거에 비해 복합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업들이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로컬 시장의

불법적인 관행 및 부패에 노출되었으며, 언어적인 제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탐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IT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기술적인

취약성이 증가했으며 , 내부적인 통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제공자 및

벤더(vender)에 대한 실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적발 프로그램, 지속적인 감사(audit),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행위 모니터링으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발견 시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합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e/pdf/Markets/supply-chain-frau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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