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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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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One은 Gartner의 2022년도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분야의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로 선두 주자이며 Gartner Critical Capabilities의 모든 Use Case에서 최고 순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entinelOne은 Gartner의 엔드 포인트 보호 플랫폼 분야의 Magic Quadrant에서 다시 Leader Quadrant에 자리 잡았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트너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분야의 크리티컬 케이 파빌리티의 모든 유스 케이스에서 최고 순위에 올랐다. 가트너가 새롭게 출시한 리

포트에 기재되어 있는 상세 내용과 쿼드런트 포지셔닝으로, 더욱 우측의 한층 더 위쪽에 위치해 온 과거로부터의 움직임으로부터, SentinelOne에서는, 모

든 규모, 성숙도, 업계의 조직에 동급 최고의 보안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보고서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SentinelOne을 사용하면 조직이 엔터프라이즈 엔드포인트를 공격이나 보안 위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Gartner Magic Quadrant는 비전의 무결성과 실행 능력을 바탕으로 공급업체를 평가합니다. 크리티컬 케이파빌리티 리포트는 가트너가 시장에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특정 기능을 기반으로 공급업체를 평가합니다. 보고서의 결과와 SentinelOne 실적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

을 최근에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번 리포트가 SentinelOne에 대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싶습니다.

Gartner Magic Quadrant는 비전의 무결성과 실행 능력을 바탕으로 공급업체를 평가합니다. 크리티컬 케이파빌리티 리포트는 가트너가 시장에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특정 기능을 기반으로 공급업체를 평가합니다. 보고서의 결과와 SentinelOne 실적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

을 최근에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번 리포트가 SentinelOne에 대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싶습니다.

1. 고객 가치야말로 SentinelOne의 미션 원동력

모든 사람과 사물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조직의 최우선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책

임자는 디지털 세계라는 전장에서 각각 고유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고 계속 진화하는 위협 랜드스케이프에서 공격자의 한 걸

음 앞서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어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SentinelOne의 제품이라면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등 디

지털 엔터프라이즈에 핵심적인 모든 공격 대상 영역을 포괄하여 운영상의 가치와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엔드포인트는 오늘날 모든 조직의 중심에 있습니다. 조직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많은 작업 환경에서 엔드포인트 자체의 무결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

니다. SentinelOne XDR 플랫폼을 사용하면 뛰어난 가시성과 엔터프라이즈급 방어, 위협 탐지, 인시던트 대응 기능을 제공하여 엔드포인트 수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기반 공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위협 액터는 공격 피해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정규 구성 요소와 공격 도구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를 무

기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 공격자는 인간의 행동 심리와 사용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정교한 스푸핑 웹사이트와 정교한 피싱 공격을 통해 더 넓은 범

위의 네트워크를 늘리고 있습니다. SentinelOne의 Singularity Identity 라면 진행중인 공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공격자가 특권을 승격하기 전에 공격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아이덴티티 기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직의 협업, 확장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은 가상 머신, 컨테이너, 서버리스 워크로드 및

Kubernetes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회적 공격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ntinelOne의 Singularity for Cloud 는 구성 실수, 내부

자 위협 및 공급망 공격과 같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중단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위협 방어, 감지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SentinelOne의 임무는 세상에서 위험을 완화하고 보안 팀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이 조직의 사이버 탄력성을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entinelOne은 AI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머신 속도로 사이버 보안을 제공합니다. 동급 최고

의 방어 기능과 위협 탐지 및 인시던트 대응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모든 공격 대상 영역에서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보다 높은 정확도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ntinelOne은 위협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2. SentinelOne은 엔드포인트 범위를 넘어 혁신을 실현

SentinelOne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트너의 리포트에 그 진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계와 사용자의 정체성이 지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격자는 신원의 공격 대상 영역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의 공격 대상 영역을 보

안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책임자는 Identity Access Management (IAM) 및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PAM)와 같은 기존의 ID 관리

프레임 워크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미 탐구합니다.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구와 프레임워크는 엔드포인트 수준에서 필요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

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이덴티티 위협 탐지 및 인시던트 대응(ITDR) 플랫폼이라면 취약한 아이덴티티를 저장하는 인프라를 보호하고 아이덴티티

의 관점에서 보안 갭(현재의 보안 체제와 있어야 하는 모습과의 갭)을 평가할 수 있다 수 있습니다. SentinelOne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신원 기반 공격이 정

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가시성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Scalyr 인수로 SentinelOne은 보안 데이터 레이크를 제품에 통합해 왔습니다. 오늘날 모든 Singularity 플랫폼에서 고객의 서버 보안을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보안 데이터 수집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2년 Attivo Networks를 인수한 후 SentinelOne은 Extended Detection

Response(XDR) 플랫폼을 더욱 확장하여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및 정체성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SentinelOne 고객은 엔

드포인트 범위를 벗어나 엔터프라이즈 전체와 클라우드의 공격 대상 영역에 걸쳐 위협을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고객 주도를 실현하는 통합적인 플랫폼

SentinelOne은 가트너의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분야의 매직 쿼드런트에서 반복 리더크 애드런트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에

서 2023년 3월 1일 시점에서 4.8의 평가를 획득하여 엔터프라이즈 보호와 엔드 포인트 위협 탐지 및 사고 대응 카테고리에서 리뷰의 96%에서 권장합니

다.

또한 SentinelOne은 MITRE Engenuity Enterprise ATT & CK평가에서 3 년 연속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으며 MITRE의 Deception과 Managed Security

Services ATT & CK 평가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의 급속도로 공격자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은 SentinelOne을 이용하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실시간의 대책이나, 보다 풍부한 데이터,

보다 스마트한 워크플로우를 실현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entinelOne의 플랫폼은 엔드포인트에서 실행되는 정적 AI와 동작 AI를 활용하므로 고객

은 자신감을 갖고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SentinelOne의 통합 Singularity XDR 플랫폼은 보안 분석가와의 사용 편의

성을 염두에두고 설계된 유일한 사이버 보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자신있게 대처하고 공격 대상 영역 전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SentinelOne 고객에 대한 헌신

SentinelOne 제품 성능의 우수성과 철저하고 고객의 성공을 고집하는 자세로 97%의 고객이 계속 이용하고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의 성장에 투자하고 있습

니다. 많은 고객들이 보다 강력한 엔드포인트 보호를 요구하여 SentinelOne의 이용을 시작하고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공격 대상 영역 관리, 보안 데이터

분석, MDR, 인시던트 대응 모듈을 채용하여 보안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입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SentinelOne 고객에게 원시 목소리를 공유하는 웨비나(영어)를 개최합니다. 이 기회에 꼭, 이쪽의 페이지로부터 등

록해 주세요. 고객이 SentinelOne을 선택한 이유와 SentinelOne을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 파트너로서 가트너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분야의

매직 쿼드런트와 MITRE ATT&CK 평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또, 이쪽의 가트너 2022년도판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분야의 매직 쿼드런트 전용 페이지에 액세스 해 주시면, 가트너의 리포트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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