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문제에서 비롯되는 지연으로 인한
직원의 시간 낭비: 45% 

직원이 개인적 업무로 인해 연간 130시간 근무시간 낭비

그리고

에

근무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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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연간
약 450달러 낭비
왜냐하면 컴퓨터, 기타

하드웨어를 대기 상태로
놔둘 수 밖에 없기 때문.

회사 정책

밤새도록 
업데이트

 슬리핑 모드로
자동 진입

기타

타인의 사용
원격 접속

너무 오래 걸려

깜빡 잊음

직원들이 PC를 싫어하는 잠재적 이유 

IT 기기가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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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의 비즈니스가 불필요한 프린팅으로
연간 13,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39%의 응답자는 “직원들의 불필요한 인쇄로 인해
회사가 과다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2015, Carbon Trust

1대의 표준 PC는 계속적으로 남아

냉장고 1대 보다도 더 많은
연간 700kWh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Source: CRS

29%

29%의 CEO와 CFO는 

핵심 소프트웨어 자산에 
해마다 무엇을 투입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Source: INSEAD

기존 시스템을 돌리는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예산은

단지 70%의 상용 서버 라이선스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Source: 2015, Oki System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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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업의 37%와  

500명 이상 직원의 40%가 

지난 24 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규정 불이행에 대해  
40%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Source: InformationWeek 2014 Software Licensing Survey

현재 상태 엔드포인트 보안의

88%의 기업이 직원들이 직장에서 개인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79%의 기업은 임직원이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57%는 기기가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

**Of organizations. Source: CNET

IT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넷서포트 DNA

소프트웨어 배포 엔드포인트 보안

실시간 기업 경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기기 탐색

인터넷 및 S/W 사용량 측정  프린터 모니터링

에너지 및 전력 모니터링

시간 절약, IT 비용 절감, 보안 강화

재고 및 라이선스 툴

IT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넷서포트 DNA

IT 
당신의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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