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조직은 어떻게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보호 역량 점검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Dell EMC Data 
Protection으로 통합

65%

$640,23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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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향후 12개월 내에 운영 
중단(예: 데이터 손실 또는 
시스템 다운타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조직의 
비율

지난 12개월의 평균 데이터 
손실 비용(USD)

조직의 기존 데이터 
보호 수단이 멀웨어 
및 랜섬웨어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모든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비율

직원 재택 근무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데 
동의한 비율

방법론

Vanson Bourne에서 2021년 2월, 3월, 4월에 수행한 연구입니다. 25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IT 의사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4개 지역에서 총 1,000명이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메리카(미국, 멕시코, 브라질)에서 200명, EMEA(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UAE)에서 450명, APJ(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에서 250명, 중국에서 100명이 응답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작성

운영 중단 사고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조직은 데이터 
보호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없으면 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첨단 기술은 조직의 데이터 보호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가 됩니다.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조직을 향해 뻗어가고 재택/원격 근무자의 증가로 인해 그 
위협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조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As a Service 오퍼링은 
많은 조직의 관심을 얻고 
있으며 보호 솔루션 
구축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 
보호에 대한 책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63%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 중에서 이러한 

환경 전반에 걸쳐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조직의 비율

70%
장기간 보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

67%
재해 복구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

As a Service 오퍼링의 3가지 최우선 순위는 네트워킹,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As a Service를 추구하는 주된 이유로 유연성과 최적화된 IT 운영을 꼽은 
조직의 비율

여러 As a Service 오퍼링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선호하는 
조직의 비율

Dell Technologies help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uilDell Technologies는 조직 및 개인이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고 업무와 생활 방식은 
물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혁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고객에게 데이터 시대를 맞는 기술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업계에서 가장 폭넓고 혁신적인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data-protection/cloud.htmDellTechnologies.com/gdpi를 방문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디지털 혁신 시대의 
데이터 보호
사이버 위협,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등

66%

조직의 기존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는 미래의 모든 

비즈니스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직의 비율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할 계획인 조직 중에서 
조직에 맞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의 비율

SaaS 애플리케이션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할 계획인 
조직 중에서 조직에 맞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의 비율

77%

86%

APJ(중국 제외)

https://www.dellemc.com/ko-kr/data-protection/cloud.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