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보호의 위험 환경 



디지털 혁신과 최근 전 세계 상황 속에서 견고한 데이터 보호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의 
조직들은 기존 데이터 보호 전략으로는 데이터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택 근무 경제, 사이버 위협 확산,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보편화 등에 따라 
IT 환경을 간소화하고 중요한 데이터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호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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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Book에서는 전 세계 1,000명의 ITDM 
(IT Decision Maker)을 대상으로 Vanson Bourne에서 실시한 

Global Data Protection Index 2021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3

위험 환경4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 5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 취약성 7

9 As a Service의 성장 

6 새로운 워크로드 및 첨단 기술 지원 

10 데이터 보호 간소화

11 요약 



위험 환경

$959,493

$513,067

64%의 조직들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운영 중단 사고를 경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65%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데이터 손실 인시던트 후 SLO를 충족하도록 모든 
시스템/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 외에도,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 다운타임 문제가 조직에 
계속해서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의 평균 데이터 손실 비용

지난 12개월의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으로 인해 발생한 평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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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조직에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의 급격한 
증가로 잠재적 공격 경로가 크게 늘어난 
것이 우려를 증폭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 위협 양상과 데이터의 
기밀성, 가용성 및 무결성이 갖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솔루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기존 데이터 보호 수단이 멀웨어 및 랜섬웨어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

그러나 많은 조직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하고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역량을 갖추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재택 근무 증가로 인해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데 

동의한 비율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모든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비율

사이버 공격 또는 기타 파괴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가장 중요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재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Dell EMC PowerProtect Cyber Recovery 솔루션 및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와 비즈니스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며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사이버 회복탄력성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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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권자들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조직에서 운영 중단 사고를 경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신기술 관련 
위험에 대한 걱정이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의 82%는 현재의 데이터 보호 기술이 
향후의 모든 비즈니스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는 Oracle, SQL, SAP, Exchange, NAS 파일 서비스와 같은 기존 워크로드와 Kubernetes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예: Mongo DB), SaaS 애플리케이션(예: Microsoft Office 365, Salesforce, Google 
Workspace) 등의 최신 워크로드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검증된 현대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새로운 워크로드 및 첨단 기술 지원 

“귀사에서는 어떤 최신/첨단 기술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찾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새로운 워크로드와 첨단 기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구현하지 않으면 
IT 복잡성이 가중되고 전반적인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조직들은 다양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보호 과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고, 많은 조직들이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 
(As a Service 모델을 
통해 엣지 위치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소비 

및 운영 실현)

68%

인공 지능/
머신 러닝

67%

SaaS 
애플리케이션

(예: O365, 
Salesforce)

58%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67%

엣지/IoT 
디바이스

66%

컨테이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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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 취약성

36%

7%

13%

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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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직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36%만이 자신의 조직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음을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응답자 중 5분의 1은 자신의 조직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음을 다소 의심하거나 그다지 
또는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확신함 -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모든 
데이터를 보호함

보통 수준으로 확신함 –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중요 데이터는 모두 보호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지는 못함

다소 의심스러움 –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중요 데이터를 보호함

그다지 확신하지 못함 –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중요 데이터 일부를 보호함

전혀 확신하지 못함-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함

대다수의 조직들이 DR(Disaster 
Recovery) 및 장기간 아카이빙과 같은 
주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보호에 
대해 이렇게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DR 지원과 장기간 데이터 저장소의 
지속적인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해 복구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

현재 장기간 보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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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직들이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거나 클라우드에서  
VMware를 사용하여 가상화된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이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많은 
조직들이 이러한 가정을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및 가상화 애플리케이션부터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및 SaaS까지에 걸쳐,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채택하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엣지를 비롯하여 
어디에 있든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를 손쉽게 이동 
및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DR 지원을 
향상시키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1% 23%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 보호에 대한 
책임은 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현재 계약을 맺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가 

워크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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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ervice의 성장 

As a Service 오퍼링은 많은 조직의 
관심을 얻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구축과 소비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s a Service 솔루션 오퍼링 중 
SaaS(Storage-as-a-Service), 
BaaS(Backup-as-a-Service), 
DRaaS(Disaster Recovery-as-a-Service)가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조직들은 여러 As a Service 오퍼링을 갖춘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편을 선호하는데, 
이는 운영 간소화를 위해 더 적은 수의 공급업체로 워크로드를 통합하고자 하는 바람을 
시사합니다.

SaaS(Storage-as-a-Service)   47%

BaaS(Backup-as-a-Service)   43%

DRaaS(Disaster Recovery-as-a-Service)   41%

NaaS(Networking-as-a-Service)   37%

CRaaS(Cyber Recovery-as-a-Service)   35%

CaaS(Compute-as-a-Service)   32%

AIaaS(AI-as-a-Service)   29%

EaaS(Edge-as-a-Service)   23%

조직에서 우선시하는 As a Service 오퍼링이 없음   4%

82%
여러 As a Service 

오퍼링을 갖춘 공급업체를 
선호하는 조직의 비율

목차

APEX는 간편하고 민첩한 As-a-Service 운영 모델과 뛰어난 성능 및 제어 
기능을 갖춘 업계 최고 수준의 Dell Technologies 인프라스트럭처를 
결합한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환경 또는 
코로케이션 시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곳에서 As-a-Service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EX는 다양한 데이터 및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포괄적인 IT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제공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대응하며 IT 운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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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수를 줄여 데이터 보호를 간소화하면 
인시던트가 감소하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스톱 접근 방식은 조직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더 뛰어난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및 엣지 전반에 걸친 데이터 보호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검증된 현대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조직이 IT 환경을 간소화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및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물리적 및 가상화 
워크로드는 물론 Kubernetes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및 SaaS를 지원하므로 조직은 단일 데이터 보호 솔루션 공급업체를 통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및 엣지 환경에 걸쳐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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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간소화

예상치 못한 
시스템 다운타임

데이터 액세스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 또는 기타 
사이버 인시던트

데이터 손실 전체 사이트 또는 
그룹의 데이터 

액세스에 영향을 
미친 국지적 재해

현재의 데이터 보호 
방법이나 제품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음 

위의 어떠한 
문제도 경험한 

적이 없음

45%
38%

46%
37%

22%

41%
31%

21%

33%
27%

15%

30%
25%

14%

28% 24%
35%

20%

총계 하나의 데이터 보호 공급업체 이용 여러 데이터 보호 공급업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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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온디맨드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 없이는 어떤 비즈니스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면 발전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은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IT 조직에는 사이버 회복탄력성 및 최신 워크로드 보호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엣지 
환경 전반에 걸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유연한 오퍼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솔루션은 간편하고 신뢰성 높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하고 고도로 자동화되어 IT 조직이 데이터 보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검증되고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회복탄력성 솔루션으로 구성된 Dell Technologies의 심층적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배포 위치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및 IDPA(Integrated Data Protection Appliance) 분야의 선도업체인 Dell Technologies는 
조직의 중요한 데이터가 항상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데이터 보호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보다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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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최소화 및 경쟁 우위 확보

12

데이터 보호 역량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자세한 정보: DellTechnologies.com/ko-kr/dataprotection

Dell Technologies
와의 협력으로 데이터 
보호 이니셔티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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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적합한 기술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업계에서 가장 폭넓고 혁신적인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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