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1 Research 추천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cpl.thalesgroup.com/data-threat-report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3%

3%가 500개가 넘는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APAC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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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7%

50% 45%

21%
21%가 민감한 클라우드 데이터의 최소 60%가 
암호화되었다고 보고

48%

57% 54% 52%

원격 액세스 보안 솔루션에 대한 신뢰

24% 34%

어디서나 
데이터 발견 및 분류

저장 중/전송 중/
사용 중인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고 
수명 주기 동안 키를 관리

출처: 2022 데이터 위협 맞춤 설문 조사(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내 리서치 그룹인 451 Research가 탈레스의 의뢰로 실시)

53%

2022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

데이터 스프롤: 
도대체 내 데이터가 어디 갔지?

16%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APAC 응답자의 16%만이 
자신의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 

응답자의 48%가 
민감한 클라우드 

데이터의 최소 40%가 
암호화되었다고 보고 

데이터 유출 및 보안 
위협으로 인해 복잡성 증가

보안 공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랜섬웨어를 지목 
보안 공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맬웨어를 지목

과거에 보안 침해를 경험

지난 12개월 동안 데이터 유출 경험

보안 공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DoS(Denial-of-Service)를 
지목 

랜섬웨어가 뒤바꾼 데이터 
유출의 경제적 피해 양상 

멀티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모멘텀

24% 27% 47%

조직의 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람 중 

27%가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쳤다고 보고

응답자의 47%만이 
공식적인 랜섬웨어 
대응 계획을 따랐거나 
따를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응답자의 51%가 데이터의 최소 40%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고 보고 19%가 데이터를 60% 넘게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고 보고

51%

응답자의 53%가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의 
최소 40%가 민감한 정보라고 보고 

26%
26%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중 
60%를 초과하는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라고 
보고

31%가 50개가 넘는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16%가 100개가 넘는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16%%

31%

제로 트러스트 전략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세 가지 문제점

네트워크 암호화의 
위험성

현재 데이터의 향후 
복호화

향후의 암호화 위협  

계속되는 원격 근무 시대의 
보안 위험과 위협 

매우 신뢰함 상당히 신뢰함

26% 16%
약간 신뢰함 전혀 신뢰하지 않음 

!

48%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의 '일부 개념'을 
활용했다고 보고

48%

제로 트러스트가 클라우드 보안 전략의 '상당 부분' 형성 

30%

양자 컴퓨팅

제로 트러스트 세상을 위한 
데이터 보안

하이브리드 근무, 랜섬웨어 및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시대의 데이터 보안 현황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