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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탈레스
데이터위협보고서

클라우드 전환과원격 근무가
가속화되는 시대의 데이터 보안

APAC 에디션



보고서개요

보안 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는 작년 한 해 수 많은 도전 과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이번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의 APAC 에디션에서는 올해에 대한
전망과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살펴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원격 근무로의 전면적인 전환과 클라우드
채택 확대는 보안 전략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APAC 지역이 응답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복잡성이 증가하고 암호화와 같은 보호 기능이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아 클라우드를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 위협 수준도 높아집니다. 제로 트러스트 정책 구현의 진행 상황이 전세계
평균 보다는 높은 점이 데이터 침해 사고가 글로벌 평균 보다 약간은 것으로 분석할 수 도 있지만 여전히 우려
사항입니다.

2021 탈레스 데이터위협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850명
이상을 포함하여전세계 2,600명 이상의보안 전문가 및경영진을
대상으로 한설문 조사를 기반으로합니다.

2021 Data Threat custom surveyed by 451 Research, part of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코로나19가불러온보안 분야의새로운도전들01
조직 전반에 걸친 코로나19의 영향과 원격
근무는 증가하는 보안 문제와 전략적 보안
지출 영역에 대한 기반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안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단지 20%
원격 근무로 인한 보안
위험과 위협을 우려하고
있음.

83%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

44%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는멀티 클라우드도입,

그러나이와함께 증가하는보안위협02
46% 24% 49%

2 개의 PaaS 도입 50개이상의 SaaS 앱 2개의 IaaS 도입

PaaS SaaS IaaS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는멀티 클라우드도입,

그러나이와함께 증가하는보안위협02
40% 이상의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다고 응답.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40% 이상이 민감 데이터라고 응답.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40% 이상의 민감 데이터에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다고 응답.

56%

50%

48%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는멀티 클라우드도입,

그러나이와함께 증가하는보안위협02
클라우드에 저장된 민감 데이터의 50% 이상에 아직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

83%

Only 25%

                        

                 

                



데이터침해및 보안위협의복잡성증가03
56%
보안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45%
지난 12개월 동안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함.

57%
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48%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추진력을얻고있는제로 트러스터전략04

34%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65%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



떠오르는보안위협: 양자컴퓨팅05
50%

양자컴퓨팅에의한
보안위협에상당한
우려를가지고있음.

이러한수준의인식은
포스트퀀텀암호화
기술에대한관심과
암호화민첩성을
개선하려는노력을
불러일으킬것임.



결론: 제로 트러스트세계의최신데이터보안06

민감 데이터 검출

(Discover sensitive data)

민감 데이터 암호화

(Encrypt sensitive data) 

암호 키 보호

(Secure encryption keys)

접근 통제

(Control user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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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안강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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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탈레스의데이터보안강화 3대전략

#1

검출
(민감데이터)

보호
(암호화, 토큰화)

통제
(데이터및암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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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Data Security Platform

탈레스데이터보안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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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Data Security Platform 주요기능및장점

고수준의보안성제공

▪ 자체적인 FIPS 140-2 인증의보안성제공
▪ 임베디드 HSM 또는네트워크 HSM 과의연동을통해

FIPS 140-2 Level 3의고수준보안성제공

클라우드보안달성

▪ 중앙집중화된멀티클라우드 보안및키관리
AWS, Azure, Salesforce, and IBM cloud

▪ 하이브리드 HA구성을통해손쉬운클라우드연동

간결한데이터보안적용을통해빠른규정준수

▪ 민감데이터에대한간결한검출및분류, 
암호화/토큰화를통해규제요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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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es CipherTrust Data Security Platform 

CDSP 구성솔루션

암호화및토큰화 키관리검출

Discovery 

and Classification 

Database

Protection

Application

Data Protection

Tokenization Cloud

Key Manager

Enterprise

Key Management

Transparent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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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P - 유연한 클라우드 구축 모델 제공

Secure VPN

CipherTrust Data Security Manager

(virtual or hosted physical appliances)

Deployed in cloud

CipherTrust Manager

(virtual or physical 

appliances)

Deployed on premise

DSMCM

다양한 DSM 구축 방안:

물리 장비에 의해 사내 데이터센터에 구축

사내 데이터 센터에 가상 머신으로 구축

클라우드 환경에 가상 머신으로 구축

사내 데이터 센터의 장비와 클라우드 환경의 장비를 이중화 구성

중앙 집중형 정책 및 암호 키관리 / Web 기반의 관리 콘솔 제공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성 없이 정책 및 키 관리

CM

IBM Cloud, 

Oracle 등주요
메이저환경



cpl.thalesgroup.com

CipherTrust Manager
위치에구애받지않는중앙집중화된간결한
데이터보안정책및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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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Manager -개요

중앙 집중화된 키 관리 및 역할 기반 정책에 따른 통제

자사의 다양한 암호화 제품의 통합 관리 기능

다양한 로그 포맷 지원을 통해 향상된 감사 및 보고서
기능, 맞춤형 경보 기능

자동화된 암호화 및 관리 기능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REST API 지원

강력한 역할 분리(separation of duties) 와 Multi-

tenant 지원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머신 형태로 제공
HSM 내장 또는 연동을 통해 FIPS 140-2 L 3 지원

키관리 접근정책관리 감사보고서

유연한 API FIPS 140-2

Compliant 

CipherTrus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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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Manager : 차세대데이터보안및키관리의핵심플랫폼

CipherTrust Manager = NG KeySecure 

최고의 Vormetric DSM 및 KeySecure Classic 통합

KeySecure Classic

KeySecure

Connectors

Enterprise

Key Mgmt.
Luna HSM

Integration

Vormetric DSM

Multi

Tenancy
Tokenization

BDT
CCKM VPTD

CipherTrust

Manager

Self-service

Licensing

Micro-services

Architecture

Data Discovery

&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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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Manager -키관리적용범위

Database (TDE) key management 

Data storage 

vendors, Big Data

Home-grown apps, web servers, CAs

TDE Key 

Management 

Client

PKCS#11

KMIP 

Clients
CipherTrust 

Cloud Ke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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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P 상세
중앙집중화된키관리를기반으로다양한
데이터보안솔루션통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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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Data Discovery and Classification – DDC

민감데이터검출
Thales CipherTrust Data 

Discovery and Classification
걸출결과대응및위협

분석

클라우드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공유파일시스템

리포팅및규제준수

CEO 및 CISO, IT 관리자를
위한맞춤형대시보드

데이터보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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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Transparent Encryption (CTE) 제품군

CipherTrust Transparent Encryption Suite 

Transparent 
Encryption

Transparent 
Encryption User 

space**

Transparent 
Encryption for 

Teradata DB

Transparent 
Encryption for 

SAP HANA
Extensions

Live Data 
Transformation

Container 
Security

Efficient 
Storage

Windows, Linux and UNIX platforms에서동작하는설치와구성이간편한소프트웨어에이전트

초기암호화및암호키교체를위한다운타임이불필요한 LDT (Live Data Transformation) 지원
Container 에서의암호화및 SAP HANA, Teradata, end-to-end 플래시스토리지암호화지원

커널에대한종속성을탈피한암호화를위한 CTE UserSpace제품지원

** formerly Protect File 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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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 확장및추가기능

CTE Live Data 

Transformation

무중단초기암호화및
암호키교체

CTE Container 

Security

개별컨테이너에
저장된데이터에대해
각각의정책기반
암호화적용

CTE for 

SAP HANA

SAP HANA 데이터및
로그암호화를통한
무단접근차단

CTE for 

Efficient Storage

압축및중복제거의
효율성을유지한
데이터보안적용

CTE for 

Teradata

테라데이타
데이터베이스를위한
고성능암호화

*To be available in Q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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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Developer Suite 제품군

CipherTrust 

Application 

Data Protection 

CipherTrust 

Tokenization

CipherTrust Developer Suite

포괄적기능의어플리케이션레벨암호화솔루션

▪ 어플리케이션레벨에서의고수준보안적용을위한

키관리기능

▪ 풍부한샘플코드제공

▪ 선택가능한토큰화옵션: 

vaulted or vaultless

▪ 동급최강의풍부한기능제공

▪ 다양한타사솔루션과의연동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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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Database Suite 제품군

데이터베이스에대한포괄적보안제공

▪ 편리한데이터베이스보안을위한 User-Defined 

Function (UDF) 기반의컬럼단위암호화

▪ 주요데이터베이스제품의암호화지원

▪ 키관리와접근통제정책의통합

▪ 보안성향상을위해중앙집중형암호키및정책

관리제공

CipherTrust Database  Suite

CipherTrust Batch 
Data Transformation

CipherTrust Protection for 
teradata.

CipherTrust 
Databas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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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ust Cloud Key Manager –간결한클라우드키관리

CipherTrust Manager 

Key Sources

CipherTrust Cloud 

Key Manager 

• Security 

Team Efficiency

• FIPS Key Quality

• Encryption

Key Control

• Compliance 

& Reporting

FIPS 요구수준을충족하는키안정성및백업지원

중앙집중형, 높은확정성, 편의성제공

멀티클라우드및하이브리드클라우드지원

암호키관리의가시성및보고서제공

CCKM Appliance (v1.x) Integrations

▪ Microsoft Azure

▪ Microsoft Azure Stack

▪ Microsoft China and Germany National Clouds

▪ Amazon Web Services

▪ IBM Cloud

▪ Google Cloud CMEK*  (Q3’20)

CCKM Appliance (v2.x) Integrations

▪ Amazon Web Services: Amazon GovCloud and Amazon China Cloud

▪ Microsoft Azure: China and Germany National Clouds, Government 

Cloud and Azure Stack
▪ Microsoft Office365

▪ Microsoft Office365

▪ Salesforce.com

▪ Salesforce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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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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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례 – 아시아 태평양 초대형 보험사

▌ 고객 개요

1848년 영국에 설립된 보험사의 아시아 법인으로써 1923년 설립, 아시아 17개국 진출

▌ 요구 사항

2016년 PCI/DSS 컴플라이언스 충족을 위해 프로젝트 시작, MAS 감사 요건 충족을 위한 암호화 필요

2021년까지 전체 업무의 80%를 Azure 로 이전하고자 함

▌ 적용 솔루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VTE 도입, 싱가폴 및 홍콩, 말레이시아에 키 관리 서버 구성

MS-SQL TDE 키 관리를 위해 CCKM 추가 도입,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해 토큰화 추가 도입

▌ 보메트릭 제품의 장점

홍콩과 싱가폴을 포함한 10개국에 장소에 따른 제약 없이 솔루션 적용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호환성 및 확장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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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례 – 호주 대형 은행

▌ 고객 개요

1817년에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

▌ 요구 사항

빅데이터 암호화 및 키 관리 필요

주요 업무의 Azure 이관 계획에 따라 MS-SQL TDE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키 관리 필요

▌ 적용 솔루션

키 관리를 위해 사내 데이터센터 및 Azure 상에 키 관리 서버 구성

빅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보메트릭 암호화 VAE/VTS/BDT 도입

Azure 및 사내 데이터센터의 MS-SQL TDE 키 관리를 위해 CCKM 도입

▌ 보메트릭 제품의 장점

사내 데이터센터 및 Azure 환경에서 통합 키 관리 인프라 제공

강력하고 편리하며,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안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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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례 – 국내 기반의 글로벌 주방용품 제조사

▌ 고객 개요

1978년 설립된 밀폐용기를 주력으로 하는 주방용품 제조사,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됨

▌ 요구 사항

글로벌 업무 대응을 위해 AWS 상에 SAP HANA 도입 프로젝트 시작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요건 충족을 위한 암호화 필요

▌ 적용 솔루션

키 관리를 위해 AWS 상에 virtual DSM 구성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보메트릭 암호화 VTE 도입

▌ 보메트릭 제품의 장점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은 레퍼런스 보유

AWS 상에서 AMI 기반의 손쉬운 구성 방안 제공

SAP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원활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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