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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브리프 

환자의 의료 영상 보호 
Superna Eyeglass® Ransomware Defender로 의료 영상을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환자 데이터의 안전 유지 

 

• Dell EMC PowerScale은 의료 영상의 저장 
및 아카이빙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 PowerScale에는 환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Dell Technologies 파트너인 
Superna는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 Superna Eyeglass® Ransomware 
Defender는 PowerScale의 내장형 스냅샷, 
API 및 복제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Superna Eyeglass® Ransomware 
Defender는 사이버 공격 전, 도중, 이후에 
발생하는 인시던트 전체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 Superna Eyeglass® Ransomware 
Defender는 통합형 AirGap 자동화 기능으로 
이동 없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투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 Dell EMC PowerScale 기반 Faction 
Services를 사용하면 재해 복구 사이트 
및/또는 AirGap 클러스터를 오프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인 환자 정보 

의료 분야는 현재 데이터 폭증을 겪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의료 
데이터는 곧 4ZB에 도달하고 2025년이면 10ZB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규모는 업계 평균보다 작지만 
25% 더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¹. 즉, 영상 및 스캔을 비롯한 모든 환자 정보를 
PACS 또는 VNA에 저장하고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범죄자들이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를 피싱, 사이버 사기 또는 랜섬웨어 
공격 대상으로 삼아 기관 전체와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특한 수법을 
개발함에 따라 의료 산업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유형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중 약 28%가 랜섬웨어로 
접수되었습니다². 그러나 최근 IDC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 기관의 60%만이 
데이터 증가와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을 처리할 준비를 갖췄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전체 슬라이드 영상 및 병상 초음파와 같이 PACS에서 
관리되는 의료 영상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다운타임, 평판 손상, 제공되는 치료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owerScale에 의료 영상 저장 

PACS 또는 VNA 환경에는 관리하기 쉬운 플랫폼에서 탁월한 성능, 확장성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PowerScale은 
클러스터에서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스케일 아웃 NAS(Network 
Attached Storage)입니다. 이를 통해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PowerScale은 성공적인 의료 기관에 필수적인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제공하는 Dell EMC PowerScale OneFS 운영 체제 
기반입니다. 의료 영상용 PowerScal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십시오.   

OneFS 기반 PowerScale은 플랫폼에 직접 내장된 기본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Scale은 D@RE(Data at Rest Encryption) 및 SED(Self-
Encrypting Drive), SnapshotIQ를 사용한 스냅샷, SyncIQ를 사용한 데이터 
복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만으로도 의료 기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랜섬웨어의 경우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수단으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collaterals/unauth/offering-overview-documents/products/storage/h10693-so-isilon-for-pacs-stor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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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a Eyeglass® Ransomware Defender 

Superna Eyeglass® Ransomware Defender는 사용자 행동 분석 정보를 사용하여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확장성이 뛰어난 실시간 이벤트 처리 
솔루션입니다. Ransomware Defender는 사용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데이터 액세스 패턴의 변화를 탐지합니다. 
관리자가 정의한 임계값이 충족되면 Ransomware Defender가 방어 조치를 
취하여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ansomware 
Defender가 랜섬웨어 공격 행위를 탐지하면 실시간으로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파일 공유에서 사용자 계정을 잠그는 등 여러 방어 조치가 시작됩니다. 또한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방어 조치가 시작되도록 하는 시간이 지정된 자동 잠금 
규칙과, 여러 감염이 동시에 탐지되는 경우 자동으로 대응하는 에스컬레이션 
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의 워크로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 
구성할 수 있는 학습 모드를 통해 배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Ransomware Defender는 소스 데이터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데이터 복제 
작업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기능과 AirGap Cyber Vault 기능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속 복구 모드를 제공하므로 더 이상 일반적인 백업 솔루션의 
볼트 디바이스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데이터를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Superna의 Rapid Recovery를 사용하면 보호 대상 데이터 세트의 크기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데이터를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uperna에서 
제공하는 이 오퍼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동 방식 

아래 그림은 의료 영상용 PowerScale을 사용한 Ransomware Defender 배포의 
참조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Dell EMC PowerScale 기반 Faction Services를 
사용하면 DR 사이트 및/또는 AirGap 클러스터를 클라우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¹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작성된 IDC 백서, Establishing Uncompromising Data Availability for Healthcare Organizations, doc #US47447321, 2021년 2월. 

² Davis, Jessica. "Healthcare Cyberattacks Doubled in 2020, with 28% Tied to Ransomware." HealthITSecurity, HealthITSecurity, 2021년 2월 25일. healthitsecurity.com/news/healthcare-
cyberattacks-doubled-in-2020-with-28-tied-to-ransomware. 

https://www.supernaeyeglass.com/ransomware-de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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