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로 최전선의 의료 
종사자 지원 

비즈니스 요구

비즈니스 성과

Sentara Healthcare의 멀티 클라우드 구축은 적시에 이루어졌습
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는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이 증가한 의료 부문의 수
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진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곳의 병원과 300곳의 의료 시설로 구성된 의료 네트워크
도 필요했습니다.

Sentara Healthcare는 의료용 스캔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확장과 동시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500만 달러 
절감했습니다.

• 의료용 스캔에 대한 증가된 요구를 충족하도록 확장.
• 클라우드 및 엣지 전반에 AI, 분석 

및 머신 러닝 도입.
• 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 환자 진료의 질 개선.

• 700% 성능 개선.

• 혁신을 위해 IT 리소스 재할당.

•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멀티 클라우드용 Dell PowerScale 
솔루션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화하여 비용을 500만 달러 절감하고 
성능을 높였습니다"

Matt Douglas
Sentara Healthcare, Chief 

Enterprise Archit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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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 Dell PowerScale

• Dell PowerScale용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 Dell PowerEdge

• Dell vSAN

• Dell Financial Services**

• 파트너

• Faction

• VMware

의료  |  미국

고객 프로필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storage/powerscale.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cloud/cloud-services/storage/cloud-storage-solutions-for-unstructured-data.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cloud/cloud-services/storage/cloud-storage-solutions-for-unstructured-data.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servers/index.htm?gacd=9650523-1033-5761040-266691960-0&dgc=st&&gclid=CjwKCAiAxp-ABhALEiwAXm6IySC7Acmzb8JOaQ_scB9AOmegi3neipf9j7nZ_4eDswcMUI-nqXRfARoCosoQAvD_BwE&gclsrc=aw.ds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converged-infrastructure/hyper-converged-infrastructure/vsan-ready-nodes.htm?gacd=9650523-1033-5761040-266691960-0&dgc=st&&gclid=CjwKCAiAxp-ABhALEiwAXm6IybwigUwM5LtYCUSP0eOFwBgkdQ6VEmwgRLRCybJyHDdGY275zK-LqxoCLg0QAvD_BwE&gclsrc=aw.ds
https://dfs.dell.com/#/
https://www.factioninc.com/
https://www.vmware.com/
http://www.sentara.com/


2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는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발
적인 데이터 증가, 코로나19, 그리고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으로 인해 IT 인프라스트럭처는 확장성, 성능, 보안, 신뢰성을 강화해
야 합니다. 다행히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85만명 이상의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Sentara Healthcare는 3년 동안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한 덕분에 전례 없는 어려움에서도 탁월한 품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Sentara는 IBM Power Systems의 높은 운영 비용과 성능 저하, 그
리고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확장성 제한 문제로 인해 
Faction이 지원하는 Dell PowerScale용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
스를 채택했습니다.

Sentara의 Chief Enterprise Architect인 Matt Douglas 씨는 "우리
는 동급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갖췄는지와 R&D, Epic과의 관
계를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멀티 클라우드용 
PowerScale 솔루션은 당연한 선택이었고, Dell Technologies가 데
스크탑에서 스토리지, 그리고 가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
한다는 점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pic EHR(Electronic Health Record)과 같은 Sentara의 애플리
케이션은 Dell PowerScale용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Dell 
PowerEdge 서버, Dell vSAN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Microsoft Azure 및 기타 기술을 포함한 Dell Technologies 하이브
리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실행됩니다.

PowerScale용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서 PowerScale의 대규모 확장성, 성능 및 데이터 서비스에 퍼블
릭 클라우드의 경제성 및 사용 편의성을 결합합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클라우드를 번갈
아 사용하면서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 비용 절감
Sentara는 상당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누리
고 있습니다. Douglas 씨는 "멀티 클라우드용 Dell PowerScale 솔
루션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화하여 비용을 500만 달러 절감하
고 성능을 높였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멀티 클라
우드용 PowerScale과 Dell PowerEdge 서버를 사용한 결과는 놀
라웠습니다. Epic EHR 성능이 20~30,000 IOPS(초당 입력/출력 작
업)에서 160,000 IOPS로 700% 향상되었습니다." 

일선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온디맨드 방식의 확장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도입하기 전 Sentara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미지와 같은 고해상도 
파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
터 인프라스트럭처의 70%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성
장 스트레스를 악화시켰습니다.

Douglas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되고 
스캔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도 급증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용 
PowerScale 솔루션 덕분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탄력성을 갖춘 PowerScale은 일선 인력이 환자
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툴과 데이터를 지원했습니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Douglas 씨는 다음과 같
이 말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의 장점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
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스토리지와 보안 관리 대신 혁
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엣지에서 임상의에게 필요한  
혁신 지원
Douglas 씨는 "Dell Technologies 덕분에 고급 분석 및 AI의 도입

을 가속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
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탁월한 탄력성을 갖춘 
멀티 클라우드용 Dell 

PowerScale을 통해 일선 
인력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툴과 데이터를 

지원받았습니다."

"
Matt Douglas

Sentara Healthcare, Chief 
Enterprise Architect



비정형 데이터용 Dell Technologies Cloud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 Technologies Solutions 전문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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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cale에 내장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체 또는 임상 환경의 엣지에서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및 분석을 수
행할 수 있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환자 치료의 속도와 품질
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Sentara가 온프레미스에서 멀티 클라우드 인
프라스트럭처로 전환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Douglas 씨는 "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도
입하여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
터, 그리고 엣지까지 확장한 것으로, Sentara는 물론 의료 업계의 판
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직원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
Sentara는 기술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Dell Technologies와의 긴밀
한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Dell Financial Services는 코로나19 환자의 전담 인력과 자원 배정
으로 인해 다른 의료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관
리할 수 있도록 지불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Sentara
에 제공했습니다. Douglas 씨는 "Dell Technologies APEX Flex on 
Demand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멀티 
클라우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Douglas 씨는 Dell Technologies가 Sentara에게 보여준 변함없
는 신뢰와 멀티 클라우드용 PowerScale 솔루션의 강력한 성능
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Faction이 지원하는 
PowerScale용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는 보안을 강화하고 데
이터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근 
의료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 
IT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
는 Sentara의 의료 비즈니스를 진심으로 고려하고 우리만큼이나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와의 파
트너십을 통해 IT를 혁신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IT를 
혁신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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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Douglas
Sentara Healthcare, Chief 

Enterprise Architect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cloud/index.htm
https://marketing.dell.com/en-na/contactsales
https://www.facebook.com/DellTechnologies/
https://twitter.com/DellTech
https://www.linkedin.com/company/delltechnolo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