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

Dell Technologies.

박래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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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 해진다.
• 진화해 가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의 현실

Traditional Threats Emerging Threats

Cyber 
Theft

Denial of Service
Attacks

Cyber 
Extortion

Cyber 
Destruction

93%
CAGR in Ransomware variants from 2010 to 2021

랜섬웨어 변종

24%
Organizations satisfied with their ability to 

detect and investigate

탐지/대처의 낮은만족도

92%
Organizations cannot detect cyber-attacks quickly

Cyber 공격에 대한 빠른 탐지 불가

59%
Believe that isolating affected systems and 

recovering from backups should be the 

response to ransomware

랜섬웨어 대처 방안
: 격리 및백업 복구

76%
of breaches are financially motivated

금전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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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의 현재, 기존의 대응책은?

중요
데이터 Lock + 숨김

침입 탐지
데이터 백업 + 복제

관리자 사이버 공격자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수행

복제를 통한 재해복구 환경 구축

주요 데이터의 WORM Lock 형성

데이터 저장경로의 숨김처리

잠복기를통해 백업데이터에침투

네트워크를통해모든 영역으로전파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모든 보호조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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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응의 새로운 데이터보호 대안 필요

1

2

3

4

IT 및 백업, 운영 관리자의주요 침해대상

마스터서버(백업카탈로그): 백업마스터서버가대상이되고
감염되어암호화/초기화된백업 카탈로그가생성됩니다.

미디어서버: 미디어서버에장착된모든파일시스템이대상이
되고암호화되고초기화됩니다.

백업장치 : 

– 디스크/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미디어서버의파일시
스템이타겟팅되고암호화되고초기화됩니다.

– 테이프: 공격 전에환경에서위협이제거된경우
파괴적인이벤트에서복구할수 있는더 나은기회를제
공합니다.  그러나백업카탈로그가인질로잡히거나파
괴되면테이프에서복구하는것이점점 더어려워질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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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권고 사항
• 중요한 데이터의 복제본을 격리된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랜섬웨어와 파괴적인 공격에서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공지, 2017년 6월)

백업을 오프라인상태로유지할것 복구유연성을보장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할 것
네트워크로부터격리된공간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것

에어 갭이 적용된 백업 아키텍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복구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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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의 핵심 기능

What You Need Dell Data Protection

(Backup)

Dell PowerScale 

(Unstructured Data) 

Create immutable copy’s of data
(변경이 불가한 데이터 복사본 만들기) ✓ ✓
Detect abnormal user behavior
(비정상적인 사이버 및 사용자 행동 감지) ✓ ✓
AirGap copy of data for immediate business 

recovery (즉각적인 비즈니스 복구 AirGap 사본) ✓ ✓
Determine what was impacted by reporting on 

infected users and files 
(감염 사용자 및 파일 영량 보고 및 분석 탐지)

✓ ✓

Optimize RTO/RPO
(RTO, RPO 최적 구성) ✓ ✓
Cost-Optimized Solution
(비용 최적화된 솔루션) ✓ ✓
Audit attacks to understand what happened
(다양한 공격 벡터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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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tection Solutions보호 방안
• DPS Air-Gapped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최후의 방어선 제공

✓ 특정시점 복구 24시간 이내 데이터 격리 및 디지털 금고를 통한 완벽한 봉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

PPDD 

Replication(복제)

변경할수 없는 Snapshots

Good + 

Air-gapped DD Vault

보관된 DD로 Air-Gaped 백업
본사본전송및 논리적절체

위협을서전감지 및원인 파악(포렌식
기능복구)

최적의복사본을확인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GOOD… BETTER... BEST

백업이미지 LOCK & WORM 

기능위변조방지

Better + 
Cyber Sense SW

유연한복구프로세스의빠른
성능의백업인프라

일기전용 Retention Lock 2차
접근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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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ructured Data Solutions보호 방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비정형 스토리지

변경불가능한 Snapshot

SyncIQ를 통한 암호화된 DR 

복제
Read-Only 모드의 DR운영

Good + 

Superna Ransomware Defender

사용자행동을모니터링하고공격을
탐지

Superna AirGap SW을통한 3차
클러스터운영

위협이발견되는경우즉시
AirGap을 차단하여보호

GOOD… BETTER... BEST

• 비정형 컨텐츠를 보호하는 최적 방법

✓ 신속하게 탐지 및 감염된 계정을 차단하여 사이버 공격 범위를 줄임으로써 RTO 최소화

공격탐지 후정책에따른 경보및
즉각적인조치

복구프로세스를가속화하고감염된
파일을확인

Better + 
Air Gap

Production 및 DR이 감염되어도
사용가능한데이터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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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tection Cyber Recovery
유일한 진정한 Air-Gapped Cyber Recovery Solution

Cyber RecoveryProduction

CRS 서버

분석 서버

Air-Gap 복제

Out of Band 

NetworkPowerProtect DD (Source) PowerProtect DD (Target)

백업 서버 (Networker 등)

어플리케이션 서버

Backup Data Fast Copy WORM Lock

CyberSense Server

Cyber Recovery Server

1/10Gbps

1/10GbpsVault 영역

• PowerProtect DD 중복제거 스토리지 및 사이버 복구 볼트 + 별도 복제포트 방화벽

• Air-Gap 은 물리 네트워크 자동논리적절체지원 / 내외부자의 접근 경로 원천적으로차단

• 백업 복제 이미지 LOCK및 WORM 기능활용-> 위변조 방지 / 읽기 전용 Retention Lock 기술 적용

• 백업 데이터 격리 및 WORM 기능으로 위변조 및 2차 접근 봉쇄 / 공격 매개체(벡터) 및 손상된 파일 리스트, 불법 계정 탐지

• 머신러닝을 통한 보안성분석및위변조패턴분석



©  Copyright 2021 Dell Inc.10 of YInternal Use - Confidential

PowerScale Ransomware Defender & Air Gap
(Unstructured Data)

Ransomware Defender
사용자 행동 기반 감지

SyncIQ 

AirGap

위협이 감지되는 경우, 

Smart AirGap이
복제를 중지

PROD DR

1. Ransomware Defender 사용자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랜섬웨어 활동을 실시간으로 식별 및 액세스를 차단

2. Smart AirGap 3차 클러스터에 대한 SyncIQ 복제 정책을
자동으로 관리. 위협이 감지되면 AirGap의 절체를 통해
데이터 보호

3. Auto AirGap 가상 또는 물리적인 AirGap옵션을 통한
자동화된 제어 및 관리

4. Efficient Snapshot 스냅샷을 통한 증분만 복제

5. Faster Restore Speed 수 시간안에 빠른 복구
“몇시간 만에 PB 단위의 데이터 사용 가능 ”

AirGap Cluster

Archive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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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Gap

Backup Optimized Data 

사이버 복구 솔루션을 통한
백업 최적화 데이터 보호

1. Fastest incremental forever 

sync DD복제를 사용하여 가장
빠른 데이터 원격 저장

2. Immutable backup data 
CyberSense Forensic Analytics 

분석

3. Fast Recovery from Vault 
유연한 복구 프로덕션을 통한
빠른 복구

CyberVault

AirGap

PowerScale 전용 Superna

Ransomware Defender를
사용하여 파일에 최적화된 데이터
보호

1.사용자행동을기반한감지를통해
자동화된 감지 및 조치

2.의심스러운 사용자 활동이 감지되면

볼트에대한복제를일시중단
3.SyncIQ 및 SnapshotIQ을 통해 블록

수준의 변경사항을 비교하므로 빠른
증분복제

4.Eyeglass DR을 사용하여 수 시간안에
1PB 이상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

PowerScale

Dell Comprehensive Cyber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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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Dell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의 이점

Air Gap 운영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보관을
위한 격리된 Vault 영역

내부자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으로 보호하는
다계층보안 설계

사이버 위협 침입 탐지 및 분석을 통한
위변조원천 봉쇄

04 최신 UI로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 통합
보안 운영 관리 체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