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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곳의 병원과 안전하게 
가상으로 연결한 방사선 의료 
기업 

 
Cisco Borderless Network 
vRad 사례 연구 

 

 
 
 

개요 요약 
 
 

• 고객 이름: Virtual Radiologic 
• 산업: 의료 
• 위치: 미국 미네소타 주 
에덴 프레리 

• 직원 수: 475명 
 

비즈니스 과제: 
• 수백 명의 의사를 안전하게 
연결 

• 엄격한 규정 요구 사항 준수 
•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파악 

 

네트워크 솔루션: 
• Cisco 보안 솔루션 및 LogLogic 

SIEM(Security Ev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시스템 

 

비즈니스 성과: 
• 연간 7백만 개 이상의 보안 원격 
방사선 검사 지원 

• 감사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손쉽게 준수 

• 수천 개의 VPN 연결을 간편하게 관리 

Virtual Radiologic은 Cisco 솔루션을 
사용하여 병원과 원격 방사선 전문의 간에 
전송되는 전자 환자 정보를 보호합니다. 

 

비즈니스 과제 
 
미국 최대 규모의 방사선 진료는 병원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료의 일부분은 수백 명의 vRad(Virtual Radiologic) 소속 의사들이 
운영하는 재택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여러 병원에 
"원격 방사선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Rad의 보안 엔지니어 Patrick Williamson은 "전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중앙 집중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인근 진료실에서 근무했죠.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병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vRad의 방사선 전문의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에게 환자의 검사 영상을 보내면 vRad 담당의는 
이를 판독하고 해당 결과를 다시 보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vRad의 병원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혁신적인 사용으로 인해, 
병원에 상주하는 방사선 전문의의 현장 서비스와 더불어 숙련된 전문 기술을 갖춘 
방사선 전문의의 서비스가 늘어남으로써 언제든지 영상 판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vRad 모델은 검사 결과의 판독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병원 내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던 규모를 뛰어넘어 세부 전문의(예: 근골격 
방사선과 또는 신경방사선과 등)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 기반 서비스인 vRad 모델 역시 고유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방사선 전문의와 병원 간 통신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vRad는 엄격한 
정보 보안 및 감사 요구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정된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 및 HITECH(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건강정보기술법안)를 
시행하기 위해 발의된 규정을 비롯하여 엄격한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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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LogLogic 
솔루션은 어떠한 
장치에서든 언제든지 
모든 로그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Virtual Radiologic, 
보안 엔지니어, 
Patrick Williamson 

Williamson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동시에 환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HIPAA 및 HITECH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데이터는 예외 없이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은 물론, 두 개의 주요 데이터 
센터 및 방사선 전문의와 병원 간 수천 개의 VPN(Virtual Private Network) 연결을 
비롯하여 vRad의 전체 네트워크 전반에 최신 보안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vRad가 미국 최대의 원격 방사선 진단 업체인 Nighthawk Radiology를 
인수하면서, 최근 이러한 해결 과제의 규모도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vRad는 
Nighthawk 인프라를 자사의 고유 환경에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솔루션 
 

vRad는 Cisco 라우팅, 스위칭, 보안, 802.11n 무선,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비롯하여 
오랜 시간 엔드 투 엔드 Cisco® 네트워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vRad가 "보더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요한 환자 데이터를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올바른 사람들에게 적시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illiamson은 "네트워크 기술 분야의 선두업체와 협력할 경우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전반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여러 VPN 환경에 걸쳐 트래픽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으며 매우 뛰어난 보안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전국 네트워크 
vRad는 Cisco SecureX Architecture™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전국의 VPN 
통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이트 대 사이트 IPSec VPN 
터널을 사용하여 환자 영상을 vRad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이 터널은 기본 vRad 
데이터 센터에 있는 Cisco 7200 Series 라우터와 Cisco ASA 5550 Series 플랫폼에서 
종료됩니다. 그런 다음 vRad는 SSL 기반 VPN 연결을 통해 이러한 영상을 원격 
방사선 전문의에게 전달합니다. 방사선 전문의는 해당 영상을 판독한 다음 병원에 
보고서를 다시 전송합니다. 병원의 다른 의사들과 의논해야 할 경우, 재택 방사선 
전문의는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에서 Cisco IP Communicator 소프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보안 연결을 유지합니다. 

 
Williamson은 "우리는 Cisco VPN 솔루션의 디버깅 및 문제 해결 기능에 매우 
만족합니다. 환자 관리 문제를 처리하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단 몇 분 만에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터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vRad에서 현재 통합 중인 Nighthawk의 인프라 또한 Cisco ASA 플랫폼 기반의 
Cisco 환경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Cisco 인프라로 인해 통합이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vRad는 문제없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Williamson은 "우리는 모든 기본 데이터 센터에 Cisco ASA 5550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Nighthawk 플랫폼의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데이터 
센터의 구성을 가져와 여기에서 구축할 수 있으며, 솔루션은 그대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vRad는 Cisco ASA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기능을 사용하여 
공급업체가 vRad 네트워크의 제한된 영역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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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부터 보호 
환경의 보안을 유지하고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vRad는 최근 Cisco ASA 
5585-X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기본 기업 방화벽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의 기업 인수로 인해, 대역폭 요구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Cisco ASA 
5585-X는 주요 처리량 및 성능 강화 기능을 제공하므로 검사 파일 양의 급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Williamson은 설명합니다.  

 
또한 vRad는 Cisco IPS(침입 방지 시스템) 솔루션을 사용하며, 여기에는 핵심 Cisco 
Catalyst® 스위치 및 기업 내 여러 위치에 있는 Cisco ASA 플랫폼에 통합된 IPS 
모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IPS 솔루션은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확인합니다. vRad는 콘텐츠 보안의 추가 계층을 위해 Cisco IronPort™ 
Email Security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합니다. 이 솔루션은 동급 최고의 스팸 방지 및 
강력한 악성코드 방어 기능을 제공하여 이메일 위협으로 인한 다운타임 및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합니다. 

 
통합 보안 인텔리전스 
vRad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LogLogic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LogLogic 제품은 
네트워크의 Cisco 장치와 통신하여, vRad가 보안 이벤트를 상호 연결 및 관리하며 
규정 준수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는 타사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의 Cisco 보안 장치를 보완하는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LogLogic은 Cisco 기술 파트너이므로, Cisco 
환경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이 설계 및 검증됩니다. 

 
"LogLogic 솔루션은 당사의 모든 Cisco 장비에서 나오는 로그를 수신합니다.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등 모든 것이 중앙 집중식으로 기록되고, 구분 분석되고, 
인덱싱됩니다. 따라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Williamson은 설명합니다. 

 

비즈니스 성과 
 

오늘날 vRad의 Cisco Borderless Network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보안 제품은 강력한 보안, 
뛰어난 성능 및 간소화된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vRad가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Williamson은 "우리는 Cisco ASA 플랫폼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특히 
새로운 ASA 5585-X 방화벽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64비트 기능, 늘어난 메모리, 
더욱 높아진 처리량은 전체 환경을 위한 충분한 성능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당분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Cisco VPN 솔루션은 vRad의 방사선 전문의들이 매년 수행하는 7백만 개의 
방사선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고성능 기반을 제공합니다.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는 매우 강력하고 관리하기 쉬운 VPN 
솔루션입니다."라고 Williamson은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클라이언트이므로 기존의 
IPSec 연결에 비해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할 경우, 
Cisco ASA 장치에 입력하기만 하면 되며, 사용자는 연결 시 최신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도 강화되었습니다. VPN 장치가 중지된다 
해도, AnyConnect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제품 목록 
 
 

라우팅 및 스위칭 
• Cisco Catalyst® 6500 Series 
• Cisco 7200 Series 라우터 
• Cisco 7200VXR NPE-G2 Network 

Processing Engine 
• Cisco 2800 Series 라우터 
• Cisco 2900 Series 라우터 
• Cisco Catalyst 3750 Series 스위치 
• Cisco Catalyst 3560 Series 스위치 

 

보안 및 VPN 
• Cisco ASA 5585-X Adaptive 

Security Appliance 
• Cisco ASA 5550-X Series 

Adaptive Security Appliance 
• Cisco ASA 5505 Adaptive Security 

Appliance 
• Cisco Catalyst 6500용 Cisco 

IDSM-2(Intrusion Detection 
System Services Module 2) 

• Cisco ASA 5500 Series IPS Edition 
• Cisco IronPort Email 

Security Appliance 
 

데이터 센터 
•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 Cisco Nexus 5000 
• Cisco Nexus 2000 
• Cisco MDS 9500 Series Multilayer 

Directors 
 

무선 
• Cisco Aironet® 125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s 
• Cisco 4400 Series Wireless 

Controllers 
• Cisco WCS(Wireless Control System)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7925G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그러나 Cisco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vRad가 기밀 환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시성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Williamson은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LogLogic 및 Cisco IPS 솔루션에 많은 사용자 정의 경고를 
통합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몇 초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illiamson은 Cisco와 LogLogic 솔루션 간의 긴밀한 통합이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Cisco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수많은 중요한 로그를 추적해야 하며, 특히 
네트워크의 가시성 수준을 높이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Cisco와 LogLogic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떠한 장치에서든 언제든지 모든 로그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통합된 Cisco와 LogLogic 솔루션은 규정 준수 및 감사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며, 
이에 따라 vRad IT 팀의 업무도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Williamson은 "LogLogic HIPAA 규정 준수 패키지를 모든 Cisco 로그와 통합함으로써, 
HIPAA 감사를 즉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툴이 
없었다면, 감사 기관이 원하는 모든 보고 사항을 올바르게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 몇 개월 후, vRad는 Nighthawk Radiology를 기업 환경에 더욱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해 Cisco VPN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일환으로, vRad는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Cisco Nexus® 제품군 
스위치 및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성능 가상화 
데이터 센터 환경을 기반으로, vRad는 더욱 많은 의사, VPN 연결 및 고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품질 및 보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Cisco Borderless Networ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isco.com/go/borderless를 
방문하십시오. 

Cisco Secure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isco.com/go/security를 
방문하십시오.  

의료 기관용 Cisco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isco.com/go/healthcare를 
방문하십시오. 

 
Virtual Radiologi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virtualrad.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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