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퀀텀 SCALAR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개요

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퍼블리셔를 위한 개요 
쌓여만 있는 콘텐츠를 더욱 가치있게   

공지
본 기술 개요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술 개요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퀀텀의 책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퀀텀은 본 기술 

개요에 포함될 수 있는 부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퀀텀은 본 문서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지 않으며, 사전 통지 없이 

본 문서 및/또는 제품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문서는 퀀텀의 명시된 서면 허가 없이 구매자의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기록될 수 없으며,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자 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퀀텀, 퀀텀 로고 및 Scalar 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Quantum 

Corporation 및 그 계열사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기타 모든 트레이드 마크(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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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보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나 기능이 아니며, 그 중 어떤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보안은 접근 방식, 작업 방식 또는 태도나 의지로 더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올바른 툴과 기술을 활용하고 보안을 개선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보안은 시작됩니다. 해커들은 방어선을 우회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퀀텀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퀀텀의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퀀텀은 이러한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Scalar 라이브러리는 보안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본 기술 개요는 퀀텀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업계 최고 테이프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만드는 툴, 기능 및 작동 방법의 조합인 Scalar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Scalar 보안 프레임워크
Scalar 보안 프레임워크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은 보안 시스템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떤 것도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상호 연관되어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아래(*)로 표시된 기능은 퀀텀 Scalar 테이프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Scalar 라이브러리 모델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Quantum Scalar® 테이프 시스템에 고유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액세스 제어 

역할 기반 인증   비활성 타이머

LDAP / LDAPS   Svc 로그인 보안

멀티 인증 절차   ICMP 비활성화

로그인 잠금   취약점 점검

복잡한 암호   펌웨어 서명

IP 제한   역방향 터널

모니터링 및 이벤트 감지  

미디어 보안 알림 

사용자 활동 및 구성 변경 사항 감사 레포트

펌웨어 업데이트 알림 

환경 모니터링

원격 로깅

SNMP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AES 256비트 암호화

FIPS 인증 암호화 키 관리

KMIP 키 관리 프로토콜 지원

유연한 키 관리 정책

데이터 무결성 및 사이버 보호

Logical 테이프 블로킹

Active Vault 오프라인 파티션

랜섬블록 

데이터 복구 무결성 검증 (EDLM)

WORM(Write Once Read Many)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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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관리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보안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액세스 제어는 데이터 무결성 또는 데이터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발적이거나 악의적인 시스템 구성 변경을 방지합니다. 퀀텀 

Scalar 테이프 시스템은 아래 표에 나열된 것과 같이 포괄적인 액세스 제어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및 이벤트 감지
시스템의 보안 설계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공격으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특히 시스템이 공유되거나

여러 개인에 의해 관리될 경우 보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치 않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감지에는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감지 및 기록하고,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이벤트 발생을 알리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특징 설명

MFA 표준 MFA 앱을 사용한 라이브러리 UI 로그인을 위한 멀티 인증 옵션

IP 제한  라이브러리 UI에 액세스할 수 있는 IPv4/v6 주소 제한

LDAP/LDAPS 보안 LDAP을 포함한 LDAP 디렉토리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

복잡한 암호 길고(최대 64자) 복잡한 암호 지원

로그인 잠금 로그인 시도 5회 실패 후 15분 잠금으로 무차별 대입 공격 방지 

비활성 타이머 일정시간 활동이 없는 유저는 Log out 하는 기능 

RBAC 사용 계정에 따라 특정 파티션 또는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옵션 

Svc 로그인 보안 로컬 온 디바이스 UI에 대해서만 서비스 액세스를 제한하는 옵션 

Svc 액세스 윈도우 서비스 직원 액세스에 대한 시간 제한 설정 

Svc 액세스 비활성화 서비스 계정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옵션 

역방향 터널  원격 지원 액세스에 대한 시간 제한 설정

ICMP 비활성화 'ping'을 통한 라이브러리 검색 방지를 위해 ICMP를 비활성화하는 옵션

취약점 검사
  모든 펌웨어 업데이트는 여러 보안 스캐너로 테스트됨

 클라우드 기반 분석(CBA) 포털을 통해 진행되는 Weekly 검사 

펌웨어 서명  새 라이브러리 펌웨어는 설치되기 전에 자동으로 인증됨

특징 설명

미디어 보안 알림 예상된 미디어 및/또는 예기치 않은 미디어 제거 이벤트에 대한 라이브러리 알림

환경 모니터링
 온도 및 습도의 모니터링 및 기록

 값이 안전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라이브러리 알림

감사 보고서 모든 사용자 활동, 라이브러리 구성 변경 사항 등을 기록

펌웨어 업데이트 알림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라이브러리에서 운영자에게 알림 

원격 로깅 원격 syslog 서버로 로그 이벤트 전송 지원

SNMP SNMP를 통해 보안 및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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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20층

02-560-7400

www.quantum.com/ko

퀀텀의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오늘날의 조직이 비디오 및 기타 비정형 데이터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0년 이상의 혁신을 통해 퀀텀의 엔드 투 엔드 플랫폼은 데이터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조정, 보호 및 강화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정부 기관, 연구소, 교육, 운송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퀀텀은 Nasdaq 및 Russell 2000® Index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quantum.com/ko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Quantum and the Quantu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and ActiveScale is a trademark, of Quantum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s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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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려면 라이브러리의 테이프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도난당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테이프나 전체 라이브러리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 침해, 위협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규정 위반 문제를 방지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및 사이버 보호
데이터 무결성 유지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예기치 않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데이터 변경은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노후화, 비트 장애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한 데이터 변경과 같이 

미묘하고 의도치 않은 데이터 변경 또한 위험하고 감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데이터 보호 무결성은 이러한 데이터 파괴 또는 손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알아보기
이러한 모든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lar 보안 프레임워크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cdn.allbound.com/iq-ab/2021/10/Scalar-Security-Framework-WP00270A.pdf 

특징 설명

AES 256비트 암호화 성능 저하 없는 하드웨어 기반 LTO 테이프 암호화 지원

암호화 키 관리   어플리케이션 기반 또는 통합형 SKLM 또는 KMIP 암호화 키 관리 지원 

유연한 키 정책  테이프, 파티션 또는 라이브러리당 하나의 암호화 키 선택

특징 설명

Active Vault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에 표시되지 않는 안전하고 분리된 라이브러리 내 볼트 파티션

Logical 테이프 블로킹
 소프트웨어 기반 잠금 기능은 작업자가 매거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라이브러리에 

 다시 삽입할 때까지 미디어 매거진의 조작을 방지합니다.

랜섬블록
 매거진을 부분적으로 꺼내서 물리적으로 로봇이 미디어를 조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작업자가 매거진을 

 다시 삽입할 때까지 로봇은 미디어가 꺼낼 수 없지만, 인벤토리 유효성 검사를 위해 미디어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무결성 
데이터/미디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전송하며 의심스러운 미디어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검증 관리(EDLM) 

WORM LTO WORM 미디어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인 데이터 불변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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