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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아이

개방형

보안체계를 위한

차기 방화벽

이동 & 협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업무 환경 변화

지속적인 위협 증가
투자 확대를 해도 공격 피해는 증가

Zero Trust Network, BeyondCorp

새로운 보안 체계



I. 보안 동향

II. 개방형 보안 체계

III. 시큐아이 접근 방안



■□□

 장소와 환경에 제약 없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용자 중심 개방형 업무 환경 증가

- Cloud 기반 협업 어플리케이션 사용 증가 (SaaS : Salesforce, Slack, Github 등)

-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단말을 이용한 업무 환경 (Mobile Worker)

Anytime, Anywhere, Any device and Collaboration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응용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클라우드 기반)



 공격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수동 대응의 한계 봉착 : 시그니처 기반 탐지  AI, ML 기반 탐지

 샌드박스 우회 및 암호화 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위협 탐지 회피 기술 증가

- EndPoint에서의 위협 탐지 중요성 확산 (EPP, EDR)

 상호 연계를 통한 위협 정보 공유 및 탐지 체계 필요

- Network + Endpoint + Sandbox + Threat Intelligence (w/BigData, AI, Machine Learning)

■□□

* EPP (Enterprise endpoint Protection Platform)
*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기존 보안 체계 (경계선 기반 방어)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경계 중심 방어 체계

- 외부에서 유입되는 위협 방어 중심

 계층별 방어 체계 (개별 방어 체계)

- Best Effort Security (네트워크/단말 개별 동작)

 내부 위협에 대한 대응 부족

- APT 공격을 통한 내부 위협 확산

-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 증가

 업무 이동성, 협업 환경에 대한 지원 부족

-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협업 체계에 대한

보안 Risk 존재

- 이동에 따른 정책 신청/적용 시간 소요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 지연

- 알려진 공격 방어 위주 (선제적 대응 어려움) 

■□□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전환  언제/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업무 시스템

 개방형 네트워크 전환을 위한 보안체계 개선  사용자/애플리케이션/디바이스 중심 보안 정책

 네트워크 기반 경계 방어 중심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방어 체계

□■□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끊임없이 확인한다. 

(Never Trust, Always)

디바이스 신뢰성 확인신원 확인 최소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 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

- 인사 정보 연동

- 멀티 팩트 인증

 디바이스에 상태 정보 확인

- 패치 상태, 보안 동작 상태, 

암호화 여부 등

 사용자, 디바이스 상태, 

사용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

□■□



 보호해야 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가 자주 접근하는지

Step 1 : Identify the Data and Application

 데이터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Step 2 : Map the Data flow

Step 3 : Architect a Zero Trust Network

Step 4 : Create Your Automated Rule Base

Step 5 : Monitor Your Network

 사용자/애플리케이션에 따른 데이터 접근 체계 구축 (데이터 중심 분리된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및 관리 감독 정책 적용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접근 정책)

 모든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인 보안 강화

□■□



 인증된 디바이스에서만 접속 가능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하여

Trust Level 결정 근거 데이터로 활용

① User Identify

② Device Identify

③ Access Control Engine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 (인사 정보
연동)

 SSO 및 Two-Factor 인증 (OTP or USB)

 User/Device 정보를 기반으로 접속 제어

 사전 입력 데이터, 수집 데이터 기반

(등록 정보, 취약점 결과, 패치 여부 등)

□■□



1 : 새로운 보안 체계 도입의 어려움

2 : 일원화된 보안 체계 유지 필요

3 : 기존 보안 체계 유지 필요

 Google과 같은 BeyondCorp와 같은 신개념(Zero Trust Network) 도입을 하기에는

개발 기간 및 개발 인력 투입 부담 (Google의 경우에도 몇 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진행)

 본사, 지사 및 협업 환경(클라우드)에 대해 동일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모니터링 필요

 다수의 서로 다른 보안 솔루션 적용시 보안 정책 적용 기준의 차이로 인해 보안의 홀 발생 가능

 이동성, 업무 생산성 보다 보안이 중요한 구간 존재 (은행, 생명, 카드 등 금융권) 

 기존 보안 체계를 유지하면서 성능 향상 필요 (Throughput , Latency   )

□□■



1. 위협 대응 플랫폼

 빠른 위협 대응  위협 정보 기반 네트워크/단말/3rd Party 연계 방어

 위협 인지를 통한 대응  이상 상황 인지 > 상세 분석 > 대응
* If you can’t see , you can’t control * Dashboard * Analysis * Security Policy

2. 다양한 인지 정보 기반
접근 제어

3. 다양한 환경 지원

※ 고정된 접근 제어로 인한 업무 이동성 불편 ※ 인지/상태 기반 접근제어로 이동성 및 보안성 지원

TO-BEIP/PORT 정보

사용자정보

디바이스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

인지 정보 기반
접근 권한 관리

AS-ISIP 정보

PORT정보

고정 정보 기반
접근 권한 관리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  전용 Appliance 및 클라우드/가상화 지원

 주요 데이터에 대한 Micro-Segmentation 지원  Virtual System 지원

□□■



Firewall UTM NGFW
Security
Platform

NXG SNXG MF2 BLUEMAX(‘18.12)

Key 1 : 위협 대응 플랫폼

네트워크3rd Party
Solution

단말

위협정보

보안 컨텐츠탐지/수집 정보

조치명령

상태 정보

*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

정보공유

* 악성코드 탐지/차단
* 보안상태 정보 수집

* 위협 정보 공유 * 위협 탐지 및 차단
* 단말상태 기반 접근제어

※ STIC

※ BLUEMAX ※ BLUEMAX Client

* STIC (SECUI Threat Intelligence Center) : 위협 정보 수집/분석/배포 시스템

차기 제품 중심의 Security Platform 구축

- 협업을 통한 위협 방어 체계 제공

· 네트워크+위협 분석+단말 보안+3rd Party 연동

- Full REST API 지원 (3rd Party 솔루션 연동 기능

강화) 

- 위협가시성 강화 (내부 위협에 대한 분석 기능 제공)

□□■



Key 2 : 개방형 업무 환경 지원

사용자/애플리케이션/디바이스 제어 지원

- 사용자/애플리케이션 인지/제어 지원

- 국내 최초 디바이스 인지/제어 지원

·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에 따른 접근 제어 정책 지원

단말 상태에 따른 접근제어

Virtual System 및 가상화/클라우드 지원

-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한 Virtual System 지원

- 클라우드 환경 및 가상화 플랫폼 지원 영업팀

가상
시스템

가상
시스템

가상
시스템

개발팀 재무팀

가상화플랫폼

가상방화벽 (S/W 타입)

클라우드플랫폼

가상화/클라우드 환경 지원 Virtual System
* 하나의 장비에 다수 논리 방화벽 동작

IP/Port 기반 제어 ID 기반 제어

· 자리 이동시 정책 변경 필요

·  HTTP(80) 사용 어플 증가

· 사용자별 제어 (사용자 ≠ 

IP)

· 어플별 제어 (어플 ≠ Port)

BLUEMAX

□□■



Key 3 : 성능 강화

SOHO Mid-Biz

1U 2U

IP방화벽 성능 ID방화벽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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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Mid-Biz Enterprise/Carrier

※ 최신 플랫폼 적용 및 패킷 처리 방식 개선으로 성능 향상

□□■



BLUEMAX

BLUEMAX

BLUEMAX

BLUEMAX Client

BLUEMAX T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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