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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Security Gateway 소개

차세대 UTM
Firewall

SPAM Block

NAC

SSL VPN

(Network Access Control)

Security
Gateway

• 차세대 UTM 방화벽, SPAM Block, SSL VPN, NAC(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능을
한 대의 All-in-One Security Gateway에서 제공
• 개별 장비 도입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
• 효율적인 설치 공간 활용 및 소비 전력 감소
• License 기반으로 필요한 보안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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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Security Gateway 소개
All-in-One Security Gateway의 구조 및
SPEC

차세대
UTM FW

SPAM
Block

NAC

SSL VPN

가상화 엔진

Feature

Tech Spec

Form Factor

1U Rack Type

Processor

Intel Xeon Quad Core Processor

Memory

24GB (MAX 32GB)

HDD

900GB (RAID 1)

NIC

Dual-port 1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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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ccess
Control)

All-in-One Security Gateway 소개
All-in-One Security Gateway의 주요 기능
차세대 UTM 방화벽 기능

 License 기본 제공
 전통적인 UTM 방화벽 기능 제공
 사용자 및 Application 기반 보안 제공

SPAM Block 기능

 License를 통한 기능 활성화
 세계 최고의 스팸 차단 엔진 사용
 스팸메일, 바이러스 메일, 피싱 메일의 복합적인 차단 제공

SSL VPN 기능

 License를 통한 기능 활성화
 다양한 OS 및 스마트폰 지원
 안전한 내부 자원 접근 방법 제공

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License를 통한 기능 활성화
 사용자 인증 및 호스트 보안 정책을 통한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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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보안 및 네트워킹 기능
고성능의 통합 서비스
 다양한 보안 및 네트워킹 기능 제공

지능화된 Session Load Balancing
 다수의 프로세싱 모듈을 통한 자동화된 분산 처리
 빠른 세션 생성 및 서비스성능 향상을 위한 진보된

확장성을 가진 처리 방법 제공

서비스의 확장성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을 망라한 서비스
 풍부한 L3 기능 – Routing/QoS/NAT
 포괄적인 L4-7 서비스 수용 – FW, VPN, IDP, 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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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FW VPN
NATQoS
DoS

Fabric

 별도의 모듈 추가 없이 단일 모듈에서 기능 확장 구현 지원

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능동적 firewall의 동작 방식
Active Directory

• 접근 제어 정책 설정 및 관리
• Agent 자동 배포
• 인증 방식 및 무결성 체크 항목
정의
• Enforcer에 정책 적용
• 사용자가 보안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update 유도(예를 들어
windows 업데이트 사이트로
Redirect)

• Infranet Controller와
Enforcer의 로그 관리 및 리포팅

NSM(중앙관리서버)

서버팜

③ 네트웍 접근

①인증 및 무결성
체크

Enforcer

UAC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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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사용자 기반 보안 정책
기밀 문서 서버

어플리케이션 접근에 대한
세밀한 제어
고성능의 모든 사용자 세션
제어
그룹웨어

웹을 이용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 지원
MAC, Linux Agent 제공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

직원

서버팜/데이터 센터 구성 지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또는 인증된
Client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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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권한
위치/그룹 기반
보안
정책
사업장,연구소 사

Group
소속직원
연구소A 연구원A
연구소B 연구원B
사업장 직원A

용 허가
연구소 사용 허가
사업장 사용 허가

클라이언트의 권한에 따라 네트웍 사용을 제어
 연구원의 권한에 따라 연구소 내에서만 네트웍 사용이 가능하거나 모든 네트웍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룹 권한을 부여
 일반 지원은 연구소에서 네트웍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AD/LDAP/
Radius

연구원A

연구소

허가

직원A

Group Search

차단

차단

Enforcer

사업장
허가

연구원B
연구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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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서버

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상태 기반 보안 정책
Host Checker
 Junos Pulse Client, Web을 이용한 단말 상태 점검, 모니터링, 치료

주요 기능
 Security Checks:

 Anti-Virus, Firewall, AntiSpyware check
 System State Checks:

 Process, File and Por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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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사용자와 데이터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을 인지
AppTrack

AppFW

AppQoS

AppDoS

IPS

보안 위험을
인지

위협적인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차단

중요
어플리케이션의
대역폭 제한

보안 위협을 차단

새로운 사용자
접근 유형을
파악

사용자에 대한
세밀한 제어

bot
attack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보호
정상적인
사용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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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업데이트를
통한 보안 강화

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APPTRACK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추적

AppTrack

프로토콜, 웹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기반 분석
사용량과 트랜드 분석

Web 2.0 기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커스토마이징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모니터링

타 보안 솔루션을 포함하는
통합 로깅 및 레포팅

로깅과 레포팅의
확장성과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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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APPFW
AppFW

Web 2.0 어플리케이션 제어 및 보안 정책 적용
port, protocol 분석
터널 내 어플리케이션 분석

HTTP

다중 위협 차단

다중 어플리케이션, 채팅, 파일 공유,
Web 2.0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어

동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안
Web 2.0 보안 정책 적용

위협 탐지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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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BOTNET & L7 DDOS 위협 차단
중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보호

AppDoS

botnet 탐지 및 차단
비정상적인 Web 서비스 사용 감지

Purchase Item
Check bill
Select Item
View Item

보안 정책과 QoS 기반의
세밀한 제어

Botnet 탐지 & 차단

정상 트래픽 중 비정상 트래픽 탐지

DoS 모니터링 & 차단
비정상 행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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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어플리케이션 대역폭 제어
어플리케이션 우선 순위 및 대역폭 제어

AppQoS

Web 2.0 대역폭 사용량 모니터링

X

어플리케이션별 보안 및
사용량 모니터링

동적인 어플리케이션 기반
Quality-of-Service (QoS)

어플리케이션 우선 순위
성능 관리

중요 어플리케이션 우선 순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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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IPS
Monitor & Mitigate Custom Attacks

IPS

AppSecure IPS

비정상 행위 탐지 및 차단

VULNERABILITY

튜닝이 가능한 공개형 시그니쳐

Exploits
Other
IPS’s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한 공격 차단
자동화된 위협 탐지
모바일 트래픽 모니터링

Signature와 Protocol 기반의 Stateful
IPS를 이용한 취약성과 위협 탐지

Custom attack 탐지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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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SPAM 메일의 피해

생산성 손실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
-

-

스팸 메일을 관리하지 못하면 가입자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만들게 됨

서버의 운영 부담
개인 직원의 생산성 저하
회사 전체의 스팸 비용 발생

잠재적인 부담

추가적인 비용 발생
-

-

스팸 메일로 인해 네트워크 상의 하드웨어
자원의 60%이상 소모
- 스팸 메일로 인한 트래픽 발생으로 추가
하드웨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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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과부하
메일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시간적/
물리적 낭비
네트워크 연결 방해
인터넷 서비스 접속 차단

SPAM Block 기능
SPAM 차단을 위한 기술적 환경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기존 SMTP의 성능 부족
 해커와 DoS, DDoS의 주요 목표
 메일 시스템은 기업과 사용자의
중요 정보를 포함
 정보손실에 대한 복구 비용
 메일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기업 운영에 큰 혼란
 메일 릴레이 문제 발생
 대량의 스팸 수신
 바이러스 메일의 유포 등 보안 문제






도 입 효 과

SPAM
Block
도입

 강력하고 기능의 스팸 어플라이언스
 안티 바이러스 엔진의 가격 경쟁력과
고성능
 강력하고 빠른 스팸 데이터센터
 실시간 검사
 용이한 운영 관리
 서버 부하 감소 및 소량의 진성 메일만
재전송
 스팸 처리 비용 제거

스팸 및 바이러스 메일에 대한 검사
기존 메일 서버로 태그 방식으로 전달
메일 서버 필터링을 통해 관리자가 처리(거부, 차단, 삭제 등)
사용자의 필터 마법사를 통한 자가 관리
20

SPAM Block 기능
주요 특징
이메일 보안 및 스팸 방어
 스팸 메일 차단
 바이러스 메일 차단
 봇넷 배포 등의 이메일 위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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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주요 특징
협업적 봇넷 방어 (Collaborative Botnet Protection)
 연결 단계, 실시간, 협력적 좀비/보트넷 감시 네트워크인 글로벌 뷰 네트워크의 일원

 스팸메일, 피싱,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분산 공격과 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

돌발되는 정보들을 전세계적으로 감지하고 동기화하여 이들로 부터의 연결을 원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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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주요 특징
아웃고잉 대량배포 메일의 통제
 사내에서 메일 서버를 운영할 경우 스팸 및 바이러스 메일의 발송 차단이 필요

 SPAM Block은 아웃고잉 모드를 지원하여 사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및 스팸 메일의

외부 전송을 차단
 SPAM Block은 Transparent 모드로서 회사 이메일 서버에서 수신자 정보를 받아 릴레이

인증을 만들어 내부 발송 메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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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주요 특징
극소의 오탐율(False Positive), 인공지능 퍼지 엔진
 스패머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스팸을 분석

 인공지능인 퍼지 시그너처를 통해 분석
 전세계 스팸 수집 센터를 통해 발생 정보를 비교하여 스팸여부를 판단
 극히 낮은 수준의 스팸에 대한 오탐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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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주요 특징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에 대한 보호
 실행 코드를 포함한 이메일의 대량 발생/배포를 차단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미연에 방지

 퍼지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전세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스팸메일 감시
 Kaspersky 안티 바이러스 엔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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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SPAM Block 프로세스

Kaspersky : 카스퍼스키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통해 말웨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이메일을 치료하거나 감염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감염된 이메일
자체를 삭제
RDP : Commtouch의 RPD 엔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반발하는 스팸을 컴터치 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도의 정확성을 갖고 스팸을 분류
RPD 엔진은 거의 100%에 이르는 정확성과 극히 낮은 오탐율을 자랑
블랙리스트 & 화이트리스트 검증 :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스패머와 정상 메일
발송자를 확신하는 경우 등록하며 블랙리스트에 있는 발송자라면 메일수신을 차단
발송자(SPF) 검증 : SPF는 매우 효율성이 높은 기술로서 위변조한 스패머로부터 스팸을
방어하는 기술
메일 발송자를 DNS에서 검증하여 발송자 도메인의 소유자로 부터 메일이 전송되었는지를
DNS를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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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Block 기능
SPAM Block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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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기능
SSLVPN 소개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내장된 SSL을 활용해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한 VPN을 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액세스 기술
 별도의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음

 손쉽고 간단하게 VPN망 구축 ( 약 1시간)


유지보수가 편리



광범위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지원
Customer

SSL VPN
Email

Business Partner

Internet
(공중망)

File Server

Allow only 443 port for intranet servers

Mobile Workers
Anytime, Anywhere

Web
ERP

SSL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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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

SSLVPN 기능
SSLVPN의 특징
총 소유비용 (TCO) 대폭 절감
 클라이언트나 서버 측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음
 소프트웨어 배치, 통합 및 고객화 작업이 필요 없음
 데스크탑 지원 비용이 대폭 절감됨
 설치 비용의 절감

견고한 보안 아키텍처
 보안을 강화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
 내부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계층 액세스 개방 제거

 강력한 인증 프로토콜 지원
 Role 기반의 역할 맵핑을 통한 정밀한 권한 부여 정책
 다양한 클라이언트 보안성 점검

기업의 생산성과 유연성 향상
 어디서든 중요한 기업 정보에 안전하게 액세스
 별도의 구성이나 다운타임 없이 즉각적인 실시간 액세스
30

SSLVPN 기능
SSLVPN의 특징
간소화된 관리
 Central Manager를 이용한 관리의 편리성
 관리 업무의 위임을 통한 관리자의 부담 감소

엔터프라이즈급의 성능 확장성 및 고가용성
 가장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기업 환경에 적합한 설계

다양한 고객 옵션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 액세스 옵션
 성능 확장의 선택폭이 넓음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옵션

사용자 한글 지원

31

SSLVPN 기능
멀티 도메인 로그인과 인증
직원

파트너

partners.company1.com

고객

employees.company2.com

customers.company3.com

Dynamic Authentication Determines What can be accessed
다이나믹 인증
역할
권한

암호

Dual factor
Dual factor
(token, passkey) (token, passkey)

Silver 파트너

Gold 파트너

ERP

ERP +

가격정보

FT 직원
인트라넷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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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최소길이 암호

암호

계약자

고객

고객

호스트체크
통과시
특정 파일

업무시간중
E-Mail

Whitepaper

SSLVPN 기능
사용자 APPLICATION 지원

Citrix NFuse / MetaFrame
Netegrity SiteMinder
Windows Terminal Server / TSWeb
Oracle Financials
Seibel 7.5 Enterprise CRM
Microsoft Exchange
Lotus Domino / iNotes / Mobile-Notes
C/S

FTP(Active/Passive)
TCP/UDP 기반 C/S 어플리케이션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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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기능
PULSE 통합 Client for Windows

Dynamic Endpoint
Security and
Protection
Secure
Anytime/Anywhere
User Connectivity
Juniper
Networks
Secure
Access SSL
VPN

단일 통합 클라이언트를 통한
관리 비용 절감
34

Juniper
Networks
Unified
Access
Control

SSLVPN 기능
PASSWORD 통합 관리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한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의 확장된 통합 패스워스 정책
 암호화된 패스워드 변경과 만료일 알림

기업의 장점:

 지원/헬프데스크 비용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여러 패스워드 관리의 취약성 제거

IT 관리자의 장점: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솔루션
 새로운 패스워드를 하드디스크에 자동 저장
 현재의 인프라 사용
 모든 표준 LDAP
 Microsoft AD

엔드 유저의 장점:

 사용자 스스로 설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35

암호화된 백-엔드 디렉토리 서버의
패스워드 정책 화면

SSLVPN 기능
시큐어 미팅: 사용자 PC 원격 제어와 어플리케이션 공유







 관리와 스케줄링 위임
 통합된 초대와 알림 기능
 강력한 정책 기반 인증
 LDAP Password 정책
 동적인 정책 기반 권한
 커스토마이징가능한 UI
 Clustering과 fail-over
중앙 관리

즉석 제공되는 에이전트
다양한 플랫폼 지원
Client 인증서
P2P 백도어가 없음을 확인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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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기능
스마트폰 지원

Apple iPhone
Corporate
Intranet

Firewall

쉬운 사용

Router

 Access from any Symbian OS phone,
Windows Mobile phone, Android phone or
iPhone
 Client software 사전 설치없이 ActiveSync를
이용한 Exchange server로의 안전하고
암호화된 접속 제공
 웹 기반의 사내 업무 시스템 접근

Email
Server

Applications
Server

Save Time
 Email application으로의 빠른 접속
 App을 이용한 빠른 인증 및 접속 지원
 다양한 Mobile device 환경에 대응 가능함
37

SSLVPN 기능
스마트폰 단말 보안성 점검
지원 OS : Android, iOS
점검 항목
 OS 버젼
 MSS(Mobile Security Suites) 동작
 Rooting / Jail Break 여부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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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기능
END-TO-END 간의 보안
게이트웨이와 서버 보안

엔드포인트 장비와 사용자 보안

서버팜

E-mail
MRP/ERP

Security
Appliance

MRP/ERP

Unix/NFS

Intranet /
Web Server

엔드포인트
보안 승인

보안 데이터
전송

네트웍
안정적인
보안 서비스 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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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엑세스
권한 관리

Directory
Store

디렉토리서비스
통합

SSLVPN 기능
END-TO-END 보안: HOST CHECKER
Scan 정책 적용
네트웍 자원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보호

체커
다운로드 후
클라이언트
검사

3rd Party
Desktop
Client

•Antivirus, Firewall, Malware, Spyware, OS, Patch에 대한
상태 점검 후 로그인 제한 또는 권한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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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기능
END-TO-END 보안: HOST CHECKER
엔드포인트의 무결성 체크 기능
 Windows, MAC, Linux OS에 대한 무결성 체크 지원
 다양한 벤더에 대한 무결성 체크 지원
 Antivirus(약 30여개 벤더 - AV 자동 On/Off 및 자동 최신 업데이트 버젼 정보 유지)
 Personal Firewall

 Malware
 Spyware

 Custom Application 체크 지원
 Process 점검
 File 점검
 Registry 점검
 MAC address 점검
 NetBios 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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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VPN 기능
END-TO-END 보안: CACHE CLEANER
캐시 크린너
 웹브라우저의 캐시를 삭제하기 위한 “정책 기반”의 Hostname 설정
 사용자의 세션이 종료되면 정책에 의해 파일과 폴더에 남아있는 캐시 정보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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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1. All-in-One Security Gateway 소개
2. 차세대 UTM Firewall 기능

3. SPAM BLOCK 기능
4. SSLVPN 기능

5. 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43

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NAC의 개요
 사용자 PC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전에 보안 정책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사해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는 기술

인증
호스트
보안





OS 패치 여부?
A/V 사용 여부?
A/V 동작 여부?
기타 필요한 apps?

NAC

 어떤 사용자가?
 인가 여부?
 어떤 권한이 부여?

네트워크
보안
 보안 정책이 적용?
 비인가 호스트에 대한
차단 및 격리?
 문제 해결 유도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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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NAC 시스템의 구성 요소

Controller
• 사용자 인증
•무결성 검사 항목 정의

Client
•사용자에 대한 인증
요청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정의

•사용자에 대한 무결성
검사 수행 후
콘트롤러로 결과 전달

•무결성 검사 실패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의
및 차단/격리 정책 정의

•Inbound/Outbound
트래픽에 대한 제어
•Agent와 Agen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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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r
• 콘트롤러와 통신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는
허용하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차단
•네트웍 기반의 공격 차단
•Agent 설치 유도
•사용자/그룹별
차단/허용 정책 적용

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NAC Agent
 802.1X 유/무선 인증
 TCG-TNC 연동 지원
 Symantec, McAfee, IBM, Patchlink 등

 Host Enforcer
 Endpoint 스테이트풀 방화벽

 Host Checker
 엔드포인트의 무결성 체크
 미리 정의된 정책과 Anti-Virus 업데이트 버젼
모니터링

 치료(Remediation)
 수동적인 치료 또는 자동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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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NAC Agent
 엔드포인트의 무결성 체크 기능
– Windows, MAC, Linux OS에 대한 무결성 체크 지원
– 다양한 벤더에 대한 무결성 체크 지원
 Antivirus(약 30여개 벤더 - AV 자동 On/Off 및 자동 최신 업데이트 버젼 정보 유지)
 Personal Firewall
 Malware

 Spyware

– Custom Application 체크 지원
 Process 점검
 File 점검
 Registry 점검
 MAC address 점검
 NetBios 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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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NAC Agent
 자동 치료 기능
– Anti-Virus
 안티바이러스 강제 실행
 바이러스 스캔 강제 설정
 강제 패턴 업데이트 설정

– 프로세스 강제 종료
 P2P, Messenger 프로세스 강제 종료 후 인증

– 파일 강제 삭제
 인증 전 필요 없는 파일에 대한 강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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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NAC Agentless
 웹 기반의 인증 및 무결성 체크
– 관리자 권한이 없는 Client에서의 접근

– Agent가 없는 접근
– 다양한 플랫폼 지원
 Mac

 Linux
 Windows

– Host Checker 기능과 요구되는 보안 사항 알림
– JavaScript를 지원하는 모든 Client OS와 브라우져 지원

 무인 단말에 대한 MAC 인증 지원
– 스위치의 MAC 인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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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사용자 인증
 윈도우 계열 단말 사용자에 대한 인증
– ActiveDirectory, LDAP, Radius 서버와 연동을 통한 사용자 DB 연동
– 인증 방식
 UAC Agent : 802.1x 인증 또는 non-802.1x 인증 지원
 Web 인증 : 웹을 지원하는 모든 OS에 대한 인증 지원
 NAP Client : WindowsXP SP3/Vista에 기본 내장된 Client를 이용한 인증 지원

Enforcer

UAC Agent
Web
NAP Client

③접근 허용
①인증 요청

②AD 인증

<인증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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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DAP

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사용자 인증
 비 윈도우 계열 단말 사용자에 대한 인증
– 무인 단말
 Switch의 MAC 인증 기능을 통해 프린터 또는 파일 서버에 대한 인증을 지원(스위치 설정
변경)
– MAC 인증을 지원하는 모든 Vendor의 Switch 연동 지원

– 유인 단말(유닉스, MacOS 등)
 웹 인증을 통한 인증과 무결성 체크 지원

무인 단말

MAC address 인증 요청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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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무결성 체크를 통한 접근 허용 및 차단
 클라이언트 보안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하는 클라이언트만 인터넷/서버팜 접근 허용
–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설치되어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

–

인증 후에도 주기적으로 Client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Client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접속 차단

무결성 체크

무결성 체크 항목 정의

Status

Anti-Virus 설치

Anti-Virus 설치

Anti-Virus 최신 업데이트

Anti-Virus 최신 업데이트

Messenger 미 실행

Messenger 미 실행

①무결성 검사

⑤인터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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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위치별 그룹별 접근 권한 제어
 클라이언트의 권한에 따라 네트웍 사용을 제어
–

연구원의 권한에 따라 연구소 내에서만 네트웍 사용이 가능하거나 모든 네트웍에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그룹 권한을 부여

–

일반 지원은 연구소에서 네트웍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Group
소속직원
연구소A 연구원A
연구소B 연구원B
사업장 직원A

연구원A

연구소

허가

직원A

Group Search

Active Directory

AD/Radius

차단

차단

Enforcer

사업장
허가

연구원B

권한
사업장,연구소 사
용 허가
연구소 사용 허가
사업장 사용 허가

연구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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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서버

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미허가자에 대한 차단
 차단 방식
– 802.1x 사용 시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 해당 네트웍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 후 권한이 없을 경우 802.1x
스위치/AP에서 즉시 차단

– 인포서 사용 시
 사용자가 서버팜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 서버팜이나 인터
넷 사용 권한이 없을 경우 인포서의 차단 정책으로 차단
방문자

Enforcer

웹
NAP Client
UAC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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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유해트래픽 발생자 실시간 차단
 웜/바이러스 등 유해 트래픽 탐지 시 실시간 사용자 트래픽 차단
– 사용자의 유해 트래픽이 Switch까지 전달되지 못하도록 Host 자체에서 차단되므로
네트웍에 영향을 주지 않음

본사
3. 탐지신호에 대한 분석

인터넷

1.유해트래픽
탐지

4. 접근 제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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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ID 기반 보안 정책 적용
 어플리케이션 접근에
대한 세밀한 제어

기밀 문서 서버

 고성능의 모든 사용자
세션 제어
 웹을 이용한 다양한 클
라이언트 환경 지원
그룹웨어

 MAC, Linux Agent 제
공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암
호화 기능 제공
 서버팜/데이터 센터 구
성 지원

직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또는 인증된
Client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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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SSL VPN 연동 – 통합 접근 제어
데이터 센터

본사

2) SSL VPN의 사용자
정보를 IC로 전달

3) IC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정책을 적용

서버팜

LAN User
1) 외부에서 SSL VPN에 접속

4) 사용자는 서버팜에 접근

Internet

Remote User

• 내부 사용자와 외부 사용자에 대한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
• 사용자 관리 포인트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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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주)소프트메일
•
•
•
•

http://www.softmail.co.kr
http://www.spamblock.co.kr
Tel : 02-3486-9220
Email : sales@softmail.co.kr

•

본 소프트메일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는 ㈜로버무트와 함께 협업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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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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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라인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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