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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2020년 9월 18일> 



랜섬웨어 
2021 CyberEdge’s Cyberthreat Defense Report  

전 세계 17개국, 1,200여명의 보안 업계 종사자 대상 
 

2020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회사  

57%  랜섬웨어 대가를 지불한 회사 비율 

33% 대가를 지불하고도 잃어버린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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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 

유출된 정보 이용, 피싱 공격 사용 

 



피싱(Phishing) 

2020년 한 해 동안 2.11 백만 
개의 새로운 피싱 사이트 
발견 
 

2020년 매주 46,000 개의 
새로운 피싱 웹 
 

2019년 대비 25% 증가 
 
- By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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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orry Jack – I wasn’t able to find alternative graphics with vertical bars for these stats.The year 2020 was a rollercoaster ride. With people shifting to remote work due to the pandemic, cybercriminals saw this as an opportunity and became more active than ever.According to an Atlas VPN investigation, Google detected a record-high number of phishing websites last year, reaching more than 2.11 million.“These websites pretend to be legitimate so that they can trick users into typing in their usernames and passwords or sharing other private information. Web pages that impersonate legitimate bank websites or online stores are common examples of phishing sites.”, explains Google’s Transparency Report.In 2020, phishing sites jumped to 2.11 million, constituting a 25% growth over 2019, when the tech giant discovered 1.69 million malicious domains.



인터넷 - 업무가 시작 되는 곳 
: 브라우저, 이메일, 파일 공유 등 

사이버 침해는….. 

90 
percent 

Web 
attacks 

Email  
attacks 



웹/이메일 보안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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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어  

안티 스팸 

샌드박스 APT 

차세대 방화벽 

엑세스 시큐리티 

안티-피싱 

컨텐츠 보안 

Anti-Fraud 

DNS 보안 

웹 방화벽 

차세대 End-Point 

(EDR, EPP, ML)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시그너쳐 기반 알려진 공격 대응 
Why ? 

CVE Severity  Description  

CVE-2021-21222  High  Heap buffer overflow in V8  

CVE-2021-21223  High  Integer overflow in Mojo  

CVE-2021-21224  High  Type Confusion in V8  

CVE-2021-21225  High  Out of bounds memory access in V8  
V8  

CVE-2021-21226  High  Use after free in navigation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대응 한계(Chrome = MS Edge) 



대응의 한계 
Why ? 

= 허용  or  차단 

미탐  or  오탐 



Isolation은 위협을 “차단(Block)” 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제거(Eliminate)”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격리(ISOLATIO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oday, I am asking you to reject the paradigm of almost secure. Almost safe is not as good as it gets



격리란 
사용자의 브라우징 활동 및 관련 사이버 위협을 네트워크 및 인프라에서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  
 

<Gartner> 

• RBI (Remote Browser Isolation) 
• CBII (Cloud Based Internet Isolation) 

리모트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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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daptive Clientless Rendering) 

외부로부터 엔드포인트 격리 

격리 브라우저로 악성 컨텐츠가 다운로드 되더라도, 엔드포인트 브라우저에는 렌더링 정보만 전송 

렌더링 업데이트 

격리 브라우저 

엔드포인트 브라우저별 생성 

엔드포인트 브라우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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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 전세계 웹격리 시장의 선두이자 선도자 ] 

Investors:       General Catalyst, Sutter Hill, JP Morgan, HSBC, AMEX, Ericsson 

Founded:        April 2013 

Employees:    ~400 Globally 

FY17 growth: 425%+ 

Customers:    350+ Paying Customers 

Product GA:   January 2015 (Patent awarded 2016) 

Hottest Cybersecurity 
Startups 2015 

Named to 2016/17 List 
for  Cybersecurity 

Innovators 

2017 Cool Vendor in 
Security 

2016/17 Interop Japan 
Grand Prize Winner 

Award 

Winner: 2016  
Hall of Innovation Award 

 US Patent No. 
9,391,832  

July 2016 
First U.S. Patent on 

Cloud Isolation 

멘로 시큐리티 

350만 User 
사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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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클라우드 이용, 사용자 위치에 상관없는 100% 안전한 웹 보안 서비스 제공  
 

Menlo Security Architecture – Zero Trust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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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보안 
CASB 
DLP 
 
 

이메일 보안 
모든 URL 링크 
재 작성 
모든 첨부파일 
격리 
 

웹 보안 
Cloud에서 브라우징 
프로세스 실시 

위협 으로부터 완전 격리 

위험 웹 사이트 

RENDER 

FETCH 

EXECUTE 

SASE 

SWG RBI at 
Scale CASB FWaaS 

ZTNA, SASE 

본사 

지사 

원격 근무자 

기타 디바이스 

AV 
Sandbox 

DLP 



Isolation 기술에 대한 Gartner의 권고 
기업들은 모든 공격을 탐지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한다. 
탐지하려는 시도 보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자의 공격을 격리시킴으로써 
공격가능한 공격 범위(Attack Surface)를 줄여야 한다.   

 
Isolation은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다. 
Isolation은 사용자의 PC가 감염될 수 있는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웹과 이메일을 통한 위협 
노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2022년까지 25%의 기업들이 Isolation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SWG 솔루션을 Isolation 기술로 대체할 것이다.  

“멘로시큐리티의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금융 고객 구축사례는 Isolation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참조 : MQ for SWG (Nov 11, 2019) – ID G003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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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ISOLATIO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멘로의 격리 솔루션으로 보안에 대한 과중한 책임에서 벗어나, 걱정없이 회사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korea@menlosecu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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