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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진 보안,

‘Micro Segmentation’ 이 해답

Akamai Technologies

김 채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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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 소개
Akamai는 1998년 설립된 글로벌 No.1 CDN 서비스 사업자로, 135개국, 900여 도시, 1700여개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36만여
대의 서버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웹 트래픽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고의 성능 : 글로벌 인프라 커버리지 1위
(130여개국, 36만대 이상의 Edge서버)

• 안정성 :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100% 보장

• 세계 최다 고객 : 전세계 6천개 고객, 시장 점유율 1위 (56%)

• 세계 최초 CDN 기술 사업화 (미국 MIT 출신 경영진/연구진 주도)

• CDN 응용 기술/시장 선도 : 동적 사이트 가속, FEO (Front-end 
Optimization),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가속, 클라우드 기반 보안 등

• 다양한 서비스 모델 지원: 글로벌 마케팅, e커머스, 컨텐츠 비즈니
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웹 보안 등

• 2008년 한국 지사 설립, 2019년 현재 70여명의 직원
(기술지원 50명+) 

•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 (인당 5억원+)

• 주요 고객에 대한 기술/비즈니스 전단팀 구성, 집중 지원

부동의
세계 1
위, 검증
된 사업
자

기술/ 
비즈니스
확장성

안정적
국내
지원

성능과안정성에서탁월한우위, 모든산업군에서ROI 검증

단순네트워크기술을넘어고객비즈니스성장및비전실현추구

지사설립10여년동안국내CDN 환경의질적성장에기여

1998년 MIT 응용수학 교수 Tom 
Leighton에 의해 설립
(미국 Cambridge, MA)

전세계 임직원 7,600명+, 
2017년 매출 $2.5B, NASDAQ(AKAM)

전세계 CDN 시장 1위(55%+), 6,000여
고객사에 서비스 제공 중

2008년 한국 지사 설립. 현재 약 70명의
전문인력이 국내 기업을 지원 중

세계 최대의 커버리지

• 360,000+ servers
• 1,700+ networks
• 4,200+ locations
• 135+ countries

• 전세계 트래픽의 30+% 처리
• 300+Tbps의 트래픽 수용 용량
• 초당 4천만 Hit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
• 일 200PB 이상

세계 최대의 웹 트래픽 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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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VALIDATE

OPTIMIZE

Akamai 솔루션 포트폴리오
Akamai는 Akamai Intelligent Platform을 통해 웹/미디어 성능 개선, 웹 보안, ZeroTrust 내부보안 등 다양한 부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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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 보안 솔루션의 우수성

• Named a LEADER in 
- Gartner’s Magic Quadrant for Web Application 

Firewalls, Q4 2020
- Magic Quadrant for Web Application and API 

protection (WAAP), Q3 2021

• MARKET LEADERSHIP AWARD for:

- 2018 Global Holistic Web Protection
- 2018 Global Bot Risk Management

• Akamai has had the strongest and broadest Edge 
Security offering for quite some time…

- Source: IDC, Akamai: Cloud Content Delivery and Security 
Services Vendor Profile, #EMEA44060518, July 2018

Akamai : 

Akamai : 

Akamai : 

TOP 리서치 기관에서의 평가

• Named a LEADER in:
- The Forrester Wave™:  Web Application Firewalls, Q1 2020
- The Forrester Wave™:  DDoS Mitigation Solutions, Q1 2021
- The Forrester New Wave™: Bot Management, Q2 2022
- The Forrester New Wave™: Zero Trust eXtended Ecosystem 

Providers, Q3 2020

웹방화벽 리더

웹방화벽/ 디도스/봇
/ZeroTrust 분야에서

리더

봇 위험 관리 리더

IDC

Frost & Sullivan

Forrester

Gartner

Akamai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은 업계 최고의 웹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전송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웹 보안 시장에서
도 리더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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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 보안 솔루션의 우수성
Akamai 는 Micro Segmentation 분야에서 2022년 Q1에 Leaders 시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Forrrester 평가 :

단순한 마이크로 세분화를 넘어서는 유연한 보안 툴을 제공합니다. 
Guardicore의 무한 태그 지정 시스템과 방화벽 정책은 분할 문제를 해결하며
사고 대응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T를 위한 우수한 전반적인 마이크로 세분화 솔루션입니다. 
호스트 기반 세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기업은 Guardicore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축 및 사용이 간편한 가디코어

Akamai 고객들은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고 칭찬합니다. 
또한 구축이 빠르다고 합니다

“

”
“ ”
“ ”



© 2022 Akamai | Confidential9

발표 순서

01. Akamai회사소개 01

02. 의료기관대상보안취약점과보안의필요성 02

03. Guardicore 아키텍쳐와특징 03

04. Guardicore 의료기관글로벌 Reference 04



© 2022 Akamai | Confidential10

의료기관의 사이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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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인한 문제점
빠르게 다가온 ＇디지털 전환’ 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경계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의료기기의 보안 취약

•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
• 보안 솔루션 적용의 한계
• 무선/네트워크 연결 의료기기

급증

워크로드간의 보안 부재로 인해
랜섬웨어, 악성코드 확산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 됩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 Hybrid Infrastructure 의 출현
• 일괄적인 솔루션 적용의

어려움
• 흩어진 서비스에 대한

Visibility 부재로 인한 보안
홀 야기

공급망 관리의 보안 부재

•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
• 공급망 감염 시, 개인정보,

기밀 정보등 유출의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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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침해 공격 유형과 피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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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urge you to do now: Implement the 
five best practices from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 Backup your data, system images, and 

configurations, regularly test them, and keep 
the backups offline

• Update and patch systems promptly
• Test your incident response plan
• Check Your Security Team’s Work
• Segment your networks

From: « Preventing Lateral Movement. 
Guidance for preventing lateral movement in 
enterprise networks”
1. Protect Credentials
2. Deploy good authentication practices
3. Protect high privileges accounts
4. Apply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5. Lock down devices
6. Segregate networks as sets
7. Monitor networks
8. Consider using Honeypots

보안 침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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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Segmentation 이란?

기존의 IP/Port 기준으로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워크로드 자산들을 그 특성에 맞게 정의하고,
프로세스 레벨까지 세밀하고 강력한 보안 정책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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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Segmentation 이란?
The Old Way The New Way 

룰
Num

Protocol Src IP Src 
Port

Dst IP Dst Port Action

1 TCP 172.16.10.0/24 Any 172.16.30.0/30 HTTPS Deny

2 TCP 192.168.16.0/24 Any 192.168.16.200
/32 FTP Allow

3 TCP Any Any 172.16.30.0/24 Any Allow

256 All Any Any Any Any 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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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co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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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Mapping Policy

Step 1.  시각화

적용 대상 시스템에 Guardicore Agent를 배포하면
자동으로 각 시스템별 연결정보가 제공됩니다.

Step 2.  맵핑

식별된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룹화하면 그
에 따른 맵 정보가 생성됩니다.

Step 3. 보안 정책 적용

시각화된 연결정보와 맵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합니다.

Guardicore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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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Segmentation
Akamai Guardicore Centra

트래픽 가시성 강화
현존하는 모든 인프라의 트래픽 Flow 및 네트워크 맵
제공. (Hybrid Datacenter, Container, VDI 간의 모든

트래픽 가시성 제공)

HoneyPot 기능 제공
악성 요청에 대해 Deception Server로 우회하여 세션
레코딩, 스크린샷, Footprint 와 같은 Forensic 데이터

제공

AI 기반 Labeling
서버의 트래픽 흐름, 요청, 이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AI 기반의 Labeling 추천 기능 제공
-> Labeling 기준으로 정책 설정(Micro Segmentation)

Ransomware + Lateral movement 방지
세밀한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기능으로 내부 해킹
사고로부터 피해 최소화.

Breach Detection & Response
특정 파일의 변조 감시 및 보호 기능 제공.
Log4j 와 같은 취약점 발견 시 취약 서버 확인 및 연결 차단.
Reputation 기반의 악성 행위 탐지 및 대응

Integration
UI/API 기반 3rd party 제품들과 자유로이 연동
가능(Plug-in) -> 고객 환경에 맞는 다양한 에코시스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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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 제공

Enterprise Network Map

• On-prem, 클라우드, Container 환경까지
전사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제공

• Context 기반으로 Map을 생성하므로 원하는
모든 형태로 Map 생성 가능

• Workload Break-down 시 사용중인 Process 단계의
가시성 제공

• Workload 간의 오픈 된 서비스 Map 제공

• 가시성 데이터(Traffic Flow)을 제공하는
3rd Party와 연동
-> IoT, OT, Non-OS 장치들의 데이터 흐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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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산 관리 및 네트워크 통제

Assest Management

• Agent & Collector 에서 수집된 Endpoint 속성
및 네트워크 정보를 UI 상에서 확인

• Endpoint 정보 상세제공 (OS, CPUs, IP, MAC)

• IaaS(AWS, GC, Azure), K8 환경에서도
Instance/Container 속성 정보 상세제공
(Instance Name, Type, ID, Power State, 
Availability Zone, Key Nam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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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oad 별 Labeling 및 Mapping 

Application Management

• Labeling 을 통한 Application 분류

• Label은 Key-Value 구조
-> 1개 이상의 복수 Label 사용 가능

• AI 기반 자동 Labeling

• AI Labeling 을 통해 Mapping 된
Workload 간의 가시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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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oad 기반 정책 설정

Create Policy 

• 원하는 Context 기반의 정책 설정 가능
(Labeling , Process, IP, FQDN 등등)

• Mapping 화면에서 즉각적인 정책 설정 가능

• 중요 자산 및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간의
통신연결을 집중 보호 (내외부)

• AD통합을 통해 Policy 별
Identity-Base Access Control 제공

•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및
행위 분석 기능(Insight Query) 
ex) Java 어플리케이션 확인
-> Log4j.jar 파일 탐지 -> 네트워크 연결 확인 -> 차단

• Third-Party Access Control
ex ) 개정된 금보원 규정에 따른 원격 접속 규정 준수
-> 내부 서버에 직접/간접 서버 접속 접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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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트래픽에 대한 Honeypot 기능

Breach Detection & Response

• 위협에 대한 Incident 알림

• Dynamic Deception(강력한 Honeypot 기능 제공)
정책을 위반하는 연결시도, 외부 위협 접근 시,
이를 실시간 탐지 및 상세 위협 정보, Screenshot 등을 제공

• Forensic 에 필요한 Data 제공

• 평판 기반 탐지

• File Integrity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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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 횡 이동 공격 방어

Ransomware & Lateral Movement Protection

• 외부 -> 내부서버 직접 접속 및
스캔행위 탐지 및 차단

• 악성 코드에 감염된 단말로부터의
악성 행위 탐지 및 연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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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취약점을이용한공격은 HTTP의 header나 parameter를이용하여 LDAP검색기능
이활성화된시스템에서임의의코드를실행시킬수있습니다…

${jndi:ldap://127.0.0.1/a}'

Guardicore의 Log4j 취약점 대응

1. 공격자는 취약점 노출된 log4j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Java기반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textlog파일
에 악성코드를 작성하도록 유도.

2. 피해 대상 서버는 공격코드가
포함된 Java Class를 다운로드.

3. 공격자는 원격으로 공격 코드
실행 가능한 환경 구축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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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취약점대상 Java 어플리케이션을식별

가시성 확보 - Visibility

인터넷접속가능한 Java 어플리케이션들을대상
으로 Map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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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파악 - Insight Query

1. 네트워크에서접근가능한 Java 어플리케이
션서버를리스트업.

2. Java 어플리케이션서버에서특정디렉토리
하위에 log4j.jar파일확인

3. Log4라이브러리를직접호출하지않는
Java 어플리케이션확인

Step 2 - 취약점대상 Java 어플리케이션의상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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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모니터링설정

Internet

1. Java 어플리케이션의 Outbound Traffic 대
상 regex기반의얼럿설정

2. 로그에서침해지표 (Indicators of 
Compromise)
를확인하는규칙생성

3. Guardicore Center의 Reputation 기반으로
필요한모니터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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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Mitigation

행동요령: Log4j 취약점이확인된라이브러리버전이지만패치를즉시적용하기어려운어플
리케이션

1. 알려진공격자용도메인과침해지표(IOC) 플랫폼과의인터넷접속차단
2. 인터넷과사내주요시스템들과연결되는 inbound/outbound 전송트래픽차단

-> 서비스가동률에영향을주지않고초기대응가능. 향후라이브러리패치및코드수정리
드타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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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병원 사례 #1 – 가시성

400개의 통신 경로 축소57만개의 통신 경로 존재

99.92%의허용된,
불필요한,검증되지않은
통신경로들은보안의
위협요소

AS-I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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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병원 사례 #2 – 랜섬웨어 공격 방어

• 포트 스캐닝, 침투 시도 ( SSH, RDP등) 등이 Map을 통해 발견
• 허락되지 않은 통신 즉각 차단
• 중요 서버에CobaltStrike확인
• 허용 되지 않은 통신을 막고 감염 차단 룰을 배포 하여 비지니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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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western 병원 사례 #3 – Lateral Movement 의 방어

사례 :
1) 데이터유출악성프로그램의 Emotet 가해당병원의
서버에감염.
2) 감염된악성프로그램이 Network Scanning 및
악성코드확산시도를확인.

With Guardicore
1) 악성코드가감염된서버와통신하고있는

서비스들에대한가시성확보
2) Segmentation Policy 생성
3) Lateral Movement 공격대응
4) PCI/HIPPA Complian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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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Dei 병원 사례 #4 – 가시성 & lateral Movement

사례 :
1) 이종네트워크서버, 의료장비, 워크스테이션에대한
가시성강화
2) 보안강화및가용성유지

With Guardicore
1) 네트워크의투명성확보
2) 보안허점최소화, 공격이측면으로확산되는것을

방지
3) 신규솔루션개발시가기성을통해안전한

어플리케이션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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