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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골프공

일본 닛산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술 ProPilot 2.0

ProPilot 2.0은 자율 주행 레벨 2 수준으로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제어하는 단계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AtyWaUeu-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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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Full Auto Driving)

전방 레이더 , 12개 소나센서, 8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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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vs 방화벽 자동 운영

　

자동차

(자율주행)

방화벽 운영

(자동운영)

인적장애
요소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 방화벽 운영시 인적 장애 요소 많음

규칙위반
끼어들기, 신호위반, 추월, 보복운전등의

교통 혼잡 요소 발생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배하는 경우 많고

관리가 어려움

Effort 운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 방화벽 룰을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위험회피 지형지물, 차량운전자, 돌발물체 등의
빅데이터 머신러닝으로 돌발위험에 대한 회피기동

KISA, 금융보안원, 회사내 컴플라이언스
기준 정보 반영

인간적
요소 저공해 등 친환경 고려 방화벽 운영자의 정시 퇴근 보장

자율주행 vs 방화벽 자동 운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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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Misconfiguration

Through 2020, 99% of firewall breaches

will be caused by simple firewall misconfigurations
not flaws, according to Gartner.

방화벽 정책 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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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운영/관리에 이러한 어려움 있으세요?

방화벽 운영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불편한 사용 운영 이슈 보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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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운영의 현실은?

방화벽 운영 인력은 충분 한가요?

 방화벽 운영 인력은 충분 한가요?

 방화벽 운영 업무가 힘들어 퇴사하는 운영자
 방화벽 적용은 업무 마감 시간 이후에..
 방화벽 적용 후 장애 대응 대기로 새벽에 출근
 너무 많은 룰을 눈으로 검증 하려면..
 보안 감사 대응하려면.. 더욱더 가중되는 업무..
 한번의 실수에 .. 큰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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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룰 적용까지 전체 과정의 자동화

정책자동설계 및 자동 적용

신청정보 중 방화벽 별 문법확인을 통한 실시간 정책 분석

정책 중복 체크, 기 등록된 방화벽 정책과 신청 정보 최적화 작업

신청 정책 수동 입력 시 발생한 오타에 대한 오류 검증

작업 예약 등을 통한 벤더 별 정책 작동 적용

정책 최적화 및 자동 수정신청정보 실시간 분석 룰 자동 적용

운영자들의 방화벽 정책 적용에 대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없애 주며, 결재근거를 기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정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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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책 검증

신청한 정책을 검증하여 결재 이전에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 / 운영자가 작업 결정 전에 검증

• 정책 신청 내역 포맷 사전 검증 후 상태 정보 표시

정상적으로 적용

☞ Provision Rule로 전환

운영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태

☞ Provision Rule로 전환

ex>

1) X.X.X.0 으로 표현된 주소

2) Deny로 기 적용되어 있는 룰을

Allow 하려고 할 경우

3) Comment에 특정숫자(IP, Port

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잘못된 Rule 표현

☞ Provision Rule로 전환하지

않음

ex> Private IP대역 또는 special

use IP대역(127.0.0.0/8, 0.0.0.0/8,

169.254.0.0/16)의

주소로 신청한 경우

허용되지 않은 대역 신청

☞ Provision Rule로 전환하지

않음

Not Allowed Dismissed

운영자의 판단으로 적용하

지 않음

☞ Provision Rule로 전환하지

않음

☞ 화면 오른쪽의 Edit

버튼 클릭 후 Status를

DISMISSED로 변경

Need to CheckRequested Invalid



9

신청부터 룰 적용까지 전체 과정의 자동화

룰 자동 적용

신청정보를 대상 방화벽 별로 분류

IP, Port, Protocol 형식 체크

룰의 중복체크, 비슷한 유형별 재조합

기 등록된 방화벽룰과 신청정보를 병합

방화벽 별 룰 적용

룰 분류작업

룰 문법확인

룰 그룹핑 (IP Range)

룰 병합

정책 자동등록 기능

룰 적용

룰 보안 검수
정책 정합성 검증 기능

KISA / 보안지수기반 자동 검증

신청정보 ↔ 방화벽룰 일치상태 비교,
보안위배 확인

작업리스트
자동분류

룰 자동생성

룰 동최적화 룰 자동적용

패킷 최적화 사용
룰 등록작업 자동 수행

방화벽룰 신청 룰 점검/최적화 방화벽룰 적용

방화벽 정책 적용/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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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화벽 연동하여 동시 자동적용 운영

방화벽 연동 프로세스 기본 정책

신규 방화벽

연동 방화벽

다양한 이기종 방화벽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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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분석 및 보안 수준 진단

방화벽 정책 보안 검증 / 진단 방화벽 정책 별 보안 지수 결과 도출

중요한 서비스가 많음

KISA, 금보원, 회사 컴플라이언스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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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관리의 보안 지수 측정 사례

　

기간관리

(20점)

정책 활용도

(20점)

정책 범위 적정도

(20점)

서비스 안전도

(20점)

보안 기준 준수

(20점)

Sec urityPoint

(100점 기준)

A사 7.16 19.99 17.64 19.42 9.39 73.60

B사 12.65 19.86 17.26 19.77 15.25 84.79

C사 6.48 19.36 9.04 9.36 0.16 44.40

D사 6.82 16.52 16.67 19.85 6.52 66.38

E사 8.66 17.19 15.03 19.30 11.14 71.32

F사 4.05 19.87 14.77 18.30 3.66 60.65

G사 14.53 18.84 18.97 19.37 9.12 60.65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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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관리

네트워크 토폴로지 방화벽 Zone 자동 관리

자동으로 관리되는 토폴로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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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board로 방화벽의 현황 관리

DASHBOARD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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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방화벽 룰 마이그레이션

방화벽 장비 교체 마이그레이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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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기반으로 방화벽 정책 적용 자동화

ID 기반 방화벽 적용

인증 세션 및 자동 룰 변환 관리사용 편의성

ID ID

자리이동(회의,출장) 신규 인력 전입

지점

이동

층간, 사업장 이동시에도 ID기반으로 허용된 서버에 바로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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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안기간 방화벽 차단 정책 자동 적용

위협이 되는 차단 Rule에 대한 자동 적용 및 적용 전 룰 검증

고객사 업무시스템 (HR, 결재 등)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운영자

내부 승인

정책 검증

적용 자동화

사내결재시스템

여러 구간의
많은 방화벽

유관 기관
위협 정보

제공

관제팀

벤더 제공
위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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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all Lifecycle Management

The Rules can be Tracking?!

신청시점 부터 방화벽에 정책이 생성되고 운영/소멸되는 전체 과정에서의 Lifecycle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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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업무 효율성 증대

• 룰 등록 업무 38MM 절감

• 솔루션 도입 비용 142억 절감

(타사 솔루션 도입 대비, 5년 기준, 삼성SDS)

사용자 업무 연속성

• 개발환경 변경에 따른 방화벽 추가 인

증 불필요

(ID기반 인증시스템 도입 시)

방화벽 장애 예방

• 자동화 처리 1~2만 건, 장애0건

• 위험 룰 127건 사전 발견

(2017년 3~10月, 삼성SDS)

1. 장애 없는 방화벽 운영

• 정책 자동화 처리를 통한 인적 실수 예방

• 정책 입력 실수에 대한 자동 수정

1. 방화벽 업무 간소화

• 방화벽 정책 최적화 및 등록 업무 시간 최소화

• 네트워크 토폴로지 자동관리를 통한 방화벽 정책 운영 편리성 강화

1. 강화된 보안 관리

• 컴플라이언스에 준수하는 정책 운영

• KISA 등 지속적인 보안 가이드라인 제공

1. 사용자 편리성 강화

• ID기반 방화벽 정책으로 사업장 변경 시 신규 정책신청 없이 즉시 운영서버 접속

• 신규 ID기반 방화벽 투자 없이 기존 IP기반 방화벽으로 ID기반 정책 적용 가능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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