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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환경에서
워크로드기반의마이크
로세그먼테이션전략

박영열상무
APAC & Japan 파트너프리세일즈매니저

Akamai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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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 
exploited in Log4j 
(open-source utility 
used widely in 

apps)”

U.S. Colonial 
Pipeline
Forced shutdown 
after ransomware; 
Gov. & infrastructure 
remain global targets

“COVID-19 Pandemic 
Launches Cyber 
Attack Surge”

“At Least 30,000 
Orgs Hacked Via 
Holes in Microsoft’s 
Email Software”

“Sharkbot takes a bite out of the Play Store” IoT Camera 
Breach

150,000 smart cameras 
breached

“Vulnerability impacting Apache Log4j
discovered as the industry scrambled to
mitigate and fix a severe zero-day Java
library logging flaw dubbed Log4Shell.”

“Channel Nine cyber-attack disrupts 
live broadcasts in Australia”

“SolarWinds breach 
exposes big gaps in 

cyber security…”

“해커들은 Spring4Shell 취약점을악용하여미라이봇넷으로공격확산”

Costa Rica declares state of emergency over 
ransomware attack

https://www.csoonline.com/article/3644472/apache-log4j-vulnerability-actively-exploited-impacting-millions-of-java-based-ap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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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으로부터종종듣는고민요소

다른고민요소는?

DDOS

랜섬웨어

Zero-Day 공격

계정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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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s With: Key Products:
Proactive monitoring | Threat advisories | Managed security  Managed Security | Security Optimization Assistance

인프라보안 애플리케이션보안

Security Services

Key Security Offerings
Zero Trust 보안

Stops:
• 멀웨어및랜섬웨어의확산
• 피싱공격
• 기업데이터탈취

• Key Products:
• Segmentation (Guardicore)
• Enterprise Application Access
• MFA
• Secure Internet Access 

(ETP, SPS, Asavie)

Stops:
• DDoS 공격
• 자원고갈
• 사이트다운
• DNS 공격

Key Products:
• Prolexic
• Edge DNS
• DNSi

Stops:
• 사이트스크래핑
• 콘텐츠변조
• 봇공격
• 계정탈취
• 사용자데이터탈취
• 오디언스하이재킹

Key Products: 
• App & API Protector
• Bot Manager
• Account Protector
• Page Integr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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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Got To Here

DB 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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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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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용자 파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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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본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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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클라우드로의전환으로이러한아키텍처
는복잡해지고추가적인비용이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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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아키텍처는지난 30년이상동안논리적단계를통해도달

지사
원격
사용자

인터넷 방화벽 경계보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비지니스에코시스템은이러한아키텍처를강화시킴

그러면아무문제가없을까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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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엔터프라이즈및클라우드데이터센터
방어만으로충분하지않은이유

조직이지난 12개월간침
해사고발생

63%
내부혹은신뢰하는
3rd 파티에서발생

45%
Question: Of the times that your organization’s sensitive data was potentially compromised or breached in the past 12 months, please indicate how many fall into the categories below.

Base: 664 Security decision-makers with network, data center, app security, or security ops responsibilities who have experienced a breach in the past 12 months
Source: Forrester's Business Technographics Security Surve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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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조직이 2021
년에랜섬웨어공격
으로고통을받음

37%

2021년평균랜섬웨어
요구비용 (+144% 

YoY)

$2.2M

2020년이래로서로
다른랜섬웨어탐지된

숙주종류

130

Sources: 2021 Verizon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Palo Alto; FBI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Gartner

정부가 2025년까지랜섬웨어관련법안
제정예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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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Security
THE SOLUTION

Zero Trust 
Network Access

네트워크로의사용자
접속제한

아이덴티티기반마이
크로세그먼테이션

애플리케이션과워크로
드의독립

North / South East /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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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세그먼테이션은보안과생산성

사이에서의트레이드오프가발생

Adrian Sanabria
@sawaba

Unpopular opinion: network 
segmentation projects are 
where CISOs go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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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은
Zero Trust 사설네트워크에서
중요한요소임

— The Forrester New Wave™: Microsegmentation, Q1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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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icore의소프트웨어기반접근은
이러한문제를해결해줌

쉬운구축

유연성및적용성

완벽한가시성제공

멀웨어의존재여부확인

멀웨어와랜섬웨어의확산
방지

거의모든 OS 지원; 레거시
시스템에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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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있는분석가들의마켓상황에대한견해

The Forrester New WaveTM

Microsegmentation
(Q1 2022)

“가디코어의무한태깅시스템과독
점적인방화벽솔루션을통해서세그
먼테이션의문제를해결하고사고에
대한대응을원활히지원할수있습니
다.”

"The Forrester Wave™ is copyrighted by Forrester Research, Inc. Forrester and Forrester Wave are trademarks of Forrester Research, Inc. The Forrester Wave is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Forrester’s call on a market and is plotted using a detailed 
spreadsheet 
with exposed scores, weightings, and comments. Forrester does not endorse any vendor, product, or service depicted in the Forrester Wave. Information is based on best available resources. Opinions reflect judgement at the time and are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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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원칙

모든것들에대해
서기본적으로
신뢰하지않기

최소권한의
접근시행

포괄적인보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These are easier said tha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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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를위해서서로다른
도구를결합하는것은지는싸움
입니다



전체적인 Zero Trust

모든접근 | 통합된배포및관리 | 위협시그널공유

사용자보안

아이덴티티

네트워크보안

East – West

접근보안

North -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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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Services
아카마이의포괄적인
Zero Trust 포트폴리오

모든접근범위

세분화된가시성

위협탐지



느림 & 복잡함 공격표면의증가 급증하는처리비용

빠르게확장되고, 직접확인
이제한적인클라우드영역
은트래픽및어플리케이션
확인이더욱어려워짐 > 낮
은가시성 > 제한되거나복
잡한제어

클라우드화로인해서비
스플랫폼의다양화(컨테
이너, 도커등) > 기존장
비로는가시성확보및통
제불가 > 해커에게더많
은공격표면노출

확장된영역(클라우드, SaaS, 
K8등)에기존온프림과동일한
수준의보안사일로를구축, 랜
섬웨어피해사례에따른복구
비용, 백업플랜및방지대책
마련에다시솔루션검토및구
입 > 급증하는처리비용

기존하드웨어중심의네트워크및보안제품(L3/L4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IPS, 
NAC등)이제공하는세그먼테이션은 클라우드화로빠르게확장되는기업전사
네트워크및대외고객서비스 &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제어할수없습니다

. 

왜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이필요한가?



A Better Strategy:
Build Ships
침해사고(Breach)는언제어디서누구에게나일
어날수있고, 사실상완벽한방어는어렵습니다. 
그렇다면우린무엇을해야할까요?



랜섬웨어탐지및측면이동
공격방어

● Reputation 기반네트워크접근사전차단및보고
● 내부감염된장치의측면이동접근시(Lateral Movement) 

자동차단및보고
● L7 프로세스기반의정책수립으로네트워크차단및격리

전사모든플랫폼의네트워크
트래픽가시성

● 전사모든플랫폼(온프램, 클라우드, SaaS, VDI, K8등) 
내외트래픽및 L7 정보네트워크토폴로지맵으로제공

● 현세계시장 1위의가디코어만의독보적인기술

제로트러스트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 사용자통합인증및최소한의권한으로네트워크접근제어
● 소프트웨어기반의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 간단하고빠르게 UI로전사네트워크 L7 기반제어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의가치



기존하드웨어중심의
네트워크세그먼테이션

• 인프라와환경에따라각각하드웨어장비설치 > 확장에취
약, 비용증가

• 클라우드및컨테이너와같은환경은클라우드네이티브서
비스에의존 > Guardicore와동일/비슷한마이크로세그먼
테이션효과를적용하려면최소 2개이상의서비스이용및
운영복잡및서비스비용증가

▪ 온프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컨테이너등현존하는거의모든플
랫폼에적용가능 > 전사네트워크트래픽및자산정보제공

▪ 소프트웨어기반(에이전트및 SaaS)으로동작 > 배포가쉽고빠름
▪ 모든플랫폼에제로트러스트기반의네트워크접근제어정책적용
▪ 랜섬웨어에 노출&감염시, 측면이동공격에대한선제적차단및

Honeypot 기능

아카마이의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전략
클라우드확장및모든플랫폼을지원하는 SW 

방식의마이크로그먼테이션

네트워크경계별물
리적방화벽구성

네트워크경계별
가상방화벽구성

세분화된속성을기반으로하는
소프트웨어기반정책 (프로세스, 사용자,

정규화된도메인이름등)



시각화 매핑 정책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의핵심기술

● 전사네트워크및트래픽정보를시각화
● 수집된자산정보에레이블링 & 그룹핑해서정책설정준비
● 정책템플릿(Custom 지원)으로내부네트워크의접근제어정책수립
● 최종전사네트워크보안접근제어적용 & 위반시차단



사례공유



가시성 – 전사플랫폼 L7 네트워크토폴로지맵제공

• 기존대비진화된가시성
제공

• 단일콘솔에서전사플랫폼
구성및상세한네트워크
트래픽정보제공(L4-L7)
o 모든자산
o 모든플랫폼 &인프라

• 현운영중인 Legacy OS
지원 (*HP-UX, Solaris, AIX 등)

• OT/IoT 와같은비에이전
트영역지원(Third Party 
연동)

기업내네트워크및보안운영팀, CERT팀, 인프라팀에서적극적으로사용
하는기능
- 가디코어에서제공하는독보적인 UI 기반네트워크토폴로지맵



랜섬웨어공격탐지및차단

랜섬웨어에의한내부측면이동공격(Lateral Movement)이발생할경우, 사전접근차단룰에의해 1차자동차단 > AI분석
으로공격탐지 & 격리처리 (기존네트워크에서자동분리) > 관리자에게알림및경고 > 보고서생성



데이터침해사고(Breach) 탐지및대응

●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을통한침해사고예방지원
● 침해사고발생시, 허니팟기능제공 > 해킹기법레코딩및관리자알림 > 방어 > 격리 > 차단



Internet

1. 취약 APP 및프
로세스탐지

2. 취약점가시성확
보를위한특정취약
점맵생성

3. Insight Query 기능을이용
하여, 모든서버에서취약점
존재여부확인

4. 내외부통신하고있
는지확인하여차단정
책을적용

5. 취약포인트서버들
의내외부통신차단
> 지속적인모니터링

Insight(OS Query 기능)- Log4j 취약점

● 파일, 프로세스, 데몬, 서비스등을 OS Query로검색(Agent) > 즉각적인차단룰설정
● Log4j 와같은특정취약점을조직내모든서버에서일괄적으로점검 > 그룹핑이후차단정책적용 > 모든내외부연결의

즉각적인차단



강력한 Honeypot 기능제공

정책을위반하는연결시도, 외부위협접
근시에이를실시간탐지및상세위협
정보제공

o 소스와목적지 IP 및포트
o 서비스및프로세스
o 파일, 레지스트리
o 세션레코딩
o 스크린샷
o 네트워크
o 크리덴셜및사용자
o Users 

Forensic에필요한데이터제공및필요
시, UI 상에서강제접속차단 (Push)

동적디셉션기능

가디코어가방어하는모든인프라및플랫폼에서내외부공격이일어나면자동탐지 > 공격세션을
디셉션서버로전환 > 응답을지연하며공격상태정보를모두기록 > 관리자에게통보및차단



Zero Trust 사례 – 실제문제들의해결

랜섬웨어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분산형업무환경

컴플라이언스



랜섬웨어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분산형업무환경

컴플라이언스

Zero Trust 사례



랜섬웨어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분산형업무환경

컴플라이언스

Zero Trust 사례



Zero Trust Allows You to Control The Excess of Trust That Adversaries Abuse

랜섬웨어
실생활에서의문제해결

• 사용자, 애플리케이션및네트워크에대한과도한신뢰는
고객의사업을위험에빠뜨릴수있습니다.

• 초기감염은애플리케이션접근권한의남용여부에
의존적입니다.

• 측면이동은애플리케이션간즉각적인신뢰남용여부에
의존적입니다.

• 크리덴셜탈취는단일패스워드신뢰여부에의존적입니다.



Segmentation   ● Enterprise Access Control   ● Secure Internet Access   ● Hunt   ● MFA

3

4

1
2

5

강력한애플리케이션접근제어 EAA

측면이동방어 & 랜섬웨어대응및복구
아카마이세그먼테이션

직원계정탈취방어 MFA

아카마이서비스의경우에는랜섬웨어를극복하기
위해서다음의핵심요소들을지원합니다

One Zero Trust로의손쉬운보안

랜섬웨어극복방안

악성콘텐츠와피싱사이트로부터엔드포인트보호 SIA

위협탐지 Hunt 서비스



랜섬웨어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분산형업무환경

컴플라이언스

Zero Trus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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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에 Zero Trust가필요한이유
현재의보안위협에대한 Zero Trust의적용

직면과제

조직의 82%는자신도모르게제 3자에게
클라우드데이터에대한광범위한접근
권한을부여한적이있습니다.*

모든클라우드인프라사용자는리소스, 
서비스및관리권한에대한접근
권한이있는수퍼유저입니다. **

클라우드인프라에대한공격이정교해
졌습니다.***

https://www.gartner.com/document/4009297?ref=solrAll&refval=324304637
https://www.gartner.com/document/4002548?ref=solrAll&refval=324396547
https://www.gartner.com/document/4006255?ref=solrAll&refval=3243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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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에 Zero Trust가필요한이유
현재의보안위협에대한 Zero Trust의적용

직면과제

조직의 82%는자신도모르게제 3자에게
클라우드데이터에대한광범위한접근
권한을부여한적이있습니다.*

모든클라우드인프라사용자는리소스, 
서비스및관리권한에대한접근
권한이있는수퍼유저입니다. **

클라우드인프라에대한공격이정교해
졌습니다.***

모든개체에대해서기본적으로신뢰하지않기
즉각적인신뢰제거

최소한의접근권한시행
명확한신뢰의최소화

보안모니터링구축
위의원칙에대한지속적인검증

Zero Trust 원칙

https://www.gartner.com/document/4009297?ref=solrAll&refval=324304637
https://www.gartner.com/document/4002548?ref=solrAll&refval=324396547
https://www.gartner.com/document/4006255?ref=solrAll&refval=3243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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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마이는고객의앱을클라우드로원활하게전환
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함

DC, VPC, 혹은퍼블릭클라우드등의위치와상관없이사
설애플리케이션접속이가능하도록액세스제어 EAA

클라우드로의보안정책에대한완전한가시성및자동마
이그레이션방안제공 Akamai Segmentation

직원의계정정보탈취방어 MFA

SaaS로의실시간접근제어 SIA (CASB)

3

4

1

2

클라우드보안에대한모니터링 Hunt5

One Zero Trust로의 손쉬운보안

안전한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Segmentation   ● Enterprise Access Control   ● Secure Internet Access   ● Hunt   ● MFA



랜섬웨어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분산형업무환경

컴플라이언스

Zero Trust 사례



● 각원격근무자는공격표면의확장과이는해커에게
새로운공격의기회를의미합니다

● 기업의네트워크경계제어에대한가치가상실됩니다
● VPN은세분화된지원을충분히할수없습니다

실생활에서의문제해결
분산형업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프라



확인되지않은
공격순서



East-West 트래픽에대한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North-South에대
한 ZTNA 방어



MFA를통한강력한
아이덴티티시행



Secure Web 
Gateway를통한안
전한인터넷접속



이러한모든서비스는회사네트워크에구애받지않고안팍에서작동



랜섬웨어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분산형업무환경

컴플라이언스

Zero Trust 사례



- 예 -

컴플라이언스표준충족

Segmentation   ● Enterprise Access Control   ● Secure Internet Access   ● Hunt   ● MFA

PII, PCI DSS, 혹은 HIPAA 데이터를포함하는
콘텐츠업로드에대한차단혹은모니터

랜섬웨어감염위험을줄이기위한제어구현 -
악성웹사이트에대한접근차단

GDPR: 민감한개인정보에대한제 3자의접
근제어

HIPAA - 의료시스템에대한암호를획득한해
커로부터환자정보보호

SWIFT - 크리덴셜정보손상방지

SIA

EAA

MFA

PCI DSS - 세그먼테이션을통한
규제대상자산의범위지정

HIPAA - 정보센터기능분리

SWIFT - 인터넷접근제한및중
요시스템의격리

Akamai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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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마이 Zero Trust 보안포트폴리오

❏ Akamai Segmentation: 

전파경로최소화, 측면이동
방지, 멀웨어탐지

Akamai Enterprise 
Application Access (EAA):
사용자 ID, 컨텍스트및장치
상태를기반으로특정애플
리케이션에대한보안접속
을제공하는 ZTNA 서비스

❏ Akamai MFA: 

FIDO2를 기반으로강력한
사용자인증을시행하여직
원의계정탈취위험최소화

Akamai Secure Internet 
Access (SIA): 
멀웨어및랜섬웨어드롭사
이트, 피싱사이트, 멀웨어
명령및제어(C2) 서버에대
한요청을사전에차단하는
보안웹게이트웨이

❏ Akamai Hunt: 
측면이동, 멀웨어실행, 
Command & Control 서
버와의통신, 이상탐지
등과같은적의적인행
동에대한탐지및경고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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