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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의 가장 시작점, 방화벽

방화벽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용자 혹은 공격자 확인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용자의 목적지 확인 및 제어하는 역할

방화벽 역할과
정책 설정

기업 및 기관에서 보안상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를 지정하는 경우

방화벽 설정을 통해 ‘정책’설정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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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찾기 같은 어려운 방화벽 정책 관리

• 수십건~수천건의 방화벽 정책 신청과 문의를 소수의

운영 담당자가 처리

• 서비스 장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화벽 정책 적용은 보통

직원들의 퇴근 시간 이후 업무 시작

• 야근을 달고 사는 방화벽 운영 담당자들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으로 인해 필요 없어진

정책, 중복되는 정책에 대해서 구분하기 어려움

• 모든 방화벽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종

방화벽 운영 시 담당자가 컨트롤하기 어려움

• 한번의 실수에도 보안홀이 생길 수 있어 휴먼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 필요

• 전세계적

사이버보안

인력의 부족

• 보안담당자 채용

어려움

• 방화벽운영자의

잦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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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사용상 이슈 운영 이슈 보안 이슈

• 신청하면 언제 사용가능?

• 결제 후 왜 안되나요?

• IP변경 할 때마다 재신청?

• 엑셀,이메일을 통한 100% 수동 정책 관리

• 운영자, 벤더별 비효율적인 정책 관리

• 보안강화로 신청건수 증가 → 업무량 증가

• 복잡한 방화벽 정책 → 정책관리 미흡

• 과다 정책 허용 시
보안위협 증가

• 보안위배 정책에 대한
감사대응 및 조치 미흡

• 컴플라이언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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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신청시스템 → 메일 통보 → 정책 수동 처리 → 방화벽 수동 접속 및 적용

6

FW_1 룰 등록
FW_2 룰 등록

…
FW_3 룰 등록

작업체크리스트 검증 및 룰 최적화

수동 정책 관리 이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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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정책 관리 이슈 사항

• 금융사의 권고된 Black IP 잘못 입력, 오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 Rule 정리 시 정책 잘못 삭제, 운영중인 서비스 중단

• 만료기간 체크 부족, 관리 미흡으로 운영중인 서비스 중단

• 미사용 정책을 유지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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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정책 운영관리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룰/정책
관리의
어려움

운영 담당자의
잦은 야근과
퇴사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보안홀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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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vs. 방화벽 운영 자동화

자율주행 자동차 방화벽 운영 자동화

인적장애
요소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

운영자의 실수로 인한
서비스 장애 자주 발생

규칙위반
요소

끼어들기, 신호위반, 보복운전 등의
교통 혼잡 요소 발생

규정 위반, 절차 위배 등
어려운 관리 요소 다수

Effort 운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방화벽 룰을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위험회피
요소

지형지물, 다른 차량, 돌발 물체 등에 대해
빅데이터 머신러닝으로
돌발 위험 회피 기동

KISA, 금융보안원,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기준 정보 반영

인간적
요소

운전자의 편의성, 친환경 등 고려 방화벽 운영자의 정시 퇴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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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MS는 방화벽 운영업무를 자동화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 운영자의 실수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경험 해보셨나요?

• 바쁜 업무시간 방화벽 수작업으로 하
루를 보내셨나요?

• 방화벽 정책이 컴플라이언스에 위반
될까 걱정 되시나요?

안전하고 간편하게 방화벽을 운영하세요

Firewall Policy Management System



Ⅱ. FPM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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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MS는 운영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휴먼에러와 장애를 없애고

사용자의 서비스 리드타임을 감소시키는 솔루션입니다.

신청부터 적용까지 10분 소요

방화벽 신청 자동 사전검증 방화벽 정책 자동 등록 완료메일/메신저

자동 발송

방화벽 정책 운영 자동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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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정책 최적화 및 자동 등록 사후 및 정합성 분석

• 신청하는 방화벽 정책의
기 적용여부를 검증하여
불필요 룰, 중복 룰
사전 제거

• 사전에 설계된 보안
기준에 따라 정책
허용여부를 선택하여 정책
보안성 강화
- 컴플라이언스 위반
- 과다허용(IP, Port) 여부
- 영구룰/거부룰 필터

포함 여부

• 신청하는 방화벽 정책에 대한
optimizer 알고리즘을 통해
방화벽 정책 최적화

• 방화벽 총 12개 벤더 API를
통한 정책 등록 자동화

• 정책 적용 작업에 대한
편의성 제공
- 정책 등록 예약기능 및

실시간 변경 이력 관리
- 정책 적용내역

통보(운영자/사용자)
- 만료 예정 정책 사전 인지

• 신청정보와 방화벽 정책
일치 여부 분석
- 결재 정보 존재 확인
- 범위가 확장된 정책 확인
- 정책 기간 변경, 객체 추가

확인

• 정책 보안분석 및 가이드 제공
- 만료,영구 정책 분석 → 

사용자 알림
- 중복,shadow,미사용 정책

확인
- 과다허용, well-known 포트

분석

FPMS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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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PMS를 사용 중인 방화벽 현황을 한눈에 확인

주간 정책 처리 현황
요청작업리스트(신청정보)

작업완료리스트(정책자동 등록)

방화벽 정책 현황(방화벽 정책)

금일 To-Do List
만료예정 정책
정책 등록 및 에러 발생 현황

월별 방화벽 정책
통계 자료 제공

FPMS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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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근거에 맞게, 오타 없이, 빠르고 정확한 정책 등록 가능

신청정보 실시간 분석 정책 최적화 및 Auto Fixing 룰 자동 적용

신청정보 중 방화벽별
문법확인(IP,Port,Protocol 형식

체크)을
통한 실시간 룰 분석

정책 중복 체크, 기 등록된 방화벽
정책과 신청 정보 최적화

(그룹핑, 병합)작업 및
Auto Fixing 수행

작업예약 등을 통한 벤더별(Secui,
Ahnlab, Fortinet, Paloalto, VMware, 

AWS security group 등)
룰 자동적용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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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운영자 수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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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적용

룰 보안 검수신청정보↔방화벽룰

일치상태 비교,  보안위배 확인

패킷 최적화 기법(특허출원)을

사용하여 룰 등록작업 자동 수행
정책 자동등록 기능

정책 정합성
검증 기능

룰 점검/최적화 방화벽 룰 적용
방화벽룰 신청

KISA/삼성SSI 보안지수기반 자동 검증

FPMS 자동 처리

작업리스트 자동분류 룰 자동 생성

룰 자동 최적화 룰 자동 적용

신청정보를 대상 방화벽 별로 분류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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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MS - 방화벽 정책 예약/즉시 자동 적용

자동 적용

룰 상신 SYNCH-
RONIZED

반려 거부 취소 롤백 적용
완료

결재/승인 Confirm Commit Provisioned

즉시
적용

예약
적용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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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룰, 중복룰, 미사용룰 등에 대한 현황을 정책 적용 전/후로 확인

• 사내 규정된 컴플라이언스 검증을 통한 정책
보안성 강화

• 사전검증으로 불필요 룰, 중복 룰 적용 방지

• 진단부문 별 점수를 수치화 하여 손쉽게 현황
파악

• 취약점 조치가이드를 통한 지속적 개선

방화벽 정책 보안 검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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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된 정보와
시스템으로부터 만든 정책을 비교/검증

객체 정보가 변경되거나, 결재 정보가 없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현황을 분석

방화벽 정책 정합성 검증

신청 정보와 방화벽 정보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실제 적용 정보와의 비교 위험 정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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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Cloud가 제공하는 TAG / 
Resource Group / Project 
단위로 FPMS 방화벽과
맵핑하여 Security Group 관리
자동화

• 다양한 Public Cloud 벤더사
Security Group 제공

• TAG 단위 등록된 instanc의
Public/Private IP를 수집하여
방화벽 내부 zone으로 인식

• 정책 별 출발지 – 목적지 Flow 
View 제공

TA
G

TA
G

TAG

TA
G

TA
G

TA
G

TAG

TAG

Public Cloud 보안도 간편하게 적용 가능

Public Cloud 방화벽 정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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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더 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옵션 적용

• 방화벽 교체 작업 단순화

• 다양한 벤더사의 방화벽 지원
•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용 전

검증 작업

• 변경된 망 환경에 맞게 정책
구성 자동화

보안 안정성 때문에 망설이던 방화벽 교체도 안심하고 간편하게

이 기종 방화벽 간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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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의 신청(인증ID)으로 자리이동, 
출장 시에도 방화벽 재신청 없이 업무
가능

• 신규 인력 전입 시 지점에서
사용하는 특정 목적지 그룹으로
신청 가능

• ID / IP단위 세션 관리를 통해 신청정보(ID룰)에 해당하는 IP룰 자동
생성 및 관리

• 방화벽의 ID기반 기능 제공 여부에 따라 ID기반 혹은 IP기반 룰 적용
(ID기반일 경우 ID룰/IP룰 적용, IP기반일 경우 IP룰만 적용)

• ID기반 룰 자동 생성에 따른 보안 위협 이슈에 따른 세션 만료기한
관리(최대 8시간)

자리가 바뀌어도, 업무공간이 바뀌어도, IP 변경여부 상관 없이 접속

ID기반 방화벽 정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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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시스템 내부 자산의 외부 노출 여부를 탐지하여 즉시 대응한 사례

Threat Intelligence:  Attack Surface Monitoring

기업의 주요 인프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됨에 따라 모든 영역에 대해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부 자산이 외부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인 상황인지, 

나아가 공격자도 해당 자산에 접근이 용이한 상태인지 매번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내부 자산이 협력사의 실수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적시에 발견되어 시정되지 않으면 추후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Challenge

내부에서만 접근해서 사용해야 할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서 IP 형태로 접근 가능한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즉시 고객사에서 해당 테스트 서버를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시로 테스트 서버를 올린다고 해도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보안 패치가 최신까지

적용된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권고 드렸습니다. 

Action

고객사는 즉시 해당 정보로 외부에서 비정상 접근이 없었는지 파악하였으며, 해당 테스트

서버를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시 내려 안전하게 자산 정보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Key Benefit

내부 자산 정보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함을 파악

테스트 서버가
취약함을 인지

01

외부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조직의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탐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소스코드, 개발서버 등 민감한 내부 자산들을 포함하며, 이 자산들이

내부 직원 혹은 파트너사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Attack Surface 
Monitoring

*신속한 고객사 전달로
긴급 대응 완료

03

02



III. 차별화 및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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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동화 보안분석 최적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10

4

6

8 9

6

9

5
4

8

2 1

타사 적용 사례 및 서비스 평가 점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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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행사 구축 사항

<보안뉴스 해당 기사 내용>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3118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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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MS 도입 이후에는 더 이상 방화벽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삼성망 사업장 무장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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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1개 데이터센터(국내 4개, 해외 7개) 방화벽 정책 자동 운영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방화벽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