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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차세대 방화벽 선택 시 고려할 10가지 사항 

중견기업을 위한 필수 사항 

 

개요 

많은 중견기업이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모빌리티와 클라우드가 몰고 온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기존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협 환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학적 

관계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 유지가 더욱 복잡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네트워크가 기업을 위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화벽은 사용자의 활동,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 또는 사용하는 기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은 그러한 허점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중견기업이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1. 방화벽이 포괄적인 스테이트풀 방화벽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까? 

2. 해당 솔루션은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강력하고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지원합니까? 

3. 방화벽에 능동적 위협 차단 기능이 있습니까? 

4. 방화벽에서 여러 개의 보안 서비스가 실행 중일 때도 제 성능을 낼 수 있습니까? 

5. 해당 솔루션은 세부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어와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까? 

6. 방화벽에서 상황 인식 보호 기능을 위한 사용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기기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까? 

7. 방화벽으로 클라우드 기반 웹 보안이 가능합니까? 

8. 기업의 성장에 따라 확장 가능한, 미래 보장형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9. 방화벽 공급업체는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10. 방화벽 공급업체는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의 금융 상품 옵션을 제공합니까? 

차세대 방화벽은 경제적이며 손쉽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으로 구성된 "일체형"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중견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차세대 방화벽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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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공격받을 가능성: 100% 

Cisco 2014 연례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해킹 당한 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1 Cisco SIO(Security 

Intelligence Operations) 연구 팀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기업 네트워크(100%)에서 악성 트래픽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공격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2 

이러한 조사 결과는 모든 기업이 보안 네트워크의 전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빠짐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격은 성공하기 마련이므로 IT 팀은 그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보안 모델로의 전환 

차세대 방화벽은 위협 중심적 보안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전 범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공격 전, 진행 단계, 그리고 공격 후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협 중심적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사에 맞는 차세대 방화벽을 평가할 때 다음 조건을 갖춘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 포괄적인 보호: 최신 위협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려면 취약점 조사, 평판 점수, 기타 중요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동급 최고의 악성 코드 차단 및 침입 방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정책과 연계: 차세대 방화벽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정책 적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협업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적 용도와 전문적 용도 모두에 쓰이는 웹 2.0 

애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 기기 및 사용자별 정책 적용 보장: 차세대 방화벽은 어떤 기기와 사용자가 어느 지점에서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지 완벽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 그룹, 기기 유형(특정 버전의 Apple iPhone, iPod, 

Android 모바일 기기 등)에 따라 보안 정책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서비스가 구현된 경우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은 심각한 성능 저하 없이, 유선 속도로 동시에 보호, 정책, 

일관성, 상황를 보장해야 합니다.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을 선택할 때 꼭 다음 사항을 숙고 하십시오. 

                                                 
1 Cisco 2014 연례 보안 보고서: http://www.cisco.com/offer/urls/200077/000390957. 
2 Ibid. 

http://www.cisco.com/offer/urls/200077/0003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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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벽이 포괄적인 스테이트풀 방화벽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까? 
차세대 방화벽은 위협과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스테이트풀 방화벽을 기반으로 구축된 

솔루션은 열린 포트와 같은 잠재적 보안 허점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은 종합적인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엔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중요 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우수한 성능의 보안과 안정성도 제공해야 합니다. 

차세대 방화벽은 명확하고 확실한 레이어 3 및 레이어 4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VPN(virtual private network),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동적 라우팅 또한 안전하고 확실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경계 영역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차세대 방화벽은 어떤 사용자가 어디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어떤 기기를 사용하며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에서 사용자, 기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해당 솔루션은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확실하고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지원합니까? 
현재 사용자들은 회사 소유 또는 개인 소유의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액세스 유형을 수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개방할 경우 통제권과 가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기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보안 연결을 보장하면서 네트워크도 보호하려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기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있는지 조직에서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신원, 애플리케이션, 기기를 인식할 수 있는 차세대 방화벽이라면 요청된 상황에 따라 액세스 제어를 

실행하고 위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차원의 신원 제어 및 정밀한 동작 제어와 VPN 기술을 결합하여 

네트워크와 모바일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방화벽에 능동적 위협 차단 기능이 있습니까? 
능동적 차세대 방화벽은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게이트웨이에서 악성 코드의 대부분(80% 이상)을 

차단합니다.  

강력한 통합형 웹 필터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하나 이상의 URL 필터링 정책을 생성하게 해주는 웹 필터링 

솔루션으로 인터넷 액세스 권한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용자 및 그룹별로 그 요구 사항에 따라 웹 

또는 URL 필터링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방화벽에서 여러 개의 보안 서비스가 실행 중일 때도 제 성능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개의 전용 보안 서비스 모듈을 구매, 구축, 관리하려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하면 방화벽, VPN, 웹 

보안, 악성 코드 차단,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를 모두 겸비한 하나의 장비로 된 솔루션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구축해야할 장비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 보안 액셀러레이션 하드웨어(예를 들어, VPN 및 IPS 처리 속도를 높이는 암호 및 정규식)가 기본 플랫폼에 

포함되어 성능 저하 없이 방화벽의 상위에서 여러 단계의 고급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를 단순화 하려면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고급 보안 서비스를 

찾아보십시오. 네트워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확장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해당 솔루션은 세부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어와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웹 2.0 웹 사이트에서 사용 정책 및 보안 

정책을 적용하려면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시그니처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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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제어를 지원하는 차세대 방화벽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는 현재의 미묘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방화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작업을 고려하면 정밀한 

애플리케이션 제어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Facebook에서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좋아요"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상태를 표시하고 메일을 보내고 채팅하는 등의 작업이 수행됩니다.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를 결정할 때, 수만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 이를테면 Facebook 게임(예를 들어, FarmVille, Candy Crush Saga, Bingo 

Blingo), Facebook Messages, Facebook Chat 등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세대 방화벽은 애플리케이션 동작, 즉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실행하는 작업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cebook Video를 예를 들어 보면,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고 태그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동영상 업로드는 불가하도록 설정합니다.  

6. 방화벽에서 상황 인식 보호 기능을 위한 사용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기기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까?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해 사용자, 특히 다른 위치에서 개인 소유의 기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BYOD(bring-your-own-device) 모델을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화벽을 선택하십시오.  

기기 프로필, 기기 포스처, 802.1x 인증 세부 정보 등을 파악하면 일관성 있고 세부적인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7. 방화벽으로 클라우드 기반 웹 보안이 가능합니까? 
모든 규모의 기업에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위협 차단 기능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모든 사용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도로 분산된 보안 경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제로데이 보안을 제공하는 방화벽을 알아보십시오. 웹 보안, 애플리케이션 제어, 

관리, 보고 기능이 업계 최고의 보안 및 제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통합되어 있고 99.999%의 

가용성과 업타임과 더불어 휴리스틱 분석을 통한 제로데이 위협 차단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기업의 성장에 따라 확장 가능한, 미래 보장형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그 보안 요구 사항도 바뀝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보안 

솔루션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관리의 복잡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방화벽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장비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차세대 방화벽은 스테이트풀 방화벽, VPN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제어, 웹 보안, IPS, 악성 

코드 차단 등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하여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까? 

하나의 통합 관리 콘솔로 차세대 방화벽 구축을 간소화하고 관리의 복잡성을 해소합니까? 

또한 방화벽 공급업체에서 회사의 성장 및 요구 사항 변화에 따른 확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차세대 방화벽, 

차세대 IPS, 첨단 위협 방지를 위한 첨단 악성 코드 차단, 실시간 상황 인식 통합, 인텔리전트 보안 자동화, 업게 

최고의 위협 방지 효율성 등을 갖춘 종합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단일 소스 공급업체를 선택하십시오.  

9. 방화벽 공급업체는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차세대 방화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인프라는 특별하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이전하려면 상세한 계획과 신중한 변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다운타임도 

수익성과 보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 공급업체 또는 그 인증 파트너라면 풍부한 경험, 지식, 

선행 사례와 툴(타사의 툴도 포함)을 제공하여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해야 하며 이것을 경제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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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는 혁신적인 방화벽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에 더하여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제고하고 중단을 최소화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방화벽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전문 파트너가 정확하고 완전한 마이그레이션을 완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타사 플랫폼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차세대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경험, 지식, 선행 

사례, 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유연성에 대해 알아보싶시오. 공급업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현장에서만 지원합니까? 원격으로 또는 현장 및 원격 지원의 복합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의 필요, 선호도,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설치 후 기술 지원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공급업체에서 회사의 IT 팀에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문 엔지니어 

이용을 지원합니까? 유연한 하드웨어 보상, 능동적인 기기 진단, 셀프 지원 리소스, 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까? 우수한 기술 지원으로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줄이고 조직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 방화벽 공급업체는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의 금융 상품 옵션을 제공합니까?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의 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더 수월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경우 조직은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자유롭게 도입하고 시장 요구 사항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의 부담 없이 제대로 된 기술에 투자하여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 재원을 투입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과 기술부터 서비스까지 전체 

솔루션의 도입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건의 금융 상품 옵션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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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면서 한발 앞서 위협에 대비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NGFW)를 선택한 중견기업은 위에서 살펴본 주요 고려 사항을 

해결하여 종합적인 보안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 요소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사용자 

활동, 기기 액세스, 악의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하고 구축할 기기 수가 줄어 복잡성,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의 부담이 감소합니다. Cisco와 Sourcefire는 BYOD, 클라우드, 새로운 위협과 관련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igure 1.   Cisco에서는 ASA 5500-X NGFW로 차세대 방화벽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Cisco 보안 엔지니어 또는 Cisco 보안 전문 파트너가 제공하는 Cisco Migration Services for Firewalls는 고객이 

새로운 Cisco ASA 5500-X NGFW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조직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완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isco SMARTnet® Service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다운타임 및 기타 중대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며 유연한 하드웨어 보장 및 능동적인 기기 진단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비즈니스 및 재무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Cisco Capital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isco ASA 5500-X NGFW 추가 정보는 www.cisco.com/go/asa를 참조하십시오.  

Cisco Migration Services for Firewalls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cisco.com/go/services/security를 참조하십시오.  

Cisco SMARTnet® Service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cisco.com/go/smartnet을 참조하십시오. 

Cisco Capital에 대한 추가 정보 및 현지 담당자 안내는 www.ciscocapital.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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