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보안:
구매자 가이드

이메일 보안: 구매자 가이드

소개
이메일로 전송되는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와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위협 환경에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혼합형 위협과 표적 공격이 포함됩니다.
이런 공격의 목적은 중요하고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센터에
침투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를 전달하는 것 입니다. 방화벽과 엔드포인트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등의 기존 보안은 이런 유형의 공격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조직은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멀티레이어 보안을 제공하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본 문서는 스팸, 바이러스, 혼합형 위협, 데이터 유출
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구매할 때 검토해야 할
®
요건과 Cisco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는 보안 수준을 소개합니다.

요구 사항 1: 빅데이터 분석과 종합적 글로벌
보안 인텔리전스
웹과 이메일 게이트웨이를 통해 오가는 빅데이터가 증가하면서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알려진 악성코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들은 "클라우드 기반 안티바이러스"를 도입했고, 이는
시그니처를 클라우드로 옮긴 후 집합적 면역 체계를 이용해 전체 고객 기반을
제공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은 기존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악성코드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파일이 귀사의 환경에 들어온 후에도 파일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방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속성이 변경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 억제하고 감염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안 솔루션 구매 기준
이메일 보안 솔루션 평가 시 다음 기준을 활용해 오늘날의 인바운드 이메일과

Cisco의 접근 방식:

아웃바운드 이메일에 포함된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멀티레이어 보호



수백 만 가지의 알려진 악성코드 샘플과 Cisco 고객 커뮤니티의 집합적 면역 체계를 통한 지원

기능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안 솔루션은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Cisco 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의 분석

합니다.



형태가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악성코드를 식별하여 최신 제로 데이 공격까지 탐지

 빅데이터 분석과 종합적 글로벌 보안 인텔리전스



더욱 향상된 가시성, 제어, 회귀 분석을 제공하는 Cisco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스팸 및 바이러스 차단
 위협 교정
 데이터 유출 방지 및 암호화
 구축 옵션

Cisco 2015 연례 보안 보고서에 의하면

이메일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협 벡터입니다.*
* Cisco 2015 연례 보안 보고서, Cisco,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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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2: 스팸 및 바이러스 방지

요구 사항 3: 위협 차단 및 교정

스팸은 정교한 멀티레이어 솔루션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Cisco 2015 연례

이메일 보안에 관한 멀티레이어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공격은 일부 레이어를

보안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사용되는 공격 방법은 '눈신(snowshoe spam)'을 보내

통과할 것 입니다. 초기 탐지를 피한 악의적인 파일을 식별하고, 공격 범위를 파악하여

기존 이메일 스팸 필터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서버에서

위협을 빠르게 차단 및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회귀적 보안이 필요합니다.

소량의 스팸을 보내고 빠르게 메시지 내용을 바꿔 탐지를 피합니다. 이 전략은
다수의 엔진이 협력하여 차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감지된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오탐지율을 낮추는 멀티레이어 이메일 보안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isco의 접근 방식:

Cisco의 접근 방식:



멀티레이어 안티 스팸 엔진





발신자의 평판을 고려해 스팸이 받은 편지함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외부 및



99% 이상의 스팸 탐지율과 1백만 분의 1 이하의 업계 최저 수준 오탐지율을

Cisco AMP는 파일 평판, 파일 샌드박싱, 회귀적 파일 분석 등을 결합 사용하여 공격의
전 범위에서 위협을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음(그림 3 참조)

내부 필터링의 조합(그림 2 참조)


Cisco AMP로 제공하는 추가 보안 레이어



Cisco TOC(Threat Operations Center)와 Cisco Talos의 위협 정보를 대조하여 공격을

제공하는 CASE(Cisco Context Adaptive Scanning Engine)

탐지, 격리하고 감염에 대한 정보가 향상될 수록 정책을 수정하는 지능형 Outbreak



메시지 상황과 내용 검사를 통한 더욱 정확한 필터링

Filter



Sophos 또는 McAfee 안티 바이러스 엔진과 결합하는 포괄적 바이러스 보호
(그림 2 참조)



수신자를 보안 프록시로 리디렉션 시키기 위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URL 재작성하거나,
URL의 위협 제거, 또는 URL을 이메일 내용이 일부 차단되었다는 통지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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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4: 데이터 유출 방지 및 암호화

요구 사항 5: 유연한 구축 옵션

아웃바운드 이메일을 탐지, 차단하고 위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현대의 이메일

모든 조직은 해당 조직 고유의 네트워크와 인프라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메일

보안 솔루션은 중요 데이터가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네트워크 외부에 유출되는

보안 솔루션 공급자는 조직의 보안 및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확률을 낮춥니다. 콘텐츠를 인식하는 정책 기반 DLP(Data Loss Prevention) 및

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 등 각 조직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솔루션을 관리할

암호화 기능을 갖춘 솔루션으로 그와 같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구축 옵선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티스팸 및 안티바이러스 검사, 아웃바운드 속도 제한은 데이터 유출 예방 및
규정준수에 기여하며, 시스템 또는 계정이 감염되어 이메일 블랙리스트 솔루션에
의해 차단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Cisco Email Security 솔루션
Cisco는 다양한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 구축 옵션을 제공하고

Cisco의 접근 방식:


DLP 선도 기업인 RSA와 협력하여 100개 이상의 사전 정의된 정책을 제공



발신자별 또는 관리자에 의한 메시지 또는 수신자별 암호 키 철회



CRES(Cisco Registered Envelope Service)—가용성이 높은 매니지드 서비스로
사용자 등록 인증 제공

있습니다(그림 4). 이런 옵션은 데스크톱, 휴대폰, 랩톱,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안드로이드, iOS, Mac, PC, Linux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온프레미스 - Cisco ESA는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또는 어플라이언스 클러스터의
형태로, 하드웨어 또는 가상 환경에 온프레미스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다수의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를 선호하지 않거나 서드파티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구축 방법을 통해 클라우드로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보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15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Confidential. For Channel Partner use only. Not for distribution (1110R)

이메일 보안: 구매자 가이드

Cisco ESA(Email Security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관리 기능으로

Appliance)

온프레미스에 중요 데이터를 보호

Cisco ESAv(Email Security

빠른 구축, 즉각적인 확장성, 그리고 기존 장비를

Virtual Appliance)

활용하여 향상된 운영 효율성 제공

Cisco Cloud Email Security

때와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구축 모델 제공

Cisco Hybrid Email

클라우드 기반 보안의 비용 효율성과 편리함을

Security

누리면서 현장에서 뛰어난 메시지 제어 능력 제공

Cisco Managed Email

Cisco TOC의 뛰어난 관리로 온프레미스 ESA와

Security

동일한 성능과 보안 제공

결론
오늘날의 기업이 데이터, 네트워크,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협 요소에 중점을
둔 이메일 보안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격 벡터를 대상으로 공격 전, 중, 후를
포함하여 언제나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이메일 보안
Cisco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이메일 보안 솔루션은 실시간 정보에 기반을
두며 정확하게 액세스를 제어하고 콘텐츠, 상황, 위협을 인식하므로 오늘날 보안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Cisco 이메일 보안 솔루션으로 사내외로 이동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Cisco가 제공하는 지능형 위협 방어는 Talos로부터 시작합니다. 최고의 위협
분석가들로 구성된 Talos는 TRIAD(Threat Response, Intelligence, and Development),
Cisco Managed Threat Defense service 그리고 Cisco SIO(Security Intelligence
Operations)를 포함하는 Cisco 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에코시스템에 위협
정보를 공급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Cisco CSI는 다수의 보안 솔루션 간 공유 가능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효율을 제공합니다.
Cisco Email Security의 제공 내용:
 위협 중심 - 현대의 모든 기업이 직면하는 급변하고 급증하는 정교한 위협을
차단하면서 고가용 이메일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
 고성능 - Cisco ESA는 단일 어플라이언스로 구현되는 멀티레이어 보안을
제공하여 이메일로 전송되는 새로운 위협과 스팸을 빠르게 차단하고 민감한
아웃바운드 이메일을 차단 또는 암호화
 지속적인 혁신 - Cisco Email Security는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구축 옵션을 제공.
더 적은 수의 디바이스, 빠른 통합, 간소한 훈련으로 비용을 절감해주는 솔루션
Cisco Email Security 포트폴리오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emailsecurit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isco Sales Representative, 채널 파트너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와
함께 조직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isco Email Security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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