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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위협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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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XNET과 APT 공격

2012년 USB, 2014년 이메일해킹, 
제어program(최신-W2).hwp, 

Who am I 소행, 
한수원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내부 자료 유출,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파손 

2010년 USB 저장장치 이용, 
STUXNET 발전용시스템 침투,  

우라늄 농축시설  
원심분리기 1000여대 파괴, 

원전 2년 가동 불가 

이란 원자력 발전소 해킹

2014년 #GOP가 해킹, 
직원 계정이 강제로 로그오프, 
소니픽처스 미공개 작품 유출, 
임직원 집 주소와 임금 유출, 
이메일 유출, 회장 사임 

소니 픽처스 해킹 한수원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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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그들이 노리는 것은?

기업 기관 자체를 공격

서비스 중단이 타겟 
사업자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 

정치적 군사적 목적 

클라우드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공격

중요 정보의 유출이 타겟 
개인 정보 탈취 및 수집 

금전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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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방화벽과 IPS의 한계

고속의 컨텐츠 인스펙션

123.45.67.89 

Johnson-PC 

OS: Windows 7 
hostname: laptop1 
User: jsmith 
IP:  12.134.56.78 

12.122.13.62 

SQL 

오늘날의 현황:
621건의 보안사고중

§ 92% 외부 에이전트 연결

§ 52% 해킹 형태 활용

§ 40% 악성코드에 통합

§ 78% 이상 간단한 공격 기법 

§ 19% 사이버 스파이 기법

2013 Verizon Data Breach Investigation
 Report

방화벽의 
한계

단순 IP/Port 
기반 ACL

N x N x N 식
의 관리불가한 

정책

사용자/어플리
케이션 인식불

가

IPS의    
한계

단순 패턴 매칭, 오
탐, 무의미한 대량 

이벤트

동적인 어플리케
이션 인지 불가

사용자 식별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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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화벽의 조건 (가트너)

패킷 필터링 
NAT 

상태기반 프로토콜 검사 
VPN 기능 등 

(제1세대) 방화벽 표준 기능

취약점 관련 위협 방어 시그네처 제공 
방화벽과 IPS의 상호 작용 
위협 사이트 주소 차단 

(제2세대) IPS 기능 통합

애플리케이션 인지 
포트 및 프로토콜과는 독립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보안 정책 가동 

(제3세대) 애플리케이션 인지 및 가시성

방화벽 이외의 소스로부터 정보를 습득해  
차단에 관한 의사 결정 반영 

(제4세대) 방화벽 이외의 인텔리전스



2. 차세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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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차세대 방화벽 포트폴리오

SOHO/Teleworker Branch Office Internet Edge Data Center Campus 

ASA SM (6K) 
(16-20 Gbps,300K conn/s) 

ASA 5545-X 
(1-‐3Gbps,	  30K	  conn/s)	  
(1Gb	  NGFW/NGIPS)	  

ASA 5550***  
(1.2	  Gbps,	  36K	  conn/s)	  

(no	  IPS,	  5K	  VPN	  

ASA 5540***  
(650	  Mbps,	  25K	  conn/s)	  
(650	  Mb	  IPS,	  2.5K	  VPN)	  

ASA 5520***  
(450	  Mbps,	  12K	  conn/s)	  
(450Mb	  IPS,	  750VPN)	  

ASA 5510***   
(300	  Mbps,	  9K	  conn/s)	  
(250Mb	  IPS,	  250	  VPN)	  

ASA 5585-X SSP20 
(5-‐10	  Gbps,	  125K	  conn/s	  

3.5Gb	  NGFW/NGIPS,	  5K	  VPN)	  

ASA 5585-X SSP10    
(2-‐4	  Gbps,	  75K	  conn/s	  

	  2Gb	  NGFW/NGIPS,	  5K	  VPN)	  
	  

ASA	  5505	  	  
(150	  Mbps,	  	  
4K	  conn/s)	  

ASA 5585-X SSP40 
(10-‐20	  Gbps,	  240K	  conn/s	  

6Gb	  NGFW/NGIPS,	  	  10K	  VPN)	  

ASA 5585-X SSP60 
(20-‐40	  Gbps,	  350K	  conn/s	  

10Gb	  NGFW/NGIPS,	  	  10K	  VPN)	  

Virtual ASA 
(1-‐2Gbps,	  60K	  cps,	  VPN)	  

VSG	  

ASA 5555-X 
(2-‐4Gbps,	  50K	  conn/s)	  
(1.25Gb	  NGFW/NGIPS)	  

ASA 5525-X 
(1-‐2Gbps,	  20K	  conn/s)	  
(650	  Mb	  NGFW/NGIPS)	  ASA 5512/15-X 

(1-‐1.2Gbps,	  15K	  conn/s)	  
(300	  Mb	  NGFW/NGIPS)	  

Red*** = EoL Product 

FWSM*** 
(5.5	  Gbps,	  	  

100K	  conn/s)	  

ASA Cluster 2-16x 
(320-‐640Gbps,	  2.8M	  CPS,	  96M	  conns)	  

(>100Gbps	  NGIPS/NGFW)	  

ASA	  5506	  	  
(500/800	  Mbps,	  	  
5K/25K	  conn/s)	  



파이어파워 서비스 모듈 소개

위협 중심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 

•  최상의 가시성을 확보를 지원하는 방어 계층 
레거시 및 차세대 보안 기능 통합 

•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적응 및 동적인 통제 
수단 제공  

•  공격 전반에 걸친 지속적이고 지능화된 위협
으로부터의 전방위적 보호 기능 제공 

검증된 시스코 ASA-X 지능형 방화벽 

업계선도의 FirePOWER NGIPS 및 AMP 

시스코 ASA with FirePOWER Services 

FirePOWER 서비스 모듈 : 5585-X  
(추가적인 H/W 블레이드 번들) 

FirePOWER 서비스 모듈 : 5500-X        
(빌트인 H/W + 소프트웨어 + SD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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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 소스파이어  
= 새로운, 수용력 높은, 그리고 위협-집중의 NGFW

시스코 ASA 

신원 인식 기반  
방화벽 정책 및 VPN 

URL 필터링 

파이어사이트 
분석 & 자동화 

강화된 멀웨어 방어 
/w AMP 위협 차단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 컨트롤 

네트워크 방화벽 
라우팅 | 스위칭 

클러스터링 &  
고가용성 

WWW 

시스코 글로벌 보안 인텔리전스 

빌트-인 네트워크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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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가시성

기존의 
NGFW 

파이어파워
서비스 모듈 

기존의 
IPS 



애플리케이션 인식 및 컨트롤
• 웹 어플리케이션 및 모든 서비스 포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능 	  

•  “일반 직원은 페이스북에 읽기만 가능,	  마케팅직원은 포스팅 가능”	  
•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 완전 차단”	  

1,000여개의 	  
앱, 디바이스…	  	  
	  
그리고 	  
그 이상을 컨트롤!	  

14 



애플리케이션? 이제는 위협에 집중!

오로지 어플리케이션 통제만 집중 

  101 010011101 1100001110001110    1001  1101 1110011  0110011 

01 1100001 1100  0111010011101   1100001110001110    1001  1101 11 

기존 차세대 보안 플랫폼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줄일 수는 있으나  
더욱 지능화된 공격 및 악성 코드들에 의해 쉽게 우회 

결국…실제 위협은 놓치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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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황 정보

인터넷

보안관리네트워크

내부서버팜DMZ

스캐너 

공격자/ 
악성호스트 

APACHE	  
WEB
IIS	  7.5	  
WEB

IIS 7.5 Remote File  
Injection Attack

수집된 정보 :	  Apache	  Web	  
추가된 정보 :	  IIS	  Web	  
보완된 정보 :	  IIS	  7.5	  Web	  	  
최종 결정 :	  Impact	  Level	  1,	  Blocked

NGIPS
NGIPS

NGIPS

변경된 정보 :	  IIS	  7.5	  Web	  수집된 정보 :	  ???? 

사용자네트워크

글로벌 위협정보 & Feed 실시간 정보 반영 (RNA)

변화된 환경 즉각 반영

사용자 정보 자동 수집

풀스펙트럼 정보 수집

실시간 위협 정보 
및 글로벌 Feed 반영 

• 실시간 패시브 분석 필요시 직접 스캐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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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영향도 분석 및 차단

모든 침입 이벤트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격 및 위협에 대항	  

영향도 플래그 관리자  
조치 사항 사유 

1 즉각 조치 필요,  
취약함 

이벤트 연관성이 호스
트 취약점과 매핑됨 

2 조사 필요, 
잠재적 취약함 

관련있는 포트가 오픈
또는 프로토콜이 사용
중, 그러나 취약점은 매
핑되지 않음 

3 관심 필요,  
현재는 취약하지 않음 

관련있는 포트가 오픈
되지 않았고, 프로토콜
도 미사용중임 

4 관심 필요,  
알려지지 않은 타겟 

네트워크 모니터링함,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호스트 

0 
관심 필요,  
알려지지 않은 네트워
크 

모니터 되지 않은 네트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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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강화된 멀웨어 방어!

악성코드 탐지 차단 

•  파일의 지속적 분석  회귀적 탐지 

•  문제가 되는 악성코드 영역 빠른 파악  파일 추적  

•  감염원인의 파악 분석  디바이스 추적 

•  자동화된 감염시스템 분석 및 감염원인 파악  위협지표, 감염원인 

•  샌드박스를 통한 빠르고 안전한 파일 분석  파일 상세 분석 

•  악성코드 전파 확산을 빠르게 차단  Outbreak Control 

•  디바이스 감염전 악성코드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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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 

•  매일 180,000+ 샘플 파일 

•  AMP™	  커뮤니티 	  

•  Advanced	  MicrosoQ	  	  
and	  Industry	  Disclosures	  

•  Snort	  and	  ClamAV	  오픈소스  
커뮤니티 

•  허니팟 

•  AMP Threat Grid 동적분석 – 1000만개/월  

•  Private	  and	  Public	  Threat	  Feeds	  

•  Dynamic	  Analysis	  

10I000  0II0 00   0III000   II1010011    101   1100001  110 
110000III000III0    I00I  II0I III0011  0110011   101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101000  0II0 00   0III000   III0I00II    II   II0000I  II0 
1100001110001III0    I00I  II0I III00II  0II00II   101000  0110 00 

100I  II0I III00II  0II00II   I0I000  0II0 00   

시스코	  
탈로스 (Talos)	  

위협	  
인텔리전스	  

연구	  
및 대응	  

Email	   Endpoints	   Web	   Networks	   IPS	   Devices	  

WWW	         

1.6	  million	  
글로벌 센서 

100	  TB	  
매일 전달받는 데이터 

150	  million+	  	  
설치된 앤드포인트  

600+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원 

35%	  	  
전세계 이메일 트래픽 

13	  billion	  
웹 요청  

24x7x365	  	  
운영 

40+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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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 카테고리 기반의 URL 필터링

•  비업무 관련 사이트에 대한 평판(스코어링)	  & 카테고리 기반 블록킹	  
•  사용자 및 그룹 기반 억세스 정책 적용	  

•  사용자 측면의  위협 보호 및 업무 생산성 증대 

2억 8천만개의 URLs	  
80개 이상의 카테고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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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과 고가용성

Scale out을 통한 클러스터링

최대 640Gbps 성능 제공 
최대 16대 클러스터링 
최대 32포트 연동 

VPC/VSS로 MCEC(멀티셰시 이더채널) 연동 

Stateless 로드 밸런싱

자체 로드 밸런싱 적용 
외부 ADC/L4 스위치 불필요 

N:N 이중화 제공 
유연한 트래픽 로드 밸런싱 제공 

M
ul

ti
Sc

al
e™

 P
er

fo
rm

an
ce

 

40G 
20G 

80G 
32G 

160G 
64G 

320G 
112G 

클
러
스
터

 컨
트
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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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V, 가상화 방화벽으로!

하이퍼바이저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10 인터페이스 (vNICs)   
/ ASAv 1대 기준 

200 VLAN 또는 1000 VxLAN 
 서브 인터페이스 지원 

VLANs & Dot1Q 
VxLANs 

가상화  
방화벽 

 (Active) 

가상화 
방화벽 

 (Standby) VM 

가상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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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환경의 보안

스위치 
(넥서스1000v) 

•  분산형 스위치

•  NX-OS 기반 구성

IPS 
(SF NGIPS) 

•  컨텍스트 인지

•  애플리케이션 제어

방화벽 
(ASAv) 

•  VM/테넌트 방화벽

•  종단 방화벽, VPN

컨텐츠/이메일 보안 
(WSA/ESA) 

•  컨텐츠 보안

•  이메일 보안

백본
라우터

물리적 보안 영역

라우터 
(CSR) 

•  WAN L3 gateway

•  Routing & VPN

•  WAN 가속기

차세대
방화벽

에코 시스템 
(3rd Party) 

•  Citrix NetScaler VPX 
virtual ADC

•  Imperva Web App. 
Firewall

가상화 보안 영역

멀티-하이퍼바이저

Tenant A

가상화  
방화벽

가상화 스위치 (넥서스1000v)vPath VXLAN

웹
보안가상화

라우터

Zone A

Zone B

V

가상화
NGIPS

이메일보
안

차세대
IPS

웹
보안

이메일
보안

백본
스위치



3. Summary



이것만 기억하기!

ASA-X 

신원 인식기반 방화
벽 정책 및 VPN 

URL 필터링 
(Subscription) FireSIGHT 

분석 & 자동화 

강화된  
멀웨어 방어 

(Subscription) 

어플리케이션 가
시화 및 통제  네트워크 방화벽 

라우팅 | 스위칭 

클러스터링 &  
고가용성 

WWW 

시스코 글로벌 보안 인텔리전스 

실시간 패시브 방
식의 자산인식 

칩입방지 
(Subscription)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급 ASA-X 지능형 방화벽 

세밀한 시스코의 애플리케이션  
가시화 및 통제 기능 (AVC)  

업계를 리딩하는 FirePOWER  
차세대 IPS (NGIPS)  

평판 및 카테고리 기반 URL 필터링  
및 사용 통제 

지능형 악성코드 차단(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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