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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예전과 달라진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 블로그를 읽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디바이스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 업무(이메일 확인, 
기밀 문서 검토 등)와 개인 여가(Vine, Flappy Bird, 소셜 미디어 등) 모두에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회사 네트워크나 커피숍의 게스트 네트워크와 같은 그 
밖의 네트워크에서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IT 입장에서,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관리 범위가 기업 인트라넷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직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로그인하든 “확장된 네트워크”에서 기업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 표면”이 넓어지면서 증가한 위험으로 인해 액세스 제어와 보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NAC는 복잡하고 구축하기가 힘들었지만, 기업 IT가 인트라넷을 
제어하고 허용된 디바이스를 조달하기에 충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BYOD(Bring Your Own Device)”라고 알려진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현상이 새로운 기업 
표준으로 빠르게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NAC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Windows PC와 같이 더 전통적인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802.1X Supplicant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확장하기가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그 결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MDM 솔루션이 NAC보다 확실히 구축하고 관리하기가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들었으며 실질적인 보안 ROI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조직에서 계속해서 MDM(과 후속 솔루션인 EMM 즉,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보안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 MDM/EMM은 디바이스 정책(PIN 잠금, 암호화, 허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데이터베이스 또는 영업 문서 리포지토리에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디바이스는 보안이 되어 있을지라도, 네트워크 액세스는 
잠재적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2. 다른 보안 솔루션과 격리되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MDM 또는 EMM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구성할 때 100퍼센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규정 준수를 엔드 유저의 협조와 참여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바이스가 감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MDM이나 EMM만 사용하는 기업은 보안 목표의 
일부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 NAC 플랫폼이 부흥기를 거쳤으며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블로그 게시물에서 NAC가 기본적인 액세스 또는 접근 제어에서 벗어나 일부에서 "EVAS"라고 부르는 
엔드포인트 가시성, 액세스 및 보안을 담당하는 더 정교한 제어 기능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다룬 
백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했던 이전 세대의 솔루션과 달리 최신 세대의 NAC(또는 
EVAS) 솔루션은 정밀한 동적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을 시행하는 데 EMM 및 MDM 에이전트를 비롯해 
다수의 소스로부터 얻은 고급 상황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http://blogs.cisco.com/security/new-white-paper-from-enterprise-strategy-group-on-the-evolution-of-and-need-for-secure-network-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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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인증된 사용자나 디바이스가 어떻게 연결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솔루션은 확장된 
네트워크에서 능동적인 액세스 제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센서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솔루션은 사용되는 디바이스나 디바이스의 규정 준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액세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전반에 승인되지 않은 측면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NAC는 한정된 기능의 보안 장애 요소에서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구현 
요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솔루션은 단순한 액세스 정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모든 솔루션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과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Cisco에서 iPad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Cisco의 NAC/EVAS 
솔루션인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가 디바이스가 연결을 시도한다고 인식합니다. Cisco 
ISE가 태블릿의 프로필과 보안 상태를 확인하여 Cisco의 모바일 디바이스 무선 액세스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증합니다(즉, MDM 또는 EMM 소프트웨어의 설치 여부를 확인).  

준수하지 않으면, EMM/MDM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통합된 Cisco ISE에서 네트워크에서 허용하는 특정 
인증 수준을 부여하기 전에 규정 준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리디렉션합니다. 
두 가지 솔루션의 통합으로 태블릿은 이제 MDM/EMM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호되며,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NAC/EVAS 솔루션의 승인에 따라 끝까지 투명하게 제어됩니다. MDM/EMM 솔루션의 
단점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NAC"가 높은 수준의 보안 액세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EMM과 MDM과 같이 기업의 네트워크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존에 그리고 예전에는 단절되어 
있던 보안과 생산성 솔루션을 통합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NAC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좋은 
일입니다. 

NAC, 시장 동향 및 솔루션에 대한 더 많은 관점이 궁금하시면 새로 발표된 2014 Gartner Magic Quadrant 
for Network Access Control(NAC)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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