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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E 등장 배경 및 정의



보안의 경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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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클라우드가 새로운 네트워크의 중심

Internet/cloud

DC/Private Cloud

SaaS

IaaS

SD-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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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WAN

Internet
IaaSSaaS

Corporate 
Applic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

Data   Center
Full Stack 보안 장비를
통해 네트워크를 보호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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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및 사용자 보호
…지속적으로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
…함께 효율적으로 해결

새로운 관점의 접근 전략 필요



Secure Access Service Edge, SASE

“SASE enables companies to operate during 
times of disruption and provides highly secure, 
high-performance access to any application, 
regardless of user location.”

Gartner’s Initial Secure Access Service Edge Forecast 
Joe Skorupa, Nat Smith 2020 
Gartner

네트워킹 및 보안 서비스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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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AN FWaaS

CASB SWGZTNA

SASE 의 주요 구성 서비스

가트너는 한 벤더로의 사용을 권장



Cisco SASE 아키텍쳐 구성 요소



최다 SD-WAN 구축 레퍼런스 (40K ++) 

2년 연속 업계 Zero-Trust 리딩

포츈 100대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
션

Networking Security Observability

2021년 올해의 Product상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인터넷, 클라우드 솔루션을 위한
최대 정보 모니터링 및 가시화2020년 WAN Edge Magic Quadrant 리

더

#1 마켓 쉐어 (IDC, Dell ‘Oro, Gartner)

Best-in-class Best-in-class Best-in-class

“Cisco has a strong vision to deliver a fully integrated SASE solution,  
as well as the financial resources to execute the vision.” 

Gartner, Magic Quadrant for WAN Edge Infrastructure 2021 

Full SASE를 위한 시스코만의 UNIQUE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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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SASE 구성 요소

Building Blocks

Cloud Security
(Umbrella SIG)

Endpoint Security
Secure Endpoint (AMP)

SD-WAN 
(Viptela, Meraki)

End-to-End Visibility
(ThousandEyes)

Networking

Remote Access
(AnyConnect) + (Duo) + (ZTNA)

Security Observability

Network Edge

CSP

CSP

CSP

Remote User

PEERING 
RELATIONSHIPS

IaaSSaaS

Identity 기반 Access
어플리케이션 기반
Access 

유연한 Remote 
Access

Single Point of Security
서비스 관문 통합 보안 솔루션

Cisco 
Duo

Cisco 
AnyConnect

단말 보안

Cisco 
Secure 

Endpoint

Cisco 
SD-WAN 

암호화된 연결 환경
어플리케이션 기반 정책
망분리를 통한 보안연결

Cisco
Umbrella

CISCO SASE
BACKBONE

Cisco 
ThousandEyes

단말에서 서비스까지
End To End 가시성 및 인사이트

powered by 
Viptela | Meraki

USE CASES

SASE POPs

CSP



Networking

Cisco SD-WAN 

powered by 

Viptela | Meraki



On demand & optimized cloud networking

Secure segmentation & network policy control

Optimized user application experience

SASE 아키텍쳐에서 SD-WAN의 역할



powered by 

Viptela
powered by 

Meraki

Lean IT

Integrated 
Threat Manageme
nt

Simple & Easy

Hybrid Deployment
(Cloud-OnPrem)

End to End 
Segmentation

Customization

Cisco SD-WAN Solution



Why Cisco Secure SD-WAN?

간단한 설치

• 단일 관리 콘솔을 통해 SD-
WAN과 보안을 함께
배포하여 손쉬운 클라우드
연결 기능 제공

• 10,000개 이상의 사이트
적용 실적

• 실시간 분석, 가시성 및
제어를 통해 클라우드 및
on-prem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 하여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

다양한 선택과 제어
Right security, 

right place
예측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경험

• 클라우드 우선
아키텍쳐로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 최고의 위협 인텔리젼스로
임베디드 보안이나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하여
사용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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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SDWAN Ke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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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 연동을 위한 Simple 기능

• SD-WAN 디바이스를
Umbrella 에 자동으로 등록

• HTTPs 세션을 통한 자동
API key 자동 설정

•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 또는
VPN 별 자동 터널 수립

DEVICE EDGE

Tunnel (IPsec)

DNS-layer
security

Cloud-delivered
firewall

Secure web
gateway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CASB)

Interactive 
threat intel

HTTPS session

Umbrella
• 최적 경로의

Umbrella POP과
터널링

• 엄브렐라 DC와
주요 SaaS&IaaS간
direct 피어링을
통해 지연 시간
감소

• 최적의 경로
선정을 통해 주요
APP의 성능 향상

Primary DNS = global-a.vpn.sig.umbrella.com
Secondary DNS = global-b.vpn.sig.umbrella.com

Umbrella

Geo DNS

가까운 Umbrella POP은?

Auto-registration & tunnelling Optimize the Middle-Mile

http://global-a.vpn.sig.umbrella.com/
http://global-b.vpn.sig.umbrella.com/


Policy based routing Load-Balancing Tunnels

SDWAN Ke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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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트래픽 제어 정책

Cisco
Umbrella

Branch 1

IP
se

c

Branch 2

IP
se

cO365
Github

Google Services

All Traffic

• 엄브렐라를 통해
라우팅 되는
트래픽의 유형
선택

• WAN 대역폭의
최적화

Cisco
Umbrella

vManage Branch

80% 20%IP
se

c

IP
se

c

• 터널내 flows 에
대해 4 Tuple hash
적용

• 회선별 대역폭에
따라 EQ 또는 un-
EQ LB 를 통해 DIA 
트래픽 제어

* Source IP + Destination IP + Source Port + Destinati
on Port.

50% 50%



SDWAN Key Features 
클라우드 스케일의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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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Internet

Branch

MPLS

Underlay (Internet)

Underlay (MPLS)

Overlay
(Network Performance)

Overlay
(On-Prem App)

Overlay
(Cloud App)

Enterprise Agent

SD-WAN Tunnel

Enterprise Agent

Edge Device

• TE Agent를 이용하여 SD-WAN 오버레이와
언더레이의 가시성 확보

• IaaS, SaaS 및 Cloud security 에 경로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 기능 제공

Branch

Cisco
Umbrella

IP
se

c

IP
se

c

IP
se

c

IP
se

c

Meets SLA Below SLA

• 터널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헬스 트랙커로 SLA설정

• 트랙커는 API로
HTTPping을 전송하여 품질
정보를 측정

• SLA를 준수하지 못하는
터널은 Down으로 처리하여
트래픽 송신 중단

Layer7 Health Check End-to-end Visibility



Branch Aggregation 

ASR 1000

CSR 1000VISR 4000ISR 1000

CSP 5000ENCS 5400

Virtualization

Cloud 

vEdge 2000 vEdge 2000
vEdge 5000ISR 1100-4G/6G/LTE

SD-WAN
(Viptela OS)

vEdge Cloud

SD-WAN + 
Services
(IOS XE)

Catalyst 8300/8200/8200L Catalyst 8500/8500L Catalyst 8000V

SD-WAN Edge
SRIOV
Hypervisor/Cloud

Catalyst 8000V

Catalyst 8200 uCPE

SD-WAN 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제공
IT 민첩성을 제공하는 탄력적인 인프라



Networking

Cisco SD-WAN

App optimization, cloud 
networking, integrated 

security, analytics & 
assurance

Security

Cisco Umbrella

Cloud-delivered 
secure web gateway, 
DNS security, firewall, 

CASB

네트워킹 보안

Cisco Umbrella

클라우드 기반의
웹보안게이트웨이, DNS 보안,

L4/L7 방화벽, CASB 지원

Meraki MX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SD-WAN 및 연동

서비스 제공

Highly available global cloud infrastructure  |   API-based, programmable architecture

SecureX | Threat intelligence powered by Cisco Talos   | 3rd party ecosystem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 지원 | API 기반의 Programable 확장 구조

SecureX |  Threat intelligence powered by Cisco Talos | 3rd party ecosystem

Meraki MX SD-WAN 기반 SASE 통합



Meraki MX의 강력한 보안 기능

고급 위협 보안 보안 현황 가시성 빠른 위협 탐지 쉽고 간편한 관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알려진 위협 파일 리스트에 대한

보안 및 Threat Grid 연동을
통한 멀웨어 샌드박싱

통합된 Security Center
기반으로 고객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공격 현황 및 이력

정보를 쉽게 확인

위협 파일이 고객사 네트워크로
다운로드되는 경우 즉각적인

자동 경고 메시지 발송

웹 GUI 기반의 간단한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적용



Umbrella 연동 지원 MX 솔루션

MX64/W MX67/68 MX67C/68CW MX75

Up to 50 users

250 Mbps FW throughput

Wi-Fi & PoE

Up to 50 users

450 Mbps FW throughput

Wi-Fi & PoE

Up to 50 users

450 Mbps FW throughput

Wi-Fi & PoE

CAT 6 LTE modem

Up to 50 users

1 Gbps FW throughput

WAN PoE

VPN THROUGHPUT

Small 200 Mbps

Medium 500 Mbps

Large 1 Gbps

MX84 MX85 MX95 MX100 MX105

Up to 200 users

500 Mbps FW 

throughput

Up to 250 users

1 Gbps FW 

throughput

Up to 500 users

2 Gbps FW 

throughput

Up to 500 users

750 Mbps FW 

throughput

Up to 750 users

3 Gbps FW 

throughput

MX250 MX450

Up to 2,000 users

4 Gbps FW 

throughput

Up to 10,000 users

6 Gbps FW 

throughput

SMALL BRANCH

MEDIUM TO LARGE BRANCH CAMPUS OR CONCENTRATOR

VIRTUAL



Meraki MX 및 Umbrella 연동 옵션

Phase 1
Meraki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IPSec 터널 설정

MX IPS / AMP

DNS Proxy
예) 게스트 트래픽

SIG
예) 내부 주요 트래픽

Cisco Umbrella

Internet/
SaaS

IPsec 터널 연결

Phase 2 
Auto VPN을 통해 Meraki SD-WAN을

Umbrella cloud 로 확장

MX IPS / AMP

DNS Proxy
예) 게스트 트래픽

SIG
예) 내부 주요 트래픽

Cisco Umbrella

Internet/
SaaS

SD-WAN 패브릭 연결

SD-WAN fabric

사이트 별 설정

SASE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 구성 지원

SD-WAN 보안
확장 지원

Meraki Umbrella 
SD-WAN Connector



Phase I: Meraki MX와 쉽게 IPsec tunnel 연결

Cisco Umbrella

DNS-layer
security

Cloud-
delivered
firewall

Secure web
gateway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CASB)

Interactive 
threat intel

Remote 
browser
Isolation

Data loss
prevention

IPsec tunnel

Meraki MX

• 유연한 보안 옵션 지원
(DNS 또는 보다 향상된 SIG 기반
보안)

• Meraki Dashboard에서 사전
제공되는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GUI기반으로 간단히 Meraki MX와
Umbrella간 IPsec 터널 설정

• 손쉽게 트래픽을 Umbrella로
전송하여 on-prem 하드웨어 성능
제약에 상관없이 고급 탐지 및 웹/앱
트래픽 제어 수행

• 투자 보장: 별도 추가 비용 없이
SD-WAN으로의 전환 지원



Phase II: Umbrella Cloud로 Meraki SD-WAN 확장*

• Auto VPN 기능을 통해 Meraki SD-
WAN을 Umbrella에 직접 적용

• 유연한 보안 옵션 지원
(DNS 또는 보다 향상된 SIG 기반
보안)

• SD-WAN 기반의 트래픽 처리 지원

• 새로운 Umbrella SD-WAN 
Connector를 통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SD-WAN 패브릭을 확장하고
보다 지능적인 경로 선택 지원

Meraki 
SD-WAN 

Fabric

Data center

Umbrella

Branch

M

* 현재 Beta 지원



모든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유연한 SASE 적용

Internet
Internet

모 든 허 용 된 웹 트 래 픽

DNS LAYER SECURITYSELECTIVE PROXY

DNS NAT

U M B R E L L A

V P N  제 외 트 래 픽 ( 예 : O 3 6 5 ) *

지점

모든 트래픽

SIG

DNS CDFW SWG

IPS

DNS

DNS DIRECT

Selective proxy

DLP RBICASB

유연한 옵션:
DNS 기반 보안 기능 (MR 또는 MX)
SIG 기반 보안 기능 (SIG) 강화 (MX SD-WAN)

지원 플랫폼: MX/Z3/MR
MX 라이센스: SEC | SDW

* 어플리케이션별 트래픽 제외 처리 요구 시 SDW 라이센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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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SASE 보안 솔루션의 그 중심, Umbrella 

통합 보안
플랫폼

SecureX

SD-WAN ON/OFF NETWORK DEVICES

위협 인텔리전스

원격 브라우저 격리
(RBI)

보안 웹 게이트웨이

DNS 레이어

필요한 기능만 블럭 조립하듯이 구성

클라우드 엑세스
보안
브로커 (CASB)

클라우드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유출 방지
(DLP)

클라우드 기반
방화벽

시스코 엄브렐라

Remote 
Access



멀티레이어 기반 차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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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Layer 보안: 
악성 코드와 관련된 도메인을 먼저 확인

Cloud-delivered firewall (CDFW): 

IP, 포트 및 프로토콜 규칙 확인

보안 웹 게이트웨이 (SWG): 

악성코드 및 정책 위반에 대한 모든 웹 트래픽
의 최종 확인

Umbrella

SD-WAN

각 보안 레이어별 차단 수행

DNS SWGCDFW

NAT

웹 트래픽

웹 트래픽
외

Internet/
SaaS

DEVICES ON NETWORK

응답성 및 성능 향상



취약점 및 위협 차단 기능, 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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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표준이라 불리는 스노트(Snort) 
엔진을 이용한 위협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CVE, Snort ID, 탐지명 등의 검색 기능

• 작동 모드

• 탐지

• 차단

• 탈로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정의된 룰셋 제공

• Connectivity Over Security

• Balanced Security and Connectivity

• Security Over Connectivity

• Maximum Detection

• 최신 엔진인 스노트3 적용

IPS 의 강자 스노트 엔진



Umbrella 의 IPS 는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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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Snort3 엔진 기반

단순함 성능 정확도 신뢰성

IPS rules can be complex Security at stable cost
Threat landscape 
constantly evolves

Designed for reliability

•단일 통합 대시보드로 관리

•간소화 몇 초 만에 구성되는
간단한 글로벌 규칙 세트

•온프레미스 방화벽 성능으
로 인해 IPS가 저하될 수 있
음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I
PS는 성능과 보안 간의 균형
이 없음을 의미

•세계최고 인텔리전스팀인
탈로스에 의해 제작되는 IPS 
룰셋
(4만개 이상의 시그너처)

•효과적인 보안과 단순화된
IT/보안 프로세스를 위한 최
신 Snort 3 기술 적용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센터
의 글로벌

• Umbrella의 혁신적인
Anycast 및 자동 장애 조치
사용으로 고가용성 지원



SWG(Secure Web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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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바이러스 엔진 및 AMP 를 이용한 악성코
드 판단

• Unknown 파일에 대한 동적분석 샌드박싱

• 파일 유형 컨트롤

• 전체 또는 선택적 SSL 암호 해독 예외처리

• 콘텐츠 제어를 위한 카테고리 또는 URL 필터
링

• 앱 가시성 및 세분화된 컨트롤

• O365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Tenant 제어

• 전체 URL 리포팅

터널 (IPsec)

AnyConnect

PAC 파일

프록시 체인

인터넷/
SaaS

온/오프 네트워크 장치

Umbrella SWG

SaaS 앱
(예: O365)

Direct

웹 트래픽에 대한 안전한 사용 제공



애플리케이션 인지/제어 & 클라우드 악성코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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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중인 클라우드 앱 전체 목록

• 범주별 보고서 및 위험 수준별 보고서

• 사용자 수 및 송/수신 트래픽 양

• 고위험 카테고리 또는 개별 앱 차단

• 인기있는 Saas 앱에 대한 세부 제어
- 소셜 미디어 앱에 게시물/공유 차단

- 웹 메일 앱에 첨부 파일 차단

- 클라우드 스토리 앱에 대한 업로드 차단

클라우드 앱 제어 및 악성코드 방어

• 클라우드 서비스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에 대해 방
어 기능을 제공

• 악성코드가 다른 사용자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지원 플랫폼
Dropbox
Box
Office 365
Webex Teams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Push Wearables
Phone 

Call
Soft Token

##
##
##

BiometricsU2FSMS
Hardware 

Tokens

▪ Multi-Factor Authentication : 다중 인증을 통한 철저한 신원 확인

✓ 다양한 다중 인증 옵션 제공

▪ Device Trust : 
안전한 디바이스만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허용

✓ 어플리케이션 접속 전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

(Posture) 체크!

• OS 및 APP 이 최신인지?

• Disk Encryption 이 적용되어 있는지?

• 암호 및 잠금이 적용되어 있는지?

• 생체 인증이 적용되어 있는지?

• 방화벽이 적용되어 있는지?

• Anti-Virus 가 동작되고 있는지?

사용자
브라우저

App #1

App #1

App #2

App #1
DUO 

(SAML)

▪ Single Sign-On : 
단 한번의 인증을 통해 모든

어플리케이션 접속, 보안 정책

확장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MFA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

➢ 2~3분만에 이루어 지는 쉽고 빠른
사용자 셀프 등록 과정

➢ 5초 만에 완료되는 사용자 인증
(코드입력 없음)

사용하기 쉬우며 보안성은 높임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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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 웹 사용시 2FA 를 이용한
신원 확인 후 접근 허용

• 신원확인 시점에 단말의
보안성 체크 (예, 방화벽)



시스코 통합 보안 플랫폼 Secu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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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프라

SIEM/SOARIdentity

3rd Party/ITSM Intelligence

시스코 보안

ApplicationsCloud

Network Endpoint

운영팀

ITOpsSecOps NetOps

Investigation
Remediation

Managed
Policy

Orchestration
Automation

Detection
Analytics

통합된 가시성 제공



더 나은 협업을 위해 승인 작업으로
워크플로우 자동화

SecureX 에서 사고조사를 빠르게 수행
SecureX Threat Response

한 화면에서 글로벌 인텔 및 로컬
컨텍스트 집계 및 쿼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호스트를
격리하고 대상 또는 파일을 차단

고객의 환경 전반에 걸쳐 위협 영향도
시각화 제공



일정 또는 이메일 이벤트와 같은 외부
이벤트에 따라 작업 자동화

SecureX 오케스트레이션
워크플로우를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API-First’ 디자인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자동화 및 Action 
수행 (고성능, 확정성 및 보안)

시각적 워크플로우 기반의 직관적인
드래그-드롭 UI



데모

• 악성 도메인에 대한 세부 조
사

• 조사되는 도메인과 내부 시스
템과의 연관성을 통한 가시성
확보

• SecureX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한 자동화



Observability



왜, Observability가 필요할까요?

단말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뷰를 통한 가시성 제공

App 
performance

Path Visualization

ThousandEyes – 인터넷 &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상관 관계를 통한 분석 정보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Remote 
worker 
experience

Internet and WAN 
health

BGP route 
monitoring



모든 포인트에서 성능 정보 수집!

Enterprise 
Agents

Endpoint 
AgentsCloud 

Agents

Internet

SASE

Branch

O365

Home

Data Center

HQ



서비스 응답시간이 증가 (느려지고 있음)1

네트워크 Latency의 영향으로 확인2

SasS 사업자 내 경로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3

멀티레이어 상관 분석

Office 365 HTTP Response Time from LJ Office

Office 365 Network Latency from LJ Office

Umbrella Network Latency from LJ Office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문제 포인트를 확인

Local network Internet InternetUmbrella SaaS provider network

Service degradation due to 

a network path change in 
SaaS provider network



직관적인 경로 다이어그램을 통해 문제 포인트 확인

Local network Internet InternetUmbrella SaaS provider network

• 데이터와 품질 정보를 표현하는 16개 그룹

• 모든 성능 정보를 통합하여 표현

• 단위 경로, 통합 뷰 등 다양한 옵션

• 다양한 성능 값을 기반으로 한 문제 표현



SD-WAN Underlay Monitoring

Fabric의 오버레이 경로 성능 이슈가 발생 시, 실제 언더레이 경로의 성능 분석을 통해 원인 확인

Overlay Path Visualization

Underlay Path Visualization

터널상의 네트워크 응
답시간 지연 발생

특정 언더레이 경로의
링크 이슈로

터널 성능 지연



Summary



SASE가 중요한 이유

O
b

se
rv

a
b

ility

EXPERIENCE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 경험

Any where

Any application

Any time

N
e
tw

o
rk

in
g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위한

유연한 연결

PROTECT

S
e
c
u
rity

빠르게 지능화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Coverged

Flexible

Simple

Building Blocks



믿음직한 Cisco SASE

Companies trust Cisco’s industry-leading SASE architecture to bridge 
their network and security outcomes, remove the barriers to entry to 
cloud, and accelerate business results

43%
Operational
hours saved

$M+
Annual 
operational 
cost avoidance

50%
IncreasedFTE
productivity

Customer

satisfaction

Cisco IT is leveraging SASE to empower our employees as we move to an inclusive 

hybrid world. SASE allows them to work from anywhere, securely and
with consistentuser
experience.”

IT Manager, Cisco IT

Actual results from Cisco
implementation

시스코는 검증된 네트워킹 & 시큐리티 리더 입니다.

#1 in SD-
WAN
marketshare

Protect 100%
of the Fortune100

#1 in
cybersecurity
marketshare

3x larger
partner 
ecosystem than 
competitors

Efficacy Leader

AVTEST
Umbrella Websec

2019, 2020

Leader

Zero Trust 
eXtended Ecosystem

Forrester Wave

2020

Winner

Cloud Computing 
Product of the Year  

ThousandEyes

2021

Visionary

Endpoint
Security  

Magic Quadrant

2020

Winner

CRN Tech 
Innovators 
SASE

2020

Leader

WAN Edge 
Magic Quadrant

2020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22년 몰스킨 다이어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설문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랩을 통한 상세한 데모와

SASE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객 맞춤형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AM 또는 상담 신청을 통해 메세지 남겨주세요.



시스코 S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