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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WAN 트렌드

Notes: Managed by IDC's Quantitative Research Group
Source: Software-Defined WAN (SD-WAN) Survey, IDC,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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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requirements relating to web and internet applications
Complexity associated with interconnecting multiple transport types…

Need for better analytics and visibility into applications and resources…
Managing consistent user experience for on-site enterprise apps and…

In-house management of enterprise WAN networks
Cost-effectively delivering SaaS and other cloud services across the…

Growing annual costs to provide additional bandwidth
Audit and compliance related to the network

Management of connectivity at remote branch offices
Appliance sprawl at the WAN edge

Time to provision a new service to a site

인터넷 접속과 관련 된 보안 이슈

MPLS, T1/E1, xDSL, LTE등 다양한 전송 매체 수용

어플리케이션 등의 WAN과 클라우드 구간의 가시성 향상 필요

어플리케이션 품질 향상을 통한 비즈니스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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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Application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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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Users

Campus & Branch Users

Devices & Things

WAN

DC/Private Cloud

SaaS

IaaS

변화 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근무 환경

인터넷 접속
비지니스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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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의 SD-WAN은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계최고방화벽,�IPS,�
URL�필터링 기능을통합

Full-Stack Security

Branch | Colo 

Cisco�Umbrella를 통한
빠른설치와가시성

Cisco 
Umbrella

Simplified Cloud 
Security

사용자를위한가장빠른
경로식별(OnRamp)

Up to 40% 
Faster Office 365 

performance

단일화면에서 SD-WAN과보안을통합관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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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경로 선택을 통한 Office365 성능 개선 효과

Colocation

Gateway

Data Center

SaaS 솔루션을 40% 이상 속도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Users

Internet Internet

Branch/Campus



SD-WAN 
마켓과 Reference



SD-WAN 시장 규모 및 Market Share

Cisco
$637.7; +55.4% y/y



Global Reference



국내 Reference



회선과 라우팅 시장이 변하고 있다!!
SD-WAN



SDWAN
Value

동일한 비용으로 더욱 많은 회선 B/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운영과 구축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시성이 향상 됩니다.

지점을 위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전용선 + 인터넷 회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구현

“동일한 비용으로 더욱 많은 회선 B/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별 최적 경로를 선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Machine Learning - Predictive Analytics – 높은 가시성 제공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시성이 향상 됩니다.”



지점을 위한 통합 보안 및 망 분리 제공

“지점을 위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Why SD-WAN ?

수요자 중심의 시장 – 고객 중심

고객 Needs 

- Cloud, 속도가 느리다, 해외 전용선 비용
- URL 별 라우팅 등 다양한 요구 사항
- 지점별 보안 이슈 및 인터넷 트래픽 분리
- 트래픽 별 다양한 경로 설정
- 라우팅 운영 및 설정의 단순화

Multi Domain  (SDA + SD-WAN)

Customer Summit & TestDrive



Cisco SD-WAN Security
&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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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D-WAN Security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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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AN에 최적화 된 보안 솔루션 제공

엔터프라이즈급방화벽
Classification of +1400 layer 7 apps

침입방어(탐지)시스템(IPS)
Most widely deployed IPS engine in the 

world

URL-필터링
Web reputation score using 82+ web 

categories

클라우드 보안
Easy deployment of Cisco Umbrella

Cisco SD-WAN

Cisco 
Security

통합보안솔루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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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추가 된 시스코 네트워크, Secure SD-WAN

SaaS

Data Center/
Private Cloud

SD-WAN
+

Security

모바일사용자

다양한디바이스

캠퍼스/지사

IaaS

Firewall

IPS

URL Filtering

DNS Security

MFA (Duo)

SD-WAN에적용되는시스코 TALOS의 보안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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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C2 콜백
피싱

HQ

샌드박스

NGFW

프록시

NetFlow

AV AV

지점/지사

라우터/UTM

AV AV

로밍

AV

1차 방어선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DNS Layer의 장점

파일 실행 및 IP 연결 전

모든 디바이스 적용

모든 포트 적용

DNS Layer에서의 효과적인 보안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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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반에서구현

Umbrella의 기능: 

안전한 요청은 연결

사용자 또는 악성코드가 시작한
연결은 차단

위험한 URL에 대한 프록시 검사

안전한
요청

차단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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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Our view 
of the internet

180B
requests 
per day

17K
enterprise 
customers

90M
daily active 

users

160+
countrie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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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주요기능 #1 – C&C서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l TALOS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랜섬웨어, 크립토마이닝과 같은 악성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로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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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주요기능 #2 – URL 차단(White List & Black List)

l 성인물, 도박등 유해사이트 뿐만 아니라 회사 정책에 맞추어 지정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며, 권한별 접속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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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주요기능 #3 – 다양한 웹 사용보고서

l 사내 웹 사용자들의 위협 사이트 접속 통계는 물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내부의 숨겨진 디바이스등 다양한 리포트를

시스코 Umbrella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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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사이트에서효과를입증하고있습니다.

l 국내외 다수의 고객사에서 시스코 Umbrella의 높은 보안 강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0%
APT 공격탐지

(Advanced Persistent Threat)

82%
랜섬웨어탐지

77%
피싱사이트
차단

Across 200+ recent POVs:

653 C2 callbacks blocked 1150 malware requests b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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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터넷 접속을 위한 모든 보안 기능 제공 + SD-WAN과 통합 시너지

DNS-layer security

Web 
gateway

Cloud-delivered firewall

SaaS usage 
controls (CASB)

Correlated 
threat intel

Cisco
Umbrella

SD-WAN ON/OFF NETWORK DEVICES



안전한 사내망
구축을 위한
Secured SDA

김정민 부장
이재미 부장



단말의 다양성
IP 단말의 급증

Anyone,
Anywhere,

Anytime

업무 환경의 변화 복잡한 보안 정책과
사용자 서비스 관리의 어려움

(운영의 복잡성)



Software
Defined
Access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소프트하게

정의해준다!

Secured



Secure Fabric
Secure Segmentation

• Flexible User/Device Grouping
• Basic Segmentation
• Micro Segmentation

Simplified Provisioning
• Device Onboarding
• Automated Workflows
• Consistent Policy

Monitoring & Troubleshooting
• Easy Management
• Proactive Network Health Monitoring
• Contextual Analytics



Neighborhood
Building ManagementBadging 

Group
Facility
Group

Neighborhood
EmployeesFinance

Group
Sales
Group

NYC Campus 

L3 기반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그룹간 트래픽 분리

논리적인 망분리 (1st level segmentation)



그룹기반 세그멘테이션 (2nd level segmentation)



IT의 초점을 운영에서 비즈니스로

국내고객컨설팅분석결과 27%

Cisco SD-Access의 혜택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의 증가

가트너리포트기준 25%



고객사례 – KOOO 공공기관
Secured Software Defined Access

Pain Point

• 연구원 팀간 강화된 상호 보안 필요

• 년 단위 조직변경 시 보안 Policy 장비 전체 수작업
변경

• 퇴사 직원 Data 반출 이슈, 외주직원 접근 통제

Solution

• SD-Access (DNA-Center, ISE), Stealthwatch, Catalyst 
9000 Series

• Static IP 환경, 기존 국산 NAC 사용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IT 이노베이션은 SDN 환경이
되어야 하며, 향후 10년까지 쓸 수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
안정적인 시스코를 선택하였습니다.””

IT Team manager

연구원 A그룹연구원 B그룹

분리

IP변경없이, 보안 Policy
유지된 상태로 자유롭게 이동

기관내 건물A 건물B 건물C

외주직원
(Only Internet)

분리



고객사례 – H사 제조사
Secured  Smart Factory with SDA

Pain Point

• IoT 기기에 대한 가시성 없음

• 공장 간, 사무실 간 Seamless 한 네트웍 서비스 불가

:  사무실 내 Pad →공장 내 이동 시 번거로운 IT 
재작업

• 센서, 관리패드, 이동기기 등에 대한 사전 장애 예방 없음

Solution

• IoT 스위치(IE4010), SD-Access (DNA-Center, ISE) 
Catalyst 9000 Series

““여러 공장관리를 위해 임직원 Pad 유무선 이동환경이
되어야 하고, 공장 내 IoT와 연동하고, ML/AL 기반의
Intelligent 한 Smart Factory가 되어야 합니다.””

IT Team manager



고객사례 – S사 그룹
Secured multi-Segmentation SDA

““여러 계열사 임직원이 한 공간에서 각 계열사에 맞는
서비스를 쓰게 하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장비)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IT Planning Leader



412+/20+
SD-Access customers in production TODAY

Cisco IT Network Services

KOREA 5%



패브릭을 통한 네트워크 단순화
- L3 기반의건강한 네트워크

- 유,무선데이터 트래픽의 일관된 서비스

사용자기반 정책 관리
- 사용자 인증 또는 단말프로파일 기반 관리

- 그룹 및 단말타입에따른정책 적용

- 사용자 네트워크망 내의 보안 관리

DNA Center를 통한 자동화
- 심플한패브릭구성

- 일관된 네트워크 설정 적용

Secured SDA!
고민에불을밝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