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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의 변화

외부 접속자

개인 단말을
사용한 접속

IoT 디바이스

Hybrid infrastructure

Cloud infrastructure

Cloud applications

Evolving

perimeter

다양한 환경의 네트워크 접속 환경 변화



Legacy

On-Premise와 함께 Hub & Spoke 
방식의 중앙 집중화된 아키텍쳐

Today & Future

Edge에서 Cloud와 연계된
네트워크, Security 기능 제공

하이브리드 업무로의 아키텍처의 변화



하이브리드 근무의 새로운 보안 위협
DIA(Direct Internet Access) 트래픽에 대한 보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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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협

• 신뢰할 수 없는 접근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

• 컴플라이언스 (PCI, HIPPA, GDPR)

• 침해 후 내부간 전파 (Lateral 
Movements)

내부 위협

• 비업무 및 유해 사이트 접속

• 랜섬웨어 및 피싱 공격의 노출

• 미허용 App 이용에 따른 피해

• 데이터 침해

• 게스트 사용자 접근 책임

Critical 
Infrastructure



다양한 접속 환경에 따른 요구 사항
네트워크 접속 환경 변화에 필요한 Zero Trust

ID/PW 검증만이 아닌
사용자 기반의 접근통제

검증된, 안전한
단말 접속

모든 접속에 대한
세부 정책 적용

WITH WITH WITH

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접속 단말의 상태 검증 및
정책에 따른 접근 제어

접속 단말의 위치 및 권한에
따른 정책 적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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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느 사용자의 단말이 문제가 있는지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Dashboard가 필요합니다

피싱 메일 공격에 따른 랜섬웨어 감염이 걱정입니다.

사용자가 클릭하는 링크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C&C통신 차단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격 작업자를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종종 VPN을 우회하고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환경의 보안 고민
본사의 보안 환경과 유사하게 원격근무자들의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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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디에서나
어플리케이션연결

…끊임없이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의보호

SaaS로 제공되는
강력한보안솔루션이필요합니다.

…쉽고안정적인
근무환경제공

새로운 보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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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보안 문제점 해결책
DNS + Zero Trust + Email + End Point 기반의 보안

DUO

Umbrella

AMP

Cisco

Email
(On-Prem / Cloud)

Zero trust

DNS 보안

EDR

Email 보안

•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를 이용한 사용자 검증
• 접속 단말의 접속 위치, OS 패치 등의 필수 접근 조건 검증
• 단말 보안 상태 별, 유저 권한 별, 어플리케이션 별 세부적인

접근 권한 설정
• EDR과의 연동을 통한 악성파일 관리
• SSO(Single Sign On)을 통한 사용자 편리성 제공
• VPNLess 기반의 심플한 구성

• 취약점 발생 단말 사내 접근 및 감염 확산 차단
• Unknown 파일 분석
• 이상 행위 모니터링 및 관리 Dashboard 제공

• 피싱 메일 차단
• 첨부 된 Unknown 파일 및 URL 링크 분석 및 차단
• 파일 평판 및 행동 탐지 분석
• Malware & Anti Spoofing 

• DIA(Direct Internet Access) 트래픽 관리
• 피싱 사이트 및 비업무 사이트 접속 차단
• C&C 콜백 통신 차단
•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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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Feature
인터넷 환경이라면 어디든 필요한 보안 솔루션

인터넷 접속
순간부터 위협 차단

DNS-layer
security

Cisco Umbrella

DNS 라이센스

Web Traffic에 대한
URL 가시성/제어

FW, IPS 기반의 위협
차단

Cloud 환경의 App
모니터링 및 제어

Cloud-delivered
firewall (w/ IPS)

Secure web
gateway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Web Traffic에 대한
URL 가시성/제어

FW, IPS 기반의 위협
차단

Cloud 환경의 App
모니터링 및 제어

Data
loss
prevention

Remote 
Browser
Isolation

Cloud 
malware 
detection

사고 조사 및 대응을
위한 실시간 위협 분석

Interactive 
threat 
intelligence

자동화된
작업으로 전체
보안 스택에
대한 가시성

SecureX

통합 보안
플랫폼

SIG 라이센스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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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디바이스는,

내부망 / 외부망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HTTP/S) 접속 시

모두 DNS에서 시작

DNS Layer : 보안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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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몇 분의 설치만으로도
Cisco Umbrella

See
외부 네트워크 사용자라도,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의
완벽한 가시성 제공

Learn
사용자 인터넷 활동 패턴 학습을
통한 새로운 위협을 자동으로
발견 및 분석, 차단

Block
DNS 보안 기반의
랜섬웨어 차단



DNS-Layer 보안

DNS 보안이 없다면

안전한
요청

요청
차단

인터넷 접속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협 차단

인터넷 사이트, 베너, 이미지 등을 클릭 했을 때 피싱
사이트로 연결

감염된 PC가 사내 네트워크 접속 시 사내 파일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동료의 PC 등

랜섬웨어 확산

사내 중요 파일 유출뿐만 아니라 파일 암호화에 따른
상당한 금액 지불

사용자도 모로는 사이에 랜섬웨어 감염

금액 지불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안 위협 발생

DNS 보안이 있다면

인터넷을 연결하는 순간부터 Umbrella DNS
보안 서버를 경유해 가기 때문에 피싱 사이트

연결 차단

다른 경로를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단말이라도 C&C(Command and Control)

도메인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파일 암호화 방어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접속을 해도 동일한 보안

서비스 제공



DNS SWG

NAT

Internet/
SaaS

SD-WAN DEVICES ON NETWORK

CDFW

80/443

Port 21

Umbrella

DNS, CDFW, and 
SWG blocks

Multi Layer 기반의 차단 전략
Umbrella 하나로 원격 근무자들의 보안 해결

1차 방어
DNS 보안

악성 코드와 관련된 도메인을 먼저 확인

2차 방어
CDFW(Cloud Delivered Firewall) with IPS

3차 방어
SWG (Secure Web Gateway), DLP, CASB

샌드박싱을 통한 악성파일 검사 및 차단,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DLP 기능 지원

인텔리전스 조직인 Talos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방화벽 & IPS 정책 적용 및 모니터링

SSL 트래픽 분석을 포함한 모든 웹트래픽 분석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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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R
208.67.222.222

DFW
208.67.222.222

YVR
208.67.222.222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business uptime 
since 2006

100%
Anycast automatically 
re-routes to next 
fastest available 



몇 분만에 적용하는 엄브렐라

DNS

208.67.222.222

DNS 또는 DHCP 
서버에서 변경

기업 내부 디바이스
또는 무선 AP 에서 설정

Any device Any owner

단지 DNS 주소를
엄브렐라로 바꾸는 것만으로
쉽게 사용



엄브렐라 Virtual Appliance 를 통한 내부 네트워크 보호

Umbrella VA

YOUR 
NETWORK

Network egress IP
67.215.87.11

DNS server
10.1.1.1

내부 DNS 서버

Server IP
10.1.1.1

인터넷 게이트웨이

Appliance IP
10.1.1.2

DNS server
10.1.1.1

Internal domains
office.acme.com

엄브렐라 보안 정책
다음 IP 에 대해 보안 적용

10.1.1.3

Appliance IP
10.1.1.2

DNS server
10.1.1.1

Internal domains
office.acme.com

컴퓨터 IP
10.1.1.3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달

208.67.22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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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국내 대학교

• 많은 도메인 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4월12일 의 경우 14만건 보안 이벤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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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대형 병원

POC기간임으로사용자의혼돈을최소화
하기위해최소정책설정

○ 업무망공인IP
항목 NAT IP

내부

○ 인터넷망공인IP
NAT IP

내부(보안)

내부

교수동

업무

업무동2

내부(GUEST)

Cisco Umbrella에서 처음
쿼리요청이 온 사이트로 아직 안정한 사이트로 인식을
하기 전 malware 등 악성사이트로 의심하여, 차단
※ 해당 정책은 사용자분 들이 실 사용하는 주소를 오탐하는

경우가 있어, 설정 해제함

업무망

462K

0

TOTAL 정상처리 차단

인터넷망

8K

95M462K 95M

○ DNS쿼리 총합P2P
uTorrent, BitTorrent

등사이트에서약 800개
쿼리확인

게임 Blizzard Entertainment
Nexon, Nintendo 등
사이트에서약 31만개

쿼리확인

익명게시판
1.1.1.1 App, Anonymize
등사이트에서약 3.6만개

쿼리확인

업무/인터넷망 카테고리별 차단 건수

망 업무망 인터넷망

회선
SP’s

교직원 합계
인터넷전용회선

목적 필수업무사이트 환자 학생/환자#2 유선 무선
TOTAL(차단 + 정상) 462,767 29,144,472 29,901,949 12,663,054 23,370,000 95,542,242 

차단 건 총합 - 3,553 3,156 514 1,232 8,455
차단 % 0% 0.012% 0.011% 0.004% 0.005% 0.009%

Command and Control - 1 - - 2 3

Cryptomining - 301 171 2 201 675

Malware - 3013 2857 403 827 7100

Malware, Newly Seen Domains - - - - 1 1

Malware, Phishing - 93 99 18 43 253

Newly Seen Domains - 130 21 82 111 344

Phishing - 15 8 9 4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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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의 안전한 액세스

Adaptive
MFA

인가/비인가 사용자
기반의 접속 관리

Device posture
and health

접속 단말의 보안 정책에
따른 상태 체크

Least privileged 
access

연동 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로그인시 인증

(Single Sign On)

Continuous 
verification

지속적인 보안 분석을 통한
안전한 접속 보장

Behavior 
analytics

비정상적인, 의심스러운
로그인/액세스 활동을 감지

및 보고

Every user. Every device. Every application.

Zero Trust - DUO
VPN의 ID/PW만으로는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PasswordLess

ID/PW없는 로그인
절차 제공

DNG(Duo 
Network 
Gateway

DNG를 통한
VPNLess 방식 제공

보안 사용자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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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Health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접속 전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 (Posture) 체크!

● OS 및 APP 이 최신인지?

● Disk Encryption 이 적용되어 있는지?

● 암호 및 잠금이 적용되어 있는지?

● 생체인증이 적용되어 있는지?

● 방화벽이 적용되어 있는지?

● Anti-Virus 가 동작되고 있는지?

Desktop

Mobile

Device Health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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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Endpoint
개인 디바이스 및 기업 관리 디바이스 구분과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어

Mobile : Duo Mobile App

Native: Cisco Meraki, AirWatch, 
MobileIron, Google G Suite, Sophos,
Microsoft AD, Ivanti (Landesk), AMP,
Jamf, 

Script based: Symantec Altiris, Chef, 
Microsoft SCCM, AirWatch, etc.

Alternative: Duo 의 인증서배포

<인증서 기반의 Trust Endpoint>

Sales

Engineering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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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Policy
단말 접속 위치 기반의 보안 정책 적용

• 허용되는 단말 인증의 방법

• 사용자 등록 상태

• 지리적인 위치 (Geolocation)

• IP Network Address / Range

• 미확인 네트워크/Tor 사용자 차단

• 기업에서 관리하는 장치/BYOD (Trusted endpoint)

• OS, browsers, Flash/Java

ü Software 종류

ü Out of Date / Up to Date

• Mobile security status 

ü 화면잠금, 생채인식, 암호화, 탈옥/변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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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Single Sign-On)
단 한번의 인증을 통해 모든 어플리케이션 접속, 보안 정책 확장

사용자브라우저

App #1 App #1 App #1

App #1 App #1

DUO DAG (SAML IDP)

SP (Cloud)

SP (On-Prem)

DUO Single Sign-On

DUO MFA



24

Continuous Inspection
Cisco Duo 와 AMP 가 함께 보다 강력한 보안 접속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시도

Cisco AMP 가
디바이스의 멀웨어
탐지를 실행

AMP가
Cisco Duo 에게
디바이스 감염 여부를
전송

Cisco Duo 가 해당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

AMP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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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Software define perimeter) 기반의 침해 사고 피해 최소화

DNG(DUO Network Gateway)
안전한 VPNLESS 방식을 통한 사용자 / 관리자 편의성 제공

Internet DMZ Internal 
Network

HTTPS
443 SAML

Perimeter Firewall

DAG
SAML 2.0

Identity Provider

Internal Firewall

Internal Web 
Applications

Company Intranet

Duo Network gateway

SSH/WEB
RDP

Tier 1
10.0.0.1-4

*.domain.local

192.0.0.1/24

Tier 2

Tier 3

Linux Shell, System CLI
Public Cloud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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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보안 문제점 해결책
DNS + Zero Trust + Email + End Point 기반의 보안

Zero trust

DNS 보안

EDR

DUO

Umbrella

AMP

Cisco

Email 보안

•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를 이용한 사용자 검증
• 접속 단말의 접속 위치, OS 패치 등의 필수 접근 조건 검증
• 단말 보안 상태 별, 유저 권한 별, 어플리케이션 별 세부적인

접근 권한 설정
• EDR과의 연동을 통한 악성파일 관리
• SSO(Single Sign On)을 통한 사용자 편리성 제공
• VPNLess 기반의 심플한 구성

• DIA(Direct Internet Access) 트래픽 관리
• 피싱 사이트 및 비업무 사이트 접속 차단
• C&C 콜백 통신 차단
•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

• 취약점 발생 단말 사내 접근 및 감염 확산 차단
• Unknown 파일 분석
• 이상 행위 모니터링 및 관리 Dashboard 제공

• 피싱 메일 차단
• 첨부 된 Unknown 파일 및 URL 링크 분석 및 차단
• 파일 평판 및 행동 탐지 분석
• Malware & Anti Spoofing 

Email
(On-Prem /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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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환경의 완벽한 아키텍쳐

Secure remote worker
• 사용자가 작업하는 모든 곳에서 앱

및 데이터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연결

• 인터넷 및 클라우드 앱에 대한 보안
액세스

• 연결을 설정하기 전에 사용자를
인증하고 장치 상태를 확인

Secure edge
• 모든 사무실 위치에서 공용 및 개인

앱에 대한 연결을 간소화

• 수천 명의 사용자 및 위치에 SD-
WAN 패브릭 프로비저닝

• 애플리케이션, DIA 에 대한 안전한
접속 제공Secure Access 

Service Edge

Internet /
SaaS / IaaS

Remote worker Campus/Branch, 
colocation and 

hosted data centers

SD-WAN 
fabric

S D - W A N

SD-WAN fabric
Telemetry

Integrated multi-
cloud access

Application 
SLA

Analytics /
automation

Middle-mile 
efficiency

SaaS
optimization

Secure web 
gateway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CASB)

Umbrella

Duo
Adaptive 

MFA

DNS 
security

Device posture
and health

Behavior 
analytics

Continuous 
verification

L7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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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완벽하게 다양한 업무 및 접근 통제 중입니다.

73,000+ 이상이 근무하는 시스코는..

Leader in Zero Trust Endpoints monitored

Customers recommend 
Duo

2600만개 이상

Countries covered

9억 번이상

98%
Net Promoter Score

70+
Monthly 

authentications

150여개 이상

Technology partners

Unique applications 
protected

50만개이상 100여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