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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caler Internet Access™

인터넷과 SaaS에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합니다.

Zscaler Internet Access는 클라우드에서 보안 스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보안 웹 게이트웨이 

방식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복잡성을 제거합니다. Zscaler™는 보안을 전 세계에 분산된 클라우드로 

이동시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자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더욱 빠른 사용자 경험을 

선사합니다. 기업에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무실이나 사용자에게 보안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와 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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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wall/IPS

• Web/URL Filter

• Anti-virus

• DLP Inspection

• SSL Interception

• Sandbox Analysis

90년대 인터넷 게이트웨이 설계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보안을 제공하면 배포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가 복잡해 사용자 환경이 더욱 

열악해집니다.

새로운 무게 중심

애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기존의 게이트웨이를 통하도록

계속 강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규모의 어플라이언스 투자에도 불구하고 위협 노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설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어떨까요? 기존의 경계는 해체되고

인터넷이 기업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터넷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백홀 및 계층화 된

어플라이언스는

사용자 환경을

방해합니다.

느림 게이트웨이로 인해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때 클라우드와의

직접 연결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 몰락

이전에는 업무의 중심이 데이터센터에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센터에 있었을 때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

spoke)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사의 트래픽을 백홀(backhaul)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트래픽 패턴이 인터넷으로 전환되면서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를 위해 다단계의 보안 어플라이언스 스택으로 보안 게이트웨이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이트웨이는 또한 여러 지역을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업무의 중심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사용자 트래픽은 종종 보안 경계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클라우드로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오늘날 더 복잡해진 위협요소로 인해 새로운 보안 어플라이언스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쉴새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복잡성과 관련 비용의 증가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현재 시대의 요구에 뒤떨어지는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와 모빌리티로 인한 기존 보안의 한계점



Zscaler Internet Access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안전한 인터넷 및 웹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진입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Zscaler를 인터넷 연결에서 다음 홉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라우터 

터널(GRE 또는 IPSec)을 가장 가까운 Zscaler 데이터센터로 설정하면 되고, 모바일 사용자라면 트래픽이 Zscaler의 경량Zscaler 

Client Connector(구 Zscaler App/Z App) 또는 PAC 파일을 통해 가까운 Zscaler 데이터센터로 전달됩니다. 밀라노의 카페, 

홍콩의 호텔 또는 사무실 등 사용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 연결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Zscaler Internet Access는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에 위치하여 여러 보안 기술에 걸쳐, 심지어 SSL 내에서도 트래픽 인라인의 

바이트를 모두 검사합니다. 따라서 웹이나 인터넷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loud Firewall, Cloud 

IPS, Cloud Sandbox, Cloud DLP, CASB 및 Cloud Browser Isolation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지금 필요 한 

서비스로 시작하고 향후 요구가 증가할 경우 다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Zscaler 클라우드로 향하게만 하십시오. 사무실에서는 에지 라우터에서 터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라면 

Zscaler Client Connector 또는 PAC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scaler Internet Access : 안전한 인터넷 웹 게이트웨이 서비스로

이 모든 기능은 Zscaler의 글로벌 멀티-테넌트(Multi-tenant)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피크 시간대에 하루 1200

억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건이 넘는 관련 특허에 기반한 Zscaler 플랫폼은 처음부터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과 규모를 

자랑하는 진정한 분산형 멀티-테넌트 클라우드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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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Native SSL)

IPS/Adv. Protection

Cloud Sandbox

DNS Security

• 글로벌 정책 엔진
• 실시간 분석

ID 공급자

SIEM 로깅

위협 예방 데이터 보호접근 통제

Cloud Firewall

URL Filtering

Bandwidth Control

DNS Resolution

Cloud DLP w/EDM

CASB

CSPM

Cloud Browser Isolation

HQ/IoT 데이터센터

GRE/IPsec
클라이언트 커넥터
또는 PAC파일

Default route to Internet
Block the bad, protect the good

안전한 인터넷 및 웹 게이트웨이를 서비스로 제공
Zscaler Internet Access는 SSL에서도 모든 포트와 프로토콜을 

검사하는 완벽하게 통합된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트래픽을 Zscaler 클라우드로 향하게만 하십시오. 사무실에서는 
에지 라우터에서 터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라면 
Zscaler Client Connector 또는 PAC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scaler Internet Service가 특별한 이유

FULL INLINE 콘텐츠/SSL 검사

성능 타협 없이 ‘모든’ 트래픽을 검사합니다. 특허 받은 ByteScan™

엔진은 검사하기 까다로운 SSL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바이트를 검사하며, 여기에는 마이크로 세컨드(ms) 

수준의 지연만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효과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귀하를 위해 일합니다. 클라우드에서 감지된 

모든 위협은 모든 고객에게 즉시 적용되어 차단됩니다.

또한 Zscaler는 매일 17.5만 건 이상의 고유한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간 으로 제공합니다.

20만 건의 일일 위협 업데이트

이제 여러 창을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라이언스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훨씬 뛰어넘는 자동 업데이트를 확보하십시오.

60개 이상의 업계 위협 피드

오픈 소스, 상업용 및 개인용 소스에서 60개가 넘는 써드파티 위협

피드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위협을 찾고 차단합니다.

© 2021 Zscaler,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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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native SSL)

대규모 SSL 트래픽에 대해

전체적이고 제한 없는 검사를

수행하여 숨어있는 위협을

찾아 냅니다.

© 2021 Zscaler, Inc. All rights reserved.

위협 예방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전 세계에 분산된 보안 클라우드 - 특허 기술에 기반한 구동

Zero Trust Exchange의 맞춤형 통합 보안 서비스

IPS & Advanced Protection

브라우저 익스플로잇, 스크립트

등의 악성 웹 콘텐츠로부터

완벽한 위협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봇넷과 멀웨어 콜백을

식별하여 차단합니다.

Cloud Sandbox

알려지지 않은 파일의 악의적인

동작을 분석하여 제로데이 공격

을 차단하며,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DNS security

완벽한 콘텐츠 검사를 위해,

의심스러운 명령-제어 연결을

식별하여 Zscaler 위협 탐지

엔진으로 라우팅합니다.

Zscaler Internet Access

Cloud Firewall

모든 포트와 프로토콜에

완벽한 DPI 및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앱과 사용자

인식이 가능합니다.

Cloud DLP with EDM

모든 사용자와 SSL 내부에서

DLP를 손쉽게 확장합니다.

EDM(Exact Data Match)을

통해 구조화된 데이터를

핑거프린팅하여

탐지 능력을 개선합니다.

SSMA™

모든 보안 엔진 실행 시 각

콘텐츠를 마이크로 세컨드

수준의 낮은 지연으로 스캔

ByteScan™

각 아웃바운드/인바운드

바이트를 스캔

(SSL 스캔 기본 탑재)

PageRisk™

각 웹 페이지 요소

 위험을 동적으로 계산 

NanoLog™

실시간 글로벌 통합

로그를 통해 로그를

50분의 1로 압축

PolicyNow™

네트워크 안팎에서

사용자에게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고

대역외 CASB로 SaaS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Inline CASB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클라우드 앱을 검색 및

제어합니다.

CSPM(Cloud Security

PostureManagement)

데이터 보호를 AWS,

Azure 및 SaaS로 확장합니다. 

앱 구성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완화하며, 규정 준수 보고 및 

위반 교정 조치를 제공합니다.

Cloud Browser Isolation

데이터 보호를 AWS,

최종 사용자 장치에서

브라우징 활동을 분리하여

위험한 웹 콘텐츠에 대한 노출 및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Cloud Firewall

모든 포트와 프로토콜에

완벽한 DPI 및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앱과 사용자

인식이 가능합니다.

Bandwidth Control

대역폭 정책을 적용하여

비업무성 트래픽보다 비즈니스

크리티컬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DNS Filtering

알려진 악의적 대상 URL에

대한 DNS 요청을 제어하고

차단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조직에서 사용자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WAN 구간 

혼잡이 커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세션이 기존 방화벽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Zscaler 덕분에 650개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업무성 또는 중요도가 낮은 트래픽보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트래픽에 높은 우선순위를 손쉽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사례: 수백 개 지역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배포

편리한 구독 에디션 또는 개별 에디션을 제공하므로 인터넷 및 SaaS 액세스를 위한 완벽한 보안이 가능합니다.

Zscaler Internet Access Editions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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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ANSFORMATION ELA

Visibility & Alerting
Full prevention & data

classification

All apps + 10 TB retro
scan

Visibility & alerting

1 app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1 app + 1TB retro scan

Full SSL Inspection

Secure Web Gateway

URL Filtering

Cloud Application Visibility & Control

In-line Malware Prevention

Data Loss Prevention (DLP)

Out-of-Band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CASB)

Standard Digital Experience Monitoring

Cloud-gen Firewall & IPS

Cloud-gen Sandbox

Cloud-to-Cloud Log Streaming for SIEMs 

SaaS Security Posture Management

Full Digital Experience Monitoring

Cloud Browser Isolation



Zscaler Cloud Security Platform은 2011년부터 매년 Gartner Magic Quadrant의 보안 웹 게이트웨이 리더로 선정되었 

습니다. Zscaler Internet Access를 통해 조직은 어플라이언스 비용과 복잡성 없이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Zscaler는 보안 스택을 클라우드로 이동하여 정책 기반 액세스와 인라인 보호를 통해 모든 사용자를 멀웨어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조직에서 로컬 브레이크아웃을 허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배포를 단순화하여 클라우드와 모빌리티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Zscaler에 데모 및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Zscaler Cloud Security Platform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완벽한 비전과 최고의 실행 능력

▶ SASE 기반의 Secure Web Gateway

▶ Zero Trust Exchange 보안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견인차 

클라우드에서 보안과 성능 더욱 향상

https://www.zscaler.com/gartner-magic-quadrant-secure-web-gateways-2020

Gartner는 Zscaler 를 Magic Quadrant 의 보안 웹 게이트웨이 유일한 리더로 선정하였습니다.

10년 연속

DATA SHEET

192개 국 2200곳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35만 명 이상의 직원이

Zscaler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프레데릭 얀센(Frederik Janssen),

지멘스(Siemens) IT 인프라 글로벌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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