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Zscaler, Inc. All rights reserved

SSE 솔루션 선택시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Security Service Edge(SSE) 구축

By:

Sanjit Ganguli
VP Transformation Strategy/Field CTO, Zscaler

Nathan Howe
VP Emerging Technology & 5G, Zscaler

Sponsored by:



©2022 Zscaler,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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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그림 1: Secure Access Service Edge (SASE) 프레임워크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SSE를 포함합니다.

SASE는 요청 엔터티와 정책이 시행되는 보안 에지의 전용 연결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urity Service Edge (SSE)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 (SASE)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정책 결정 및 

시행에 대한 Gartner의 사양입니다. SSE는 통합, 단순화, 클라우드를 통해 전달되는 보안과 연결성을 약속합니다.

아키텍처적 단순함은 항상 기업에게는 유익한 요소이며 특히 그 단순함이 기술적 부담을 덜어주고 비즈니스를 가속화 할 때 더욱 유익합니다. 하

지만 많은 조직에서 보안은 불편한 요소이자 병목현상을 야기하고 신속함을 제한하는 방해물이자 비즈니스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추어집니

다. SSE는 이러한 편견을 정면 돌파합니다. SSE 환경 내에서 보안은 비즈니스적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써 보호와 제어를 제공합니다. 

추가 배경 설명: 2019년도에 도입된 SASE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와 모빌리티의 도입으로 가능해진 기업의 디지털화 여정을 이끌기 위해 소개 

되었습니다. SASE는 네트워크 액세스와 보안을 융합하며 (고도로 분산화된) 클라우드 에지로 이 두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림 1 참조). 이러

한 점에서 SASE는 보안을 분산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연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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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다양한 무선통신망 및 무선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 라우팅 솔루션이 할당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트래픽에 대한 보안 통제를 요구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 트래픽을 보호할 때 사용자가 연결하는 Edge 및 네트워크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SE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SE Overview SSE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사이버보안 기업들은 빠르게 SASE의 추세를 따랐습니다. 일부 마케터들은 SASE의 “액세스(Access)” 용어를 이용해서 자신들은 SASE를 준

수하는 것처럼 (혹은 경쟁자들이 SASE를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솔루션은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므로 SASE이며    

네트워크 루트가 없는 타 솔루션은 SASE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 2: 모바일 및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Edge에서 정책 기반의 검증된 엔터티 간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SE는 모든 방화벽과 VPN을 무력화하며 성능 저하 없이 Edge에 위치한 사용자에게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SE는 기업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SASE 서비스의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SSE는 올바른 사용자 (또는 업무)가 기업의 IT 통제 하에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서비스는 IaaS나 PaaS,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작업이나 

LinkedIn 및 YouTube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근은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ZTA) 제어에 따라 허가되어야 하며 관련 내

용을 피해야 할 두 번째 함정 에서 더 상세히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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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 Overview SSE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5.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SE 솔루션 제공자는 일관된 정책,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신속한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에 구애 받지 않는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능과 가용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SSE 솔루션은 유비쿼터스 보호 및 가용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림 2 참조). SASE와 달리 SSE의 경우 

연결 및 액세스 기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SSE는 모든 네트워크에서의 작동 및 서비스의 위치와 무관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모든 서비스에 대

한 제어를 전제합니다. 

이상적인 SASE는 연결성과 보호를 모두 갖출 것이지만 기업 환경에서 이는 최종 사용자 직원에게 이 내용이 투명하게 소통되어야 가능합니다. 

연결성은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연결,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 워크로드 간의 연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연결에서 직접적입니다. 사용

자들은 “작업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바로 일을 시작하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통합적인 이상은 레거시 네트워크와 보안 인프라에 의존하는 기업 환경에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아키텍처 모델에서는 보안이 집중되

었으며 데이터 트래픽은 위치(예: 원격 및 지점), 소스(예: 사용자, 앱, 작업량), 대상(예: 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과 무관하게 기업 네트워크

를 통해 하드웨어 기반 보안 제어의 물리적 위치에 연결되고 라우팅되어야만 했습니다.

SSE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치:

SSE 적용은 상당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수용만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어:

SSE는 제로로 시작합니다. SSE는 모든 개인, 기기, 워크로드, 네트워크 및 에지를 검증합니다. 올바른 식별과 행동 분석을 통한 

context 페어링 없이는 액세스가 허가되지 않아 기업이 누가/무엇이 기업의 어느 서비스를 액세스하는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직접적인 연결성:

SSE 정책 시행은 원래의 엔터티와 대상 서비스 사이에 인라인으로 존재합니다. 액세스 결정은 네트워크 수준이 아니라 애플리

케이션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보안:

어떤 엔터티가 어느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은 최소 권한으로 정의됩니다. 사용자, 기기, 워크로드 등은 연결을 

허가 받은 대상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결은 허가되지 않으며 다른 액세스는 금지됩니다. 

전세계적 적용:

SSE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어 그 어떤 엔터티가 되었든 정책, 인사이트 엔진, 외부 학습 (위협 모니터링, 디셉션 등)에 의해 제

공된 맥락을 기반으로 액세스 경로에 제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세계적인 적용은 기업의 요건에 맞게 확장될 수 있

어야 합니다.

포괄성:

SSE는 심도있고 폭넓게 트래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인라인(in-line) 평가를 제공합니다. SSE는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기업 자산을 보호하고 (클라우드 등),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며, 인라인 제어를 보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솔루션

은 클라우드 서비스 내의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함:

SSE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attack surface) 제거해 기업 자산에 대해 원치 않은 액세스 및 노출을 방지합니다. 접근

할 수 없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

SSE는 어디서든 기업 전체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SSE는 유연한 사용자 기반을 보호하고 연결하는 동시에 워크로드, 사

물 및 시스템을 제어력을 잃지 않고 이동, 재배치 및 변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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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 Overview SSE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SSE는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으로 기업을 보호해 기업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솔루션이 똑같이 만

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SSE를 도입하고자 하는 IT 리더들은 여러 솔루션을 검토해 조직의 보안을 단순화할 수 있는 올

바른 솔루션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업이 SSE를 도입하는 디지털전환을 하기까지는 일곱 가지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IT 리더들은 올바른 서

비스, 아키텍처, 기능을 선택해 SSE가 제공하는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네트워크에 앵커링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구식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제

한합니다.

함정 #1

성능과 가용성에 따라 확장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검증된

실적이 없는 SSE 솔루션 선택 

함정 #4

유연성, 확장가능성, 다양성을 갖춘

배포 및 관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범용” SSE 솔루션 선택 

함정 #3

고급 위협 보호 및 고급 DLP를

약속하지만 대규모 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함정 #6

타사 벤더 에코시스템과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이 제한된

SSE 솔루션 선택

함정 #2

Zero Trust Architecture를 구현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함정 #5

애플리케이션 연결 최적화 및 UX 저하 

진단을 지원하지 않고 평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SSE 솔루션 선택

함정 #7

운영 환경 파일럿에서 쉽게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본 문서는 누가 유념해야 하는가?

SSE로의 전환은 단순히 보안 혁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며 보안 설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본 e-book의 지침은 보안 설계자, 네트워크 설계자, 엔터프라이즈 설계자, 클라우드 설계자, 애플리케이션 설계자가

모두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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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가용성에 따라 확장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검증된 실적이 없는 SSE 선택
#1
함정

SLA-기반 성과, 가용성, 처리량, 기능을 자랑하는 다양하고도 글로벌한 대중 서비스 정책 집행 에지를 제공하며 고객 로케이션의 로컬 정책 

집행을 지원 

최고의 회복력, 인프라, 지리적 다양성, 기능적 역량 및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SSE로써 대상 관리형 클라우드 또는 

DC 공급자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서비스가 아닌 통신사 중립 데이터 센터에서 인라인 방식으로 SSE 서비스를 제공 

고객 리뷰, 이력, 제3자 인증 및 외부 오픈 소스 데이터로 증명되었으며 투명한 규모, 성장 및 서비스 제공을 갖춘 SSE

(hftps://www.peeringdb.com/org/12297).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 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수십억 개의 거래를 위한 멀티 테넌트, SSE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은 단순한 컴퓨팅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

니다. SSE 솔루션은 보호, 연결성, 기업 지원을 필요로 하며 SSE 서비스를 조직 전체에 일관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SSE 솔루션은 글로벌하게 분산된 서비스를 통해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키텍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식은 프록시 기

반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상태에 연결되지 않은 프록시 서비스는 SSE의 올바른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로의 전달에 집중해 추가적인 플랫폼 없이

도 대규모 점검 등의 방식으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합니다 (함정 #3 참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효과적인 프록시 아키텍처는 상당한 R&D를 필요로 하며 다년간의 조정을 거쳐야만 현대 기업의 규모적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SSE 솔루션은 대규모의 프록시 아키텍처를 갖춘 대규모 배포 경험을 갖출 것입니다. 

SSE 서비스는 기업의 모든 데이터 전송 기능을 보호하는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노드의 수뿐만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SLA 보장 사이트를 갖추어야 합니다. SSE 공급자는 불량 피어 및 기타 이유로 해당 지역의 SLA를 보장할 수 없다면 공개 PoP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SSE를 도입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벤더와 기업 보안, 연결성, 제어에 대한 책임을 통합하고, 활성화하고, 공유함을 의미합니다. 이 공유 모

델은 기업의 사용자, 워크로드, 서비스, 지점에 대한 보호와 연결성을 제공하는 수단을 단순화함을 의미합니다. SSE 제공자는 분명히 정의되고 

증명된 SL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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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1 성과와 가용성을 계측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한 적이 없는 SSE 선택

그림 3 (흔히 온램프 서비스라고 함)과 같이 중앙 컴퓨팅 클라우드 내에서 보안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입력 게이트웨이

가 있는 솔루션은 분산된 입력 에지에 의존하지만 정책 제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처리하므로 원치 않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여 사용자 환경이 저하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연결되면 대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통신사 중립 데이터 센터 내의 매우 효과적

인 피어링을 갖춘 SSE 솔루션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그리고/또는 대상의 위치와 무관하게 소스와 대상 사이에 인라인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SSE 벤더는 완전하고, 규모가 크며,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추어야 합니다. SLA 뿐만 아니라 SSE 플랫폼 역시 확장가능성, 안정성, 

가용성, 지리적 배포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내역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존 고객과 대화해 지스케일러 서비스 사용 경험에 대해 알

아보세요. 

일관적 에지 정책 적용

SSE 벤더의 서비스 에지는 효과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래픽을 중앙 집행 인프라로 라우팅하거나 “온램프(on-ramp)”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대규모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에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매우 효과적이고 지연 시간이 짧은 

서비스 제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림 3: 인라인 SSE 서비스(좌측)는 인라인으로 트래픽에 보안제어를 적용합니다. 온램프 보안 제어(우측)는 에지에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제공해 중앙 클라우드 컴퓨팅 호스트 제어를 통해 지연 및 비효율성을 추가하고 저하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8.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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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1 성과와 가용성을 계측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한 적이 없는 SSE 선택

캐리어 중립 데이터 센터 내의 중요한 피어링 위치에서 호스팅되어 소스와 대상 사이 간의 대기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SSE 벤더를 평가할 때 

피어링 DB 및 파트너 배포 등 공개된 통계치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함정 #6에서 파트너 인테그레이션 세부사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효한 SLA로 지원합니다. 기업 기능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벤더가 SLA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로컬 조건에 따라 온프레미스나 에지 컴퓨팅 노드 등 더 세밀한 배포 조건을 필요로 할 때 고객별 기반으로 배포합니다

(함정 #4에서 더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리량 증가의 과거 경로를 보여줍니다.

가용성과 중복성을 위해 active-active모드로 배포된 내고장성을 전달합니다. (벤더는 지속적인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퍼블릭 서비스 에지

를 모니터링하고 유지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추구해 고객 트래픽이 인프라 내의 다른 요소로 연결되지 않으며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모든 에지에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대한 균일한 제어를 제공하고 원격 에지에서 중앙 위치로 트래픽을 라우팅하거나 "온 램프(on-ramp)"

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모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규모의 보호를 시행합니다.

벤더는 에지가 다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의 설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퍼블릭 에지. 대신 컴퓨팅 리소스를 

가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전

달합니다. 

각 에지의 기능 및 역량을 공유하지 않고 수백 개의 퍼블릭 에지

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가용성, 처리량, 회복력과 관련한 SLA가 없는 에지

멀티테넌시(multi-tenancy)가 없으며 트래픽을 다른 위치로 온

램프/라우팅하는 에지 서비스

대규모 고객 배포를 다루어 본 적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SSE 서

비스

서비스의 안정성 및 가용성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없는 서비스

주의 사항

글로벌/다양한 형태의 배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보장

합니다. 

SSE 서비스의 손실 또는 저하에 대한 SLA를 문서화하고 검증합니다

귀사와 유사한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많은 수의 고객을 상대로 배포

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개 도구 (예: PeeringDB)를 사용하여 각 PoP에 대해 검토 가능한 

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트래픽의 헤어핀 없이 모든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전달합니다. 

소스와 대상 사이에 인라인하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및 운영적/기능적 레질리언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결과

오늘날의 기업,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미래 목표를 위한 SSE 솔루

션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투자입니다. 

확장가능성은 단순히 메커니즘의 확장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 솔루션을 선택해 기업의 기능, 안정성,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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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Architecture를 구현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2
함정

위치/네트워크와 무관하게 맥락적으로 검증된 ID의 액세스를 허가합니다. 최소 권한 경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허가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SSE 제어를 통해 허가 받은 소스를 유효한 대상에만 연결해 기업은 위협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내부 전파 위험을 제거합

니다.

동적인 세션별 액세스를 연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방화벽, SD-WAN,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네트워

크 애그노스틱(network-agnostic) 오버레이로만 가동됩니다. 

기업 자산의 허가 받지 않은 소스에 대한 노출을 방지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모든 서비스에 올바른 제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모든 기업 통신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는 명시적인 허가 및 승인 없이 소스 (사용자, 제3자, 네트워크 등 포함)에서 대상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내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두 엔터티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논리적 네트워크 경로에 의존하여 소스를 대상에 연결

하는 공유 네트워크 컨텍스트로 인해 전통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림 4 는 이런 공유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SD-

WAN이나 방화벽이 있을 경우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그림 4: 액세스 허가 방식 - 구식 네트워크 보안 방식: 기업 네트워크에 사용자를 연결하는 방식은

에스코트 받지 않은 방문객이 본사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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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SSE는 워크로드에 대한 전사적 사용자 액세스 및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직원 이상으로 제반 제어를 

확장해 노출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내부 전파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세분화된 제어를 적용하여 그림 5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요청자가 세션별로 올바른 대상과 통신하도록 합

니다. 이런 규칙에는 소스 및 대상 엔터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자 기반과 함께 제로 트러스트 (및 SSE)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종종 ID가 할당되어 다양한 서비스와 차별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동등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개방된 상태

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네트워크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점은 기업의 안정성에 주요한 위험입니다. 

그림 5: 예전 네트워크 보안 방식에서의 액세스 불허 방식: 기업 네트워크 내에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은

에스코트 없이 방문객이 기업 내를 다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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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사용자 및 핵심 기업 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모든 기업 사용 사례를 검토해 모든 트래픽에 SSE 제어를 적용합니다. 

다음의 4가지를 검토해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림 6 참조):

연결의 시작

사용자/기기/네트워크의 신원 및 신뢰는 어떠한가요? 이 ID는 이 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다르게 하며 어떤 조건

하에 다른가요?

예시: HR팀의 Sarah는 클라우드 호스팅 HR 시스템과 내부 호스팅 비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Sarah의 

ID 및 기기 신뢰가 액세스를 허가 받은 이상 SSE 플랫폼에서 액세스를 허가합니다. 

정책 제어

어느 제어를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어에 대한 기준은 경로의 효과성, 개시자의 위험 및 신뢰, 요청 대상의 기능 

및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Pierre는 Salesforce에 액세스할 유효한 ID를 갖추고 있지만 회사는 Pierre가 데이터를 조회하되 다운로드하거

나 수정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SSE 솔루션은 Pierre에게 애플리케이션의 내용물을 조회할 액세스만을 허가합니다. 

연결 대상 

요청자는 어떠한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있습니까? 공개 SaaS인가요, 내부 워크로드인가요? 어떤 제어를 적용해야 할까

요? 액세스는 ID와 제어 정책의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유효한 사용자는 구체적인 클라우드 PaaS 서비스를 액세스할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

면 SSE는 워크로드를 점검해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용자는 유사한 신뢰를 가진 

내부 서비스를 논의해 추가적인 제어 없이 서비스 연결에 대한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연결 설정  

최종적으로 이전 입력, 워크로드, 네트워크 또는 에지 용량, 기업에서 정의한 정책 등에 대한 조건부 인사이트를 바탕으

로액세스를 설정합니다. SSE 솔루션은 변경된 위치 등 여러 변동사항을 파악해 최적의 적용 가능한 경로로 액세스를 부

여해야 합니다. 

예시: 소스, 제어, 대상이 검증되면 해당 세션에 대한 연결이 구축됩니다. 세션별 시행 종단 간 흐름은 그림 6에서 상세

히 다룹니다. 

12.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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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그림 6: 각 단계에서 정책 제어 및 적용을 보이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성

올바른 소스에 올바른 SSE 제어 적용하기 

SSE로 보호되는 서비스는 허가 받지 않은 소스에 노출되지 않아 사이버보안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 서버의 윈도우 패치 시스템으로의 연결을 불허합니다.

흐름에 대한 세밀한 가시성과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ip에서 ip가 아니라 액세스별 요청을 합니다. 

네트워크가 아니라 ID를 기반으로 한 액세스 통합은 네트워크 기능(및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SSE 솔루션 내의 연결 제어 정의는 올바른 소스가 올바른 SSE 솔루션을 통해 올바른 대상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SSE를 최소권한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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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사용자에서 워크로드 연결

워크로드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허가는 사용자 액세스로부터 네트워크 컨텍스트를 제거하며 동시에 사용자들이 액세스

하는 워크로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가치를 제공합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걸쳐 사용자를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YouTube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조직의 PR 팀에게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에코시스템이 사용자 기반에 노출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인벤토리를 더 많이 개발하고 격리된 OT 및 

R&D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와 같은 보다 세분화된 규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써드파티 액세스

써드파티 파트너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적용은 네트워크 연결의 위험 및 레거시 파트너 액세스로 노출된 공격면

을 제거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최소권한 제어는 신뢰할 수 없는 기기나 개인 기기로부터의 파트너 액세스를 구체적인 

앱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어하며 무엇에 접근하는지에 대해 더 큰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SSE 솔루션의 써드파티 제어는 액세스 제어에 대해 다수의 매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다

수의 ID 제공자의 승인된 클라이언트 액세스, 격리된 브라우저 전용 액세스, 혹은 제3자에게 제시된 렌더링 이미지에 대

한 완전한 액세스 격리 등의 옵션(BYOD와 같은 사용자 기기에 픽셀 스트리밍)이 제공됩니다. 

워크로드에서 워크로드

워크로드와 워크로드를 연결하는 제어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요쳥입니다. 일반적으로 Windows머

신은 Linux가 아닌 Windows 패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대상에 대해 액세스를 부여할지 분

류하는 것은 기업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워크로드 제어는 서비스를 소비할 유효한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워크로드가 PaaS 기반 IoT/OT 서비스

와 같은 공공자원을 소비할 경우, 보안 에지는 그 맥락을 검증하고 이해해 악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워크로드가 로컬한 프라이빗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에는 제로 트러스트 유효성 검사에 따라 ID승인 후 인라인 

SSE 제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에서 로케이션

기업의 액세스 및 제어가 진화하고 있다면 사이트 간 연결성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를 고민해보아도 좋습니다. 네트워크, 

사이트, VPC에 대한 서비스를 격리해야 합니다. 공용 네트워크로 특정 위치와 알려진 사이트 사이의 연결을 구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다른 로케이션 내의 유효한 워크로드에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

워크 link-layer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VPC, VLAN 등에 대한 app-to-app 연결성을 요청합니다.

다음 사용 방식 및 사용자 기반 제어를 제공하는 SSE 솔루션으로 모든 기업에 보호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참조):

제로 트러스트를 통한 SSE 단계적 전환:

14.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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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하지 않은 SSE 솔루션 선택

NIST Special Publication 800-207과 같이 제로 트러스트 아

키텍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SSE 서비스를 지양합니다. 

SSE 서비스가 사용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리소스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제어를 제공함을 확인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제어가 제로 액세스로 시작함을 확인합니다. 검증 

전까지는 그 어떤 기업 자산에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제어를 기업의 특

정 부분에만 국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방화벽이나 SD-WAN 기능이 아닙니다. 네트

워크와 독립적이며 네트워크 중립적입니다.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공급자로부터의 SSE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결함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SSE 벤더는 모든 기업 서비스를 보호하며 액세스를 허가하기 전에  

엔터티의 ID를 검증합니다. 그 외의 모든 엔터티는 차단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제하는 솔루션을 지양해야 하며 액세스는 어디

서든 네트워크와 무관해야 합니다. 

SSE 서비스는 사설 기업 서비스에 대해 공격면을 일체 허용하지 않

습니다. 

결과

기업과 기업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최소 권한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제로 트러스트가 기본 제어가 되

기 때문에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림 7: 기업 세분화를 위한 제안된 접근 방식. 제로 트러스트 구현의 일부로 제어, 학습, 추가 세분화 및 격리의 단계적 접근 허용

최근 예시로써, 보안 연구자들이 Log4j 제로데이 취약성을 발견했을 때, 취약한 Apache Java기반 로깅 유틸리티를 운영하는 모든 고객은 완전

한 원격 코드 실행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한다면 내부 앱이 인터넷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

다. 그렇게 된다면 공격자들은 내부 앱을 발견해 악용하지 못하고, 미래에도 Apache Log4j의 취약한 버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레거시 및 VPN과 방화벽과 같이 노출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앱에 액세

스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앱 및 앱간 마이크로 세분화를 통해 내부 전파 위험을 방지하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모두를 검사합니다.

VPN 자격 증명 도용을 통해 (MFA가 활성화되지 않은) 해커가 네트워크에서 내부 전파를 통해 민감 데이터에 액세스한 Colonial Pipeline 공격

도 유사했습니다. 허가 받은 사용자만이 네트워크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에만 연결하게 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사용자-앱 및 앱간 소통으

로 내부 전파 위험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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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위협 보호 및 고급 DLP를 약속하지만 대규모 암호

화된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3
함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의 트래픽에 대한 SSL/TLS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장 가능한 프록시 아키텍처가 필

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얻은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캡처하고 분석하여 암호화된 트래픽에 고급 위협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고급 

데이터 분류 정책을 적용합니다.

암호화 트래픽을 포함해 사용자, 사물, 워크로드 등으로부터의 모든 트래픽을 점검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SSE 벤더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모든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동급 최고의 고급 위

협 보호 및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솔루션의 기본 아키텍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 영역에서 SSE 벤더의 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프록시를 처음부터 클라

우드 네이티브로 구축한 SSE 벤더는 이 분야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터넷 트래픽이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85%로 추정됨) SSE 벤더는 트래픽을 대규모로 심도 있게 점검해 적합한 위협 보호 및 데

이터 손실 방어로 암호화된 채널이 제기하는 보안 위험의 급격한 증가에 맞서야 합니다. 대규모의 SSL/TLS 해독은 왜 중요할까요 (그림 8 참조)?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SSL/TLS 암호화는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기타 맬웨어와 같은 유해한 콘텐츠를 숨길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TLS 및 SSL 암호화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잘 알려지고 신뢰할 수 있는 SSL 및 TLS 사이트에 악성 콘텐츠를 주입합니다. 

SSL/TLS는 조직에서의 민감한 금융 관련 서류의 전송과 같은 데이터 유출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SSL/TLS는 법적 책임 클래스에 속하는 웹 사이트의 검색을 숨길 수 있습니다.

HTTPS를 사용해 온라인 서비스에서/서비스로부터 트래픽을 제어하고 점검하는 능력은 조직의 보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6.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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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협 보호 기능은 오픈 소스, 상용 및 개인 소스에 걸쳐 많은 업계 위협 피드를 활용하고

빈번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SSE 벤더의 아키텍처는 완벽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콘텐츠 분석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내 어디에서든 탐지된 위협

을 즉시 차단하는 중간자 SSL/TLS 프록시로 기능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위협행위자들은 조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툴, 기법, 절차를 개발해 Dropbox, Box, OneDrive, GDrive와 같은 잘 알려진 storage 서비스 제

공자를 악용해 악성 페이로드를 호스팅하게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유명한 벤더의 와일드카드 SSL/TLS 인증을 활용해 악성 페이로드를 전달하

며 이러한 페이로드는 제대로 탐지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악성 페이로드는(실행파일, 오피스문서 등)은 또한 그 목

표가 기본적인 fingerprinting 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SSE 벤더의 아키텍처는 이러한 SSL/TLS 암호화

된 연결에서 전체 페이로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탐지를 위해 이러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9 참조).

함정 #3 고급 위협 보호 및 고급 DLP를 약속하지만 대규모 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그림 8: 일부 벤더가 사용하는 pass-through 아키텍처는 대규모의 암호화 트래픽 점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치 검문소에서 위험한 물건이 짐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문하지 않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9: 올바른 SSE 벤더는 프록시 아키텍처를 사용해 완전한 SSL/TLS 검사를 제공하며,

이는 잠시 정지하고 검문을 받은 후에 검문소를 지나치는 차량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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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3 고급 위협 보호 및 고급 DLP를 약속하지만 대규모 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위협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규모에 맞는 검사를 통해 고급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SE 벤더는 데이터 분류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받

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 메커니즘으로 정규 표현식(regex)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모든 클라우드 데이터 채널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아 분류하는 것은 개인, 건강 및 기밀 데이터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 분류는 SSL/TLS 검사를 필요로 하며 다음과 같

은 고급 역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SSE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앱 사이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적용하기 위해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를 포함합니다. 암호화

된 트래픽을 인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는 SaaS 제공자의 API를 스캔하여 저장 데이터를 보호하는 "아

웃 오브 밴드" 또는 이동 중인 데이터를 스캔하는 "인라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인라인 검사는 데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앱에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고 승인되지 않은 장치에 다운로드되는 것을 방지하며, 악성 콘텐츠의 다운로드/업로드를 방지합니다. SSE 벤더는 또한 파일 유형 제어, 

위험 속성과 같은 방대한 클라우드 앱 정의를 기반으로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허용해야 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직의 민감 데이터는 널리 배포되고 있습니다. 상위 두 개의 데이터 유출 채널은 클라우드 데스

크톱 및 개인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수한 SSE 벤더는 악성 사용자가 중요한 데이터를 개인 Box, Dropbox 및 기타 클라우드 데스크톱에 

업로드할 때 완벽한 상황별 가시성과 적용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Gmail 및 Hotmail과 같은 허가받지 않은 웹메일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유출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매칭. SSE는 인덱스 템플릿을 사용해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기록을 파악합니다. 

문서 지문 날인. SSE는 문서보관소를 사용해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평가하며 완전히/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문서를 파악합니다. 

OCR (광학 문자 인식). SSE는 이미지 파일, 임베디드 이미지, 스크린샷, 수기로 작성한 글에 포함된 민감한 데이터를 감지해 모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추출 채널을 차단합니다. 

머신 러닝. 사전에 트레이닝된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민감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림 10: 내연기관을 개조해 전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레거시 아키텍처에 SSL/TLS 검사를 약속하는 벤더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18.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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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 벤더 간의 차별화가 명확해지는 측면 중 하나는 트래픽 수요에 따라 SSL/TLS 트래픽을 복호화하고 검사하는 능력이 탄력적으로 확장되며, 

성능에 대한 우려 없이 이런 수준의 검사를 제공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애초부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림 

10 참조).

SSE 벤더가 이를 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 패킷 검사에 대해 최소한의 지연을 유지하기 위해 벤더는 패킷이 메모리에 한 

번 저장되고 각각 전용 CPU 리소스를 갖춘 검사 서비스가 스캔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 패스 아키텍처(single pass architecture)를 활용해야 

합니다. 직렬화된 물리적/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사의 서비스 체인을 구성하는 벤더는 모든 홉(hop)에서 프로세싱 페널티를 유발하며 각 패킷

에 지연이 추가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상의 이점은 TLS 1.3과 같은 새로운 표준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여기서 진정한 프록시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한 

두 개의 개별적인 연결과 함께 인라인으로 있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체 전체를 재조합 및 검사할 수 있으므로 고급 위협 방지, 

DLP, 샌드박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LS 버전 및 암호 업그레이드가 클라우드 내에서 벤더에 의해 원활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정 하드웨어 기반 벤더는 새로운 암호화 지원의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어플라이언스 새로고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도입될 수 있는 잠재적 복잡성을 감안하여 인증서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자사 인증서를 활용하거나 귀사의 인증서를 활용하고, 

API를 통해 둘 사이의 교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여러 서비스 에지 사이에 자동적으로 복제해야 합니다.

함정 #3 고급 위협 보호 및 고급 DLP를 약속하지만 대규모 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규모 확장 문제가 있는 기존 NGFW에 SSL/TLS 검사 기능을 추가할지도 모르는 SSE 벤더를 주의하십시오.

이는 검사 기능이 있는 NGFW를 CSP 컴퓨팅 노드의 가상 인스턴스로 전환하는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SL/TLS를 검사하는 SSE 벤더의 역량을 평가할 때, 발생한 지연이 

용납 가능함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애석하게도 비-클라우드-네이티

브 아키텍처는 특히 TLS 1.2나 이전 버전을 사용할 때 상당한 성능저

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역시 우려사항일 수 있기 때문

에 규제적 제약과 벤더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SSE 벤더는 특정 데이터 유형을 쉽게 제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

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SSL/TLS 검사 역량을 기존 NGFW에 추가하는 SSE 벤더를 주의합

니다. 이는 검사 기능이 있는 NGFW를 CSP 컴퓨팅 노드의 가상 인

스턴스로 전환하는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역 외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 기능과 제한된 

인라인 트래픽 검사를 결합하는 벤더에도 유의하도록 합니다. 저장 데

이터 및 이동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SE 벤더의 인증서 관리 방식을 평가하고 인증서 고정 (pinning)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SSL/TLS 검사 적용은 다양한 이유로 기업에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SSE 벤더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하며 SSL/TLS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안내, 이해, 적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SSL/TLS 

검사는 보안보다 속도가 우선될 수 없기 때문에 SSE에서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가장 고도화된 위협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면서 대규모의 모든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SSL/TLS 검사

대규모 암호 해독을 위한 고유한 확장성 이점을 제공하는 하는 단일 

메모리 스캔 아키텍처

SSL/TLS 검사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와 과제를 고객에게 안내한 경험

결과

지연을 최소화한 SSL/TLS 검사는 클라우드의 강력한 기능을 활

용하여 민감 데이터를 식별하고 보호해 위협 차단 능력을 크게 향

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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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확장가능성, 다양성을 갖춘 배포 및 관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범용” SSE 솔루션 선택
#4
함정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노드, 온 프레미스를 포함해 사용자와 애플

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한 배포 모델을 제안합니다. 

관리형 및 비관리형 최종 사용자 장치 또는 사물 모두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동일한 사이버 위협 및 데이터 보호를 확장하여 동일한 클라우드 내 또는 여러 클라우드 간에 다른 모든 워크로드 간 통신을 보호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SSE 솔루션 평가자는 SSE 보호를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의 준비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양

한 배포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SSE 벤더는 퍼블릭 서비스 에지 및 프라이빗 서비스 에지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벤더의 퍼블릭 서비스 에지를 통해 SSE에 연결합니다. 퍼블릭 서비스 에지는 완전한 기능을 가진, 안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이며 통합 보안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 브로커입니다. 모든 트래픽을 양방향으로 점검해 맬웨어를 잡아내고 수백만 개의 동시에 일어

나는 세션에 대해 수십만 명의 동시간대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 컴플라이언스, 방화벽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어디 있

든 사용자는 어느 기기에서나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퍼블릭 서비스 에지로 트래픽을 보호하고 기업 정책을 적용하는 인터넷 

조직의 모범경영을 기반으로 한 액세스 및 재인증 정책을 기반으로 한 내부 애플리케이션

그림 11: SSE 벤더는 퍼블릭 및 프라이빗 서비스 에지 옵션을 둘 다 제공하며, 이 둘은 통제된 관리하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20.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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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과 이중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퍼블릭 서비스 에지에 상당한 내결함성 기능이 있고 액티브-액티브 모드로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더는 퍼블릭 서비스 에지를 모니터링하고 유지해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해야 합

니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 트래픽은 인프라 내의 다른 구성 요소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어

떠한 데이터도 디스크에 저장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퍼블릭 서비스 에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SSE 벤더가 프라이빗 서비스 에지 옵션을 제안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 

11 참조). 이 옵션은 퍼블릭 서비스 에지 아키텍처와 기능을 조직의 사옥이나 개인 위치로 확장하고 퍼블릭 서비스 에지와 동일한 중앙에서 제어

되는 정책을 활용합니다.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를 위해 프라이빗 서비스 에지를 조직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직의 트래픽에 할당될 수 있지만 조직이 손

댈 일이 거의 없게 SSE 벤더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배포 모드는 특정 지정학적 요건을 갖고 있거나 조직의 IP 주소를 소스 IP주

소로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조직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내부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의 경우 프라이빗 서비스 에지는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연결을 유사하게 관리하며 퍼블릭 서비스 에지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 서비스는 on-site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호스팅되지만 SSE 벤더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배포 모델은 four wall 내에

서 제로 트러스트를 허용하며, 이는 앱과 사용자가 같은 위치에 존재할 때 애플리케이션 지연을 감소시키기에 용이합니다. (퍼블릭 서비스 에지로 

이동할 경우 대기시간이 증가합니다). 이 옵션은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생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SSE 벤더는 기업 데이터 센터 및 로컬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 이미지를 배포해야 합니다.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SSE 벤더는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퍼블

릭/프라이빗 서비스 에지 사이에 안전하고 인증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업 데이터 센터의 표준 가상 머신(VM) 이미지 

또는 컨테이너화된 배포, VMware와 같은 로컬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또는 Amazon Web Services(AWS) EC2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

경 및 지원되는 Linux 배포에 설치되는 패키지와 같은 여러 폼 팩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정 #4 유연성, 확장가능성, 다양성을 갖춘 배포 및 관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범용” SSE 솔루션 선택

그림 12: SSE 벤더는 에이전트 및 VM을 통해 원격 사용자, 지점의 사용자, HQ의 사용자, 작업 부하와 통신하는

작업 부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포 및 관리 모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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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4 유연성, 확장가능성, 다양성을 갖춘 배포 및 관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범용” SSE 솔루션 선택

관리되는 기기의 원격 사용자를 위해, SSE 벤더는 하나의 통합된 에이전트가 트래픽을 서비스 에지로 전달하게 해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또한 내부 리소스에 대한 세밀한, 정책 기반 액세스를 허가해야 합니다. 관

련된 모든 과정은 에이전트에 내장된 intelligence를 사용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나 셀룰

러 네트워크로의 사용자 모바일 트래픽을 보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 트래픽을 SSE 서비스로 전달해 조직의 보

안 및 액세스 정책을 강화해 기업 앱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안전한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네

트워크에 연결할 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감지될 경우 정책에 따라 에이전트가 서비스의 비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에이전트가 Windows, MacOS, Linux, iOS 및 Android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지원

하도록 합니다.

지점 사무실 사용자의 경우 트래픽을 서비스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GRE나 IPSec 터널을 통해서 입니다. 그러나 

SSE 벤더는 대안적 접근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점에 설치된 가상머신은 이러한 터널의 복잡성 및 관리를 단순화해 고객

이 관리하는 라우팅 가능 네트워크를 제거해 측면 위협 이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배포는 자동화되어 서비스 에지에 유동

적인 트래픽 조정 정책을 포함해야 하며 자체적인 SLA 모니터링 및 시스템 대체 작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옵션은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 정도 및 대규모 지점에 적합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원격 사용자처럼 취급하는 이전의 옵션은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작은 지점에 대해 고려할 만한 옵션

입니다 (커피숍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의 사건들이 지점 사무실의 중요성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볼 때, 이 옵션은 

기업 네트워크에 그 누구의 액세스도 허용하지 않으며 측면 이동을 원천방지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기기의 사용자/사물이나 내부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타사 액세스에 대해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 없이 유

사한 SSE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자 인증 목적으로 활용해 DNS 존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CNAME을 퍼블리싱해 제로 트러스트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SSE 벤더는 관리되지 않는 장치에 대한 에

이전트 없는 보안을 위한 통합 CBI (클라우드 브라우저 격리)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취약한 역 프록시의 필요성

을 완전히 우회하는 부수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CBI의 경우 관리자는 승인된 클라우드 리소스의 SSO 분리를 구성하여 SSE 벤더로 리디렉션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가 

개인 또는 타사 엔드포인트에서 해당 클라우드 리소스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할 경우 트래픽이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자동으

로 CBI로 전송됩니다. 콘텐츠를 사용자 기기로 전송된 픽셀로 렌더링해 다운로드, 복사, 붙여넣기, 인쇄를 방지합니다. 이

런 방식으로 사용자는 데이터 유출 및 맬웨어 업로드의 위험 없이 관리되지 않는 엔드포인트에서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준

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VPC나 데이터센터 내에서의 워크로드로 연결되는 워크로드의 경우, 네트워크 세분화가 답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세

분화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질적인 네트워크 세분화 달성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SSE 벤더는 사용자

와 애플리케이션 간 보호를 워크로드 간 소통으로 확장해야만 합니다. 워크로드 자체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SSE 공

급자는 워크로드의 위험을 판단하고 ID 기반 보호를 워크로드에 적용해 네트워크를 변경하지 않으며, 환경적 변화에 자동

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을 두어야 합니다.

SSE 정책이 어디에서 관리되고 시행될지 결정되면 사용자와 워크로드에 이 보호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고려하십

시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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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나 CSP를 통해 워크로드에 연결되는 워크로드의 경우 SSE 벤더는 다시금 관련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유사한 SSE 보

호를 워크로드에 확장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일반적으로 가상 머신(퍼블릭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하이퍼클라우드를 

통해 사용 가능)을 통해 서비스로 전달되는 트래픽을 단순화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도달

하는 워크로드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데이터 보호는 물론 다른 클라우드의 워크로드에 액세스하는 한 클라우드의 워크로

드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보호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SSE 벤더는 여러 제품(예: 웹 프록시, 방화벽, 

NAT 게이트웨이, URL 필터링 등)을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IaaS 및 SaaS 환경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SSE 벤더는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 클라우드 인프라스

트럭처 권한 관리 (CIEM),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 (CSPM)에서 솔루션을 제공해 널리 사용되는 SaaS 및 IaaS 애플리케

이션의 API 기반 스캐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데이터 및 위협 보호를 위한 SaaS 및 IaaS 플랫

폼의 감사 및 스캔과 더불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잘못된 구성 및 부적절한 권한을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SSE 

벤더는 저장 데이터와 이동 데이터에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아웃오브밴드 기능을 인라인 기능과 긴밀하게 

조정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폭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 벤더의 장점은 기업 정책이 모든 사용자/사물-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간의

전송을 포괄하고, 균일하고 동적으로 적용되는 중앙 컨트롤 플레인(plane)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SE 기술의 배포는 조직의 환경의 복잡성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위치, 행동, 액세스 요건과 애플리케이션 요건의 이해

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는 유동적인 배포 모델조차 극복할 수 없는 인터넷 제어로 독특한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SSE 벤

더는 이런 어려움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폭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 벤더의 장점은 기업 정책이 모든 

사용자/사물-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간의 전송을 포괄하고, 균일

하고 동적으로 적용되는 중앙 컨트롤 플레인(plane)에서 관리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관리되는 장치에 대한 동일한 보호를 관리 하에 있지 않은 BYOD 및 

타사 액세스로 확장할 경우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는 더 큰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워크로드 간 보안은 DevOps 및 CloudOps 엔지니어가 다른 워크로

드, 다른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동

일한 제로 트러스트 보호를 제공합니다.

결과

올바르게 배포한다면 유연하고, 다양하며, 확장 가능한 여러 옵션

은 사물의 위치 및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위치와 무관하게 조직에

게 Security Service Edge의 모든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애

플리케이션 자체 내에서 이러한 보호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함정 #4 유연성, 확장가능성, 다양성을 갖춘 배포 및 관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범용” SSE 솔루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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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연결 최적화 및 UX 저하 진단을 지원하지 

않고 평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SSE 솔루션 선택
#5
함정

투명하며, 인증이 용이하며, 항상 작동 중이어서 SSE 플랫폼의 최종 사용자가 객관적인 계측을 통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누립니다. 

부정적인 최종 사용자 경험을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보안 스택과 같은 근본 원인과 연관시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SaaS 벤더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퍼블릭 서비스 에지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의 네트워크      

사이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전세계 SSE 벤더의 존재 지점과 공급자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와의 인터넷 피어링 교환 관계는 기존 보안 스택에서 

요구하는 백홀링 및 헤어피닝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이러한 아키텍처적 이점에 추가적으로 SSE 벤더는 사용자 엔드포인트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경로에서의 존재 여부를 기반으로 최종 사용자 경

험을 측정하고 진단할 고유한 역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SSE 벤더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퍼블릭 서

비스 에지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심층적인 진단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솔루션 (일반적으로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이나 DEM이라 칭함)을 기존 에이전트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통합한 SSE 벤더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에이전트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조잡하게 통합된 인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는 동일한 수준의 가시성 및 진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SSE 벤더가 제공하는 DEM 솔루션은 폭이 넓어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최종 사용자 성능 문제의 종단간 가시성

과 문제 해결을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 장치,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문제와 관련된 가시성을 제공해 네트

워크, 보안, 데스크톱 및 헬프 데스크 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직원이 보고한 문제 티켓을 종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후 워크플로와 사용자가 인지하기 전 거시적 문제(지역 ISP 중단 또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 등)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 사전 워크

플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무실 또는 지리적 위치별 정상 사용자 경험 대 비정상 사용자 경험을 추적하는 

머신 러닝 기반 점수 알고리즘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은 경로, 대기 시간 및 패킷 손실에 대한 홉(hop)별 인사이트를 포함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layer 

7과 네트워크 동작을 이해하는 layer 3을 포함하여 다수의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분석에는 또한 SSE 홉이 비정상적인 지연을 유발하

는지와 시기를 식별하기 위한 SSE 벤더 클라우드에 대한 자가진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장치 상태와 

관련된 가시성을 제공하고 진단 점수 하락에 기여하는 장치 이벤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13 참조).

SSE 벤더는 사용자 엔드포인트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경로에서의 존재 여부를 기반으로

최종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고 진단할 고유한 역량을 가집니다.

24.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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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솔루션은 품질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함정 #5 애플리케이션 연결 최적화 및 UX 저하 진단을 지원하지 않고 평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SSE 솔루션 선택

마이크로소프트 Teams 및 Zoom 품질 성능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수많은 기업들이 Teams와 Zoom을 협력 및 소통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비디오 품질 문제를 측정하고 진단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SSE 벤더가 제공하는 DEM 솔루션은 Zoom 및 마이크로소프트 Teams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UCaaS 애플리케이션

과 상호 작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품질 메트릭을 수집하고 심층 홉 바이 홉 네트워크 분석 및 엔드포인트 장치 분석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이러한 데이터세트를 통합해 DEM 솔루션은 품질 문제를 파악하고 이슈의 근원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DEM은 SSE 벤더의 클라우드의 규모를 활용해 원격 측정 테스트를 프록시하고 캐시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

서 모든 최종 사용자로부터 몇 분마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 장치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고정된 위치에서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고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는 레거시 

모니터링 툴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용자 장치, 네트워크 경로 및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성과에 대해 통합된 관점을 제공

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센터나 기업 네트워크 내에 없을 때 가시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툴은 정보 사일로를 

생성하며 어떤 컨텍스트도 공유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환경에 대한 가시성이 단편화되고 트러블슈팅 시간을 늘어나게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최적

화된 포인트 모니터링 툴은 인터넷을 통해 최종 사용자 성능 문제를 감지, 트러블슈팅, 진단하기 위한 가시성 격차를 유발하며, SSE 플랫폼에 내

장된 최신 DEM 솔루션은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림 14 참조).

그림 13: SSE 플랫폼의 일부로써 내장된 DEM 솔루션은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의 품질에 대한

고유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조명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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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5 애플리케이션  연결 최적화 및 UX 저하 진단을 지원하지 않고 평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SSE 솔루션 선택

그림 14: SSE 플랫폼의 일부로써 내장된 DEM 솔루션은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의 품질에 대한

고유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조명해야 합니다.

M365 사용자 경험 최적화 

포괄적인 SSE는 최종 사용자 환경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SaaS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와 익스프레스 루트를 통해 트래픽을 중앙에서 라우팅한다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M365의 사용자 트래픽은 네트워크 활용률을 40%까지 증가시키고 대부분의 기업의 인터넷 접점 인프라는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

문에 사용자 경험의 저하를 유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로컬 인터넷 브레이크아웃(Internet breakout)으로 최적화된 성능과 비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과 SSE 벤더 아키텍처를 권장합니다. 

그림 15: 마이크로소프트는 SSE와 얼라인된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직접적 연결 방식을 권장합니다 (출처: Microsoft.com).

26.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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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5 애플리케이션  연결 최적화 및 UX 저하 진단을 지원하지 않고 평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SSE 솔루션 선택

하지만 아키텍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SSE 벤더는 전세계에 위치를 두고 여러 공급업체 및 애플리케이션 벤더와 피어링 관계를 통해 빠른 연결

과 지연이 적은 액세스로 사용자에게 에지를 더 가깝게 가져와야 합니다. 주요 exchange에서 직접 Microsoft 365와 피어링하여 지연 시간을 

1-2ms 가량으로 단축시키고 오랜 연결을 다수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신속하게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적은 수의 홉(hop)으로 빠르게 DNS

를 확인하는 SSE 벤더를 찾도록 합니다 (그림 15 참조).

M365 트랜잭션은 민감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데 OneDrive 및 SharePoin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SSE 솔

루션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SSE 솔루션은 M365 애플리케이션과의 모든 통신에 대해 전체 검사 및 추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Teams와 같은 특정 M365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대부분은 UDP를 통한 음성/영상이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무선 네트워크의 글로벌 메시(mesh) 전반에 걸쳐 우수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하는 

과정 중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UX 문제 측정 및 진단을 위한 우수한 아키텍처 및 전용 toolset로도 사용자 경험의 최적화는 까다롭

습니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수용 가능한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최종 사용자들과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대치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 목적의 기준선을 형성합니다. 

사용자 경험 문제 진단은 과학보다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우수한 도구와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고 조치를 취할 올바른 skill 

set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르기도 합니다. SSE 벤더가 제공하는 DEM 도구는 대부분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와이파이, ISP, 백본, 엔드포인

트, DNS 문제 등) 에스컬레이션 및 추가 데이터세트가 필요한 하위 집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그 및 패킷 추적이 필

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트래픽을 방해하는 벤더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SSE 벤더의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과 검사가 모두 가능해 더 빠르고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트래픽 검사를 위해 몇 개의 중앙 집중식 위치로 트래픽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멜

버른에 나타날 경우 트래픽 검사는 로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협 방지 및 데이터 보호 서비스는 시드니나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백홀

되지 말아야 합니다. Hyperscaler에서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SSE 벤더는 빈번하게 사용자 트래픽을 방해합니다. Hyperscaler는 120개의 에지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80%는 트래픽을 SSE 정책 제어를 적용할 수 있는 적은 수의 hyperscaler 데이터 센터로 전달하는 온램

프일 확률이 높습니다. 몇 개의 데이터 센터가 온램프이며 몇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실제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SSE 솔루션은 사용자 경험을 현대화하고 헬프 데스크 경험을 업데이

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헬프 데스크는 사용자가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SE 솔루션은 Teams나 Zoom과 같은 협력 플랫폼의 실시간 오디오 

및 비디오 성능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 및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해 이상을 감지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클라우드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대상 사이에 최소한의 홉(hop)을 두어야 합니다. 

결과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등 모든 전환의 성공은 최종 사용자가 경

험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됩니다. 모든 SSE 프로젝트의 궁극적

인 목표는 위협 노출을 감소시키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며 최

종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결과는 

SSE 공급업체의 UX 개선 능력을 DEM 기능으로 측정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 헤어피닝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동 혹은 VPN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

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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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벤더 에코시스템과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이 제한된 SSE 솔루션 선택
#6
함정

강력한 API로 다른 최고 수준의 파트너(CSP, SD-WAN, IAM, SOAR/SIEM, EDR 등)와 함께  통합해 최적의 보호 및 사용자 경험을 보장

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활용해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적 복잡성과 오버헤드를 줄입니다. 

타사와의 통합 및 연동이 제한된 기술적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결국엔 그 문제가 다년간 제대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벤더 기술 조달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단일 벤더가 제안하는 “플랫폼”이 실제로 통합된 형태가 아니라 대시보드 이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포인트 제품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벤더 기술은 함께 사용되는 기술이 열악한 형태로 운영되고 유지됩니다. SSE는 단일 벤더가 공급하는 클라우드에서 

통합된 보안 플랫폼으로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고려할 때 SSE는 상호보완적 기술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벤더는 이 

에코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을 최우선적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림 16 참조). 이 에코시스템은 광범위하게 다른 보안,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솔루션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16: 방대한 타사 통합을 이루지 못해 기술적 부담, 제한적 상호운용, 취약한 (신속하지 못한) 보안 스택으로 이어지는 벤더와 거래해

사막 한가운데 놓인 듯한 어려움을 겪지 마세요. 

27.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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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6 타사 벤더 에코시스템과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이 제한된 SSE 솔루션 선택

이러한 통합은 SSE 벤더와 가까운 벤더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해 복잡성과 TCO를 완화하고 보안을 증진시킵니다 (그림 17 참조).

빠르고, 쉬우며, 안전한 배포 및 통합을 위해 SSE 벤더는 다음 분야를 포함한 우수한 통합을 제공해야 합니다:

IaaS/PaaS 및 SaaS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CSP)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EDR)

SD-WAN

ID 및 액세스 관리 (IAM)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SIEM) /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 (SOAR)

오케스트레이션 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IaaS/PaaS and SaaS)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 내에 구축되는 내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SE벤더는 AWS, GCP 및 Azure와 같은 

주요한 IaaS/PaaS 제공업체와 통합해 애플리케이션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격 액세스 연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렇게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고 미승인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대신 사용자, 내부, 정책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결성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원격 액세스 VPN을 통해 연결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클라우드 액세스를 허가하며, 네트워크 세분화 복잡성

을 추가하는 대신 클라우드 공급자의 확장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의존하지 않으며 

제로 트러스트의 장점을 통해 공격면을 제거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Saa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SE 벤더는 원클릭 통합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경우 

SSE 벤더의 통합은 모든 M365 앱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IP 범위 및 도메인을 맵핑해 클라우드로 투명하게 최종 사용

자 트래픽을 연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와의 피어링은 왕복 시간을 줄이고 규모를 개선해 파일 

다운로드 및 DNS 확인 시간을 단축합니다. 

ServiceNow와 같은 SSE 벤더와의 SSE 통합은 데이터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규/기존 ServiceNow 데이터

를 스캔해 SSE 벤더는 DPL 정책을 기반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민감한 데이터 파일의 아웃바운드 업로드를 차

단해야 합니다. ServiceNow 보안 사건 대응(Security Incident Response)는 사용자 지정 차단 목록 업데이트를 포

함한 대응 조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IP, 도메인, URL을 수동적 개입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잘못된 클라우드 

환경설정을 중단해 보안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SSE 벤더는 다양한 엔드포인트 보안 파트너와 통합해 수집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적 가시성을 증진시키고, 대응을 조

율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심층 방어가 가능해져 제로 트러스트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은 사용자의 ID, 위치 및 기기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 플랫폼 상관 관계 및 워크플로우를 통해 조사 및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기 상태 평가 및 자동적으로 적합한 액세스 정책 적용

제로데이 위협을 식별하고 엔드포인트 수집 데이터를 통해 영향을 받은 기기를 식별해 교차 플랫폼 격리 워크플로우 (cross-platform 

quarantine workflow)로 빠른 대응 활성화

효과적인 탐지 및 의사 결정을 위해 엔드포인트 및 네트워크 컨텍스트를 통한 위협 조사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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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AN

SSE 벤더는 SD-WAN 벤더와 통합하여 지사로부터의 트래픽 라우팅을 단순화하고 안전한 로컬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을 설정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SSE/SD-WAN 공동 솔루션은 인터넷 및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안전한 정책 기반 액세스를 가능하

게 하며 사용자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개방형 인터넷에 연결할 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D-WAN 솔루션은 API 통합을 통해 SSE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된 형태의 솔루션으로 기업 

지점은 강력한 보안과 함께 네트워크 변환을 위한 하이브리드 WAN 아키텍처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의 중앙화된 DMZ

로 백홀하지 않고도 급증하는 클라우드 및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SE 벤더는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 네트워크 언더레이 솔루션과 독점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SD-WAN의 많은 이점은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에서 비롯되지만,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시키

고 위협의 측면 이동을 허용하는 WAN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SSE와 관련된 의사 결정자는 기업 네트워크를 

지사에 연결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더 안전한 접근 방식(인터넷 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ID 및 액세스 관리

SSE 벤더는 IAM과의 통합을 제공해 기기 상태 기반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와 더욱 효과적인 전사적 위협 보호를 시행해

야 합니다. 

Security Assertion Makeup Language(SAML)과 같은 기준을 활용한다면 통합 배포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자들

은 인터넷 및 내부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AM은 SSO 및 MFA의 조합으로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며 SSE 벤더는 연결을 보호합니다. System for Cross-domain Identity 

Management (SCIM) 프로토콜 지원으로 모든 사용자 정보는 두 시스템 사이의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그룹 및 직무 역할 변경, 회사에서 이직하는 사용자 인스턴스 계정 삭제를 포함합니다.

그림 17: SSE 벤더는 다양한 기능에 걸쳐 동종 최고의 업체와 통합해야 합니다.

30. |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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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 및 SOAR

SSE 벤더는 SIEM 및 SOAR 벤더와의 통합을 포함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험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와 정보 강화 및 

자동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SSE 벤더는 로그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SIEM/SOAR 솔루션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내 다양한 소스로

부터의 로그 상관 관계를 용이하게 해 기업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

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장된 이력 분석 (6개월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

정은 로컬 로그 보관으로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

IaC(Infrastructure as Code) 및 DevSecOps는 보안 팀을 "Shift-left"로 강제하므로 SSE 벤더는 조정을 위해 API

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의 인스턴스화가 애플리케이션 제공 라이프사이클의 일부인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 대 애플리케이션 또는 워크로드 대 워크로드 분할 설정에서 조정 스

크립트(Ansible 또는 Terraform)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능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는 민첩한 방법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함정 #6 타사 벤더 에코시스템과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이 제한된 SSE 솔루션 선택

IaC(Infrastructure as Code) 및 DevSecOps는 보안 팀을 "Shift-left"로 강제하므로

SSE 벤더는 조정을 위해 API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의사 결정자는 API 통합의 깊이 및 업데이트 빈도를 평가하고 향후 통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변화 (인수한 벤더가 경쟁자가 되는 경

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레거시 툴을 사용하여 통합을 구현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조직이 보유한 기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항

주요 에코시스템 업체(CSP, SD-WAN, IAM, SOAR/SIEM, EDR 

등)와 통합하는 SSE 벤더는 기술의 미래를 보장하고 기술 관련 부담

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 벤더로 구성, 조정된 에코시스템은 운영 복잡성과 오버헤드를 감

소시키고 운영자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수를 통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SSE 벤더는 제품 혁신 측

면에서 뒤처져 타사와의 상호 호환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

효과적인 API 기반 타사 통합을 제공하는 SSE 벤더는 최고의 솔

루션을 조정하고 벤더 종속 가능성을 줄여 운영 효율을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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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환경 파일럿에서 쉽게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SSE 솔루션 선택
#7
함정

중앙 집중식으로 사용하기 쉬운 UI를 사용하여 단일 통합 에이전트로 솔루션을 원활하게 테스트하고 사용자에게 가까운 글로벌 서비스 에지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추가 구축 요구 사항으로 SSE 플랫폼의 다양한 측면을 시험해 보십시오. 

사후 판매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구축 시 솔루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SSE벤더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SSE 플랫폼의 채택은 보안 아키텍처를 재고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SSE 벤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제품 환경에서 작동하는 SSE 벤더의 실제 역량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용이함은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대표합니다. 

효과적인 SSE 벤더의 방식: 

여러 SSE 벤더를 검토할 때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SSE 벤더의 경우 SSE 서비스 에지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은 다음 SSE 벤더의 자체 클라우드가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 SSE 관리자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전달 메커니즘 설정, 기

본 정책 구성, 인증 및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심화된 정책 조율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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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SE 벤더 테스트 드라이브가 모형이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파일럿 시험은 SSE 벤더 솔루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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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SSE 솔루션 파일럿을 계획할 때 비즈니스 목표를 반영하는 순차적 접근 방식을 취하십시오:

상기의 모든 단계는 짧은 시간 내에 (일 단위) 주요한 라우팅 및 설정 오버홀(overhaul) 없이 SSE 벤더에 의해 직관적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실

제 전체 배포에는 추가적인 단계를 필요로 하지만 고급 정책 설정,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엔드포인트 대처, 기타 에이전트/기술과의 통합 및 공

존과 관련해 SSE 벤더는 직관적이지만 잘 실행된 파일럿 테스팅으로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정 #7 모든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성되지 않은 SSE를 지양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여러 비즈니스적 결과물을 다루어야 하며 보안, 네트워크, 데스크톱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등 여러 팀의 

구성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팀의 활발한 참여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찾고 있는 것은 SaaS 솔루션이니까요. 네

트워킹 팀이 파일럿 테스트에서 복잡한 라우팅 시나리오를 다루고자 하는 등 깊은 관여를 하고자 한다면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보안 상태, 기존 정책, 네트워크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요건,

인증 기술, 트래픽 전달 방식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Identity Provider 통합을 프로비저닝하

여 사용자 인증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에이전트를 사용해

해당 사용자에 대한 트래픽 전달을

활성화하되 지점에서도 터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

앞에 가상 머신을 배포합니다.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버 검

색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정책을 설정합니다.

파일럿 테스트의 목적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스 사용자/서비스 집단 및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할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합니다. 

위협 보호, 샌드박스 정책, 브라우저

제어 정책, URL 정책, 클라우드 앱

정책, 파일 형식 제어, SaaS 및 방화벽 

정책에 대한 API 통합을 포함한 표준

템플릿을 활용해 위협 및 데이터

손실 방지를 설정합니다.

SSL/TLS 검사, 고급 정책 및 CBI, 

DEM, CSPM과 같은 추가 기능을 설정

합니다.

1

4

2

5

7

3

6

고도의 가용성과 성능으로 운영하여 최종 사용자가 최소한의 지연을 경험하게 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벤더는 대규모로 클라우드를 운

영하는 능력을 보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애 처리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자 세션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 퍼블릭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간 통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테

스트에서 요구될 경우에도). 

암호 트래픽을 피어링하여 이루어지는 고급 위협 방지 및 고급 DLP. 인증서 관리는 파일럿 테스트에서 몇 가지 추가 단계를 필요로 할 수 있

으나, 최소한의 지연으로 SSL/TLS 검사를 수행하는 벤더의 역량은 SSE 벤더의 중요한 차별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유동적인 배포 옵션. 계획의 일부가 아닐 수 있지만 SSE 벤더는 위치나 애플리케이션과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제공

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서비스 에지나 협력업체에 대한 CBI와 관련된 이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SSE 벤더가 분산화

된 인력 및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파일럿 테스트 동안 SSE 벤더는 본 문서에서 서술한 여섯 가지의 이전 관행과 조율하여 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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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사용자 경험. 최적의 사용자 경험은 사용의 용이함 (최종 사용자가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 부터 SSE 플랫폼을 통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용자 경험까지를 아우릅니다. 벤더는 광범위한 최종 사용자 성능 문제(Wi-Fi, ISP, 

CPU 등)를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측정/진단 역량은 새로운 에이전트를 배포할 필요 없이 SSE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구축되

어야 합니다. 

타사 벤더 통합. 파일럿 테스트의 일부가 아니지만, 벤더는 로그 데이터를 외부 SIEM에 통합하거나 EDR을 통합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툴 에코시스템을 분석하고 실제 배포가 시작될 경우 통합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함정 #7 모든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성되지 않은 SSE를 지양합니다

SaaS 보안 벤더를 택하는 이유는 내부 직원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SSE 벤더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SSE 솔루션의 배포, 관리, 업데이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업계의 인력 부족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요구하는 SSE 벤더를 선호하도록 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없으며 실제 배포 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SE 벤더가 고객 중심적이며 발생하는 배포 문제를 극복할 의지

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실제 규모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SSE 벤더는 파일럿 기간 동안에는 복

잡한 네트워킹 문제나 라우팅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아 실제 배포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SSE 벤더는 네

트워크 경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관리 오버헤드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자원은 무엇이며 SSE 벤더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운영 배포에 

필요한 요건 및 솔루션의 유지보수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

니다. 

일부 SSE 벤더는 진정한 SaaS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조직이 직면한 기술 부족을 고려할 때 SSE 솔루션 관리의 총 소

유 비용이 가장 낮은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사항

전체 배포의 경우 솔루션을 원활하게 시범 운영할 수 있는 SSE 벤더

가 적합합니다. 낮은 TCO, 단일 통합 에이전트, 글로벌 서비스 에지 

세트에 대한 액세스, 사용이 용이한 중앙 집중식 UI 등을 통해 솔루션

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간단해집니다. 대규모 배포에는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지만, 목표는 이를 최소화하는 벤더와 협력하는 것입니

다. 

SSE 아키텍처 및 설계는 추가 에이전트 또는 VM과 같은 최소한의 

추가 구축 요구 사항으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계 간 이동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구매

자는 SSE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SSE 벤더가 운영 환경에서 문제없이 배포되며 피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귀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아

키텍처를 갖춘 고객 중심적 벤더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보안 및 

네트워크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과

우수한 파일럿 테스트는 SSE 솔루션을 배포하기 쉬우며, 운영 환

경에서 제대로 기능하며 목표를 달성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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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증명된 우수함

그림 19: 지스케일러의 기업 내에서의 고도화된 배포

기업이 새로운 방식에 빠르게 투자하게 하는 빅뱅과 같은 순간은 드뭅니다. 기업은 SSE를 제공하기 위해 세밀한 방법

을 고민합니다. 모든 사용자, 서버, 기기 등을 위한 기업 SSE의 영역을 함정 #2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hftps://trust.

zscaler.com에서 참조 가능). 다음은 여러 기업의 SSE 도입 사례입니다. 

고객사가 다음의 제로 트러스트 제어를 목적으로 지스케일러 SSE 플랫폼을 배포한 사례:

사례 A:

프라이빗 서비스에 대한 세밀한 최종 사용자 액세스 

인라인 검사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최종 사용자 인터넷 보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완전히 제거한 네트워크 변환 (network transformation)

워크로드, 인터넷, 프라이빗 액세스의 보호 

제한적 타사 액세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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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 솔루션이 취해야 할 형태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접근법

“5일 이내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 효과적으로 VPN을 지스케일러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

워크 액세스 솔루션으로 교체해 20,000명의 직원들이 WFA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Michael Alvmarken, Service Manager for Cybersecurity and Technology, Sandvik Group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및 ZIA 및 ZPA와의 네이티브 통합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고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John Dawes, Director Enterprise Architecture, Reckift Benckiser

“트래픽을 백홀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7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합니다.” 

Frederik Janssen, VP Global IT Infrastructure Portfolio, Siemens

사례 B:

고객의 지스케일러 SSE 플랫폼 배포 목적: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접근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클라우드 포함)

기업 지적재산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완전한 인라인 제어

재택 근무 동안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

그림 20: 지스케일러의 인라인 점검 및 경험 모니터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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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 솔루션이 취해야 할 형태 SSE 솔루션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접근법

“우리는 지스케일러의 디지털 경험을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봅니다. 예전에는 사용자 문제의 25%만 해결해도 만족했습니다. 이제 ZDX는 모든 사용자 경험 문

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95%의 확률로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d DeGrange, Principal Security Architect, Ciena

“상업적인 문제, 사기 이슈, 웹사이트의 문제, 내부 부정행위든 모든 문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칩니

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Frederik Janssen, VP Global IT Infrastructure Portfolio, Siemens

“지스케일러의 Advanced Cloud Sandbox를 사용하면 IT에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고용시장

에서 적절한 인재의 채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Mark Ferguson, CISO, Bombardier

사례 C:

직원과 타사 모두에게 운영 기술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OT) 

OT와 워크로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로

그림 21: 지스케일러의 인라인 점검 및 경험 모니터링 예시 

지스케일러 플랫폼을 사용해 비-IT 서비스를 세밀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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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SSE 벤더는 서비스의 손실이나 품질저하를 기반으로 문서화된 SLA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모든 사이트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라인, 글로벌 및 통신사 중립적 피어링 포인트를 포함하며,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

인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모든 인증된 기업 사용자, 워크로드, 기기에 대해 제로 트러스트 제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모든 웹 트래픽(TLS 1.3 포함)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록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해 인라인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대규모 암호해독에 대한 고유한 확장성 이점을 위해 단일 메모리 스캔 아키텍처로 다중 보안 제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고객 위치, 지역, 기능 맞춤화 등을 중앙관리하고 다양한 형태로 배포 가능한 솔루션을 공급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확장되어 관리되지 않은 BYOD, 타사, 및 직원 액세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밀하게 관리되는 파트너 엑세스를 보호할 수 있어

야 합니다. 

SSE 벤더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Teams, Zoom 등)의 성능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해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 경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계층의 메트릭을 수집해 이상을 감지하고 서포트 팀에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최고의 기업(CSP, SD-WAN, IAM, SOAR/SIEM, EDR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기업 환경 전체에 심도있는 제어 및 보안을 제

공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벤더와 통합되어 운영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SSE 벤더는 빈틈없이 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로케이션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SSE 솔루션은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에이전트의 필요 없이 확장 가능해야 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SSE를 단계별 접근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야 합니다. 

S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scaler SSE 2022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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