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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후가 중요하다”
차세대 방화벽 활용에 대한 사례 분석과 새로운 제안
지난 수년동안 조직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첨단 공격에 맞서기 위해 차세대 방화벽 및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보안 사고들은 계속되어 왔으며, 첨단 위협들은 기존 보안 체계를 허물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공격자를
막아야 하고 보안업체들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현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솔루션 도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세대 방화벽 활용 시 필요한 것과 사례를 통해 제대로 활용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보안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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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기 전까지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다
-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단순화
Robert C. Covington | computerworld

지

금 40~50대는 아마도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
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 이 말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국제관계학

적 전략을 일축한 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정보 보안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 보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뢰하거나, 아니면 검증하거나”가 돼버린
듯하다.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상에는 네트워크 범주 안에 안전하게 위치한 ‘신뢰할 수 있
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의 이분법이 존재했다. (그림 1)의 다이어그램이 이를 잘 보
여준다.

그림 1│전통적인 네트워크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이런 구분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다. 사무실 간 상호 연결과 모바일 기기 이
용의 증가, 클라우드 리소스 등의 등장으로 이제
네트워크 안에 위치한 안전한 영역 따위는 기억 속
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분
법에 따른 보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수년 전, 포레스터 리서치와 NIST(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라는 이름의 새로운 네트워
크 보안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 이 모델은 그전부터 있어왔던 망 분리
(network segmentation)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
는 것으로 이를 ‘새롭다’고 표현하는 건 완전히 정
확한 표현은 아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원래의
망 분리 개념을 조금 확장한 것일 뿐 핵심 아이디어는 같다.
핵심은 네트워크를 LAN, 무선, 웹,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분리하고 설령 기업 네트워크
내부에 위치한 영역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위험을 상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포레스터 리서치가 설명한 제로 트러스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에 관계없이, ‘검증없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고 가정하고 모든 리소스에 액세스가 안전
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최소 권한 전략(least privilege strategy)을 적용해 액세스를 철저히 제어한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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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은 모든 사용자는 검증받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모든 트래픽을 검사(Inspecting), 로깅(logging)한다. 심지어 LAN으로부터 온 트래픽이라 해도 무작
정 신뢰하지 않고 WAN 트래픽과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로깅해 둔다.
4. 중앙 콘솔에서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하려면 망분리(network segmentation)를 감
당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구성된 여러 개의 스위치 스택이 필요하다. 매
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당장 도입하기
는 무리가 있는 전략이다.
일부에서는 가상 LAN(VLANs)을 이용해 트래픽 태깅(tagging)을 통해 논리적 망분리
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VLAN 룰을 무시하고 물리적 네트워크에 액세스함에 따르는
단점들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단순화시킨 접근방식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제로 트러스트 라이트(Zero Trust Lite)’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델은 현재 기업들의 예
산 및 역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네트워크마다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영역(network segments) 정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 목록을 검토하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자사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가장 먼저, 퍼블릭 인터넷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영역을 이루게 된다. 이 영역은 고객
데이터, PCI 또는 HIPAA 규제 정보 등의 주요 데이터들을 다루기 좋은 공간이다. 방화
벽 외부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무선 사용자들 역시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이 된다. 그리고
LAN 사용자들 역시 많은 경우 하나의 단일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네트워크 영역별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스위치 배치
전통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에는 방화벽 내에만 스위치가 있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방화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 영역별로 스위치를 하나씩 배치하고, 심지어 방화벽 밖에
도 스위치를 배치해 트래픽이 뒤섞이는 것을 예방한다.

각 영역을 연결하는 코어에 방화벽 설치
상용화된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포트가 있어 각 포트가 네트워크 내의 영역들
을 호스트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라이트 모델을 도입하려면 네트워크 상에 나눠 놓은 영역 수만큼의 포트
가 방화벽에 있어야 한다. 또한 심층 패킷 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이나 침입
방지, 애플리케이션과 포트의 구분, 그리고 안티 악성코드 기능을 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등 일반적인 방화벽에는 없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어야 한다.
이런 기능들을 갖춘 방화벽을 가리켜 소위 ‘차세대(next generation)’ 방화벽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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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사실 마케팅 용어에 더 가깝다. 방화벽을 설정할 때 각 영역은 다른 영역에 액
세스할 수 없게 기본 설정이 되어야 하며 이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액세스를 추가하는 방
식이다.

액세스 제어와 최소 권한 허용을 위한 자동화 툴 이용
액세스를 제어하고,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는 당
연히 취해야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보안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기
업을 많이 보지 못했다.
미연방인사관리처(OPM) 해킹 역시 침입자들이 훔친 관리자 정보를 이용해 거의 모든 보
안 조치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액세스 제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로 트러스트 라이트 모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관리자라 해
도 LAN 영역 밖에서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
하지 않다. 각 사용자 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가
장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시스템 상의 사용자들을

그림 2│제로 트러스트 라이트 개념도

모두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를 다수의 플랫폼 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이 필요하다. LDAP
준수 시스템(LDAP-compliant systems)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원관리
시스템도 매우 유용하다.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제
로 트러스트 라이트 모델은 아마도 네트워크를 (그
림 2)와 같은 모습으로 분할하게 될 것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 각 영역으로부터 오는
트래픽은 다른 영역의 트래픽들과 뒤섞이지 않게
관리되며 사전에 설정해 둔 방향으로만 트래픽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무선 LAN에 누군가가 침
입하더라도 기껏해야 무선 사용자들에게 허용된
정도의 액세스 권한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버
에 무선 액세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이 돼 있다면 설령 침입자가 관리자 정보를 훔쳤
다고 해도 데이터 유출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과 다른 방화벽과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제로 트
러스트 라이트 모델은 대부분 기업에서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며, 기업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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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방화벽은 초등학생보다 스마트한가
Robert C. Covington | Computerworld

오

랫동안 네트워크 경계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방화벽이 최근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증거로 필자는 최근 5학년을 마친 조카와 간단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자는 조카에게 방화벽이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그는 타당한 정의
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특정 온라인 게임을 위해 방화벽에서 포트를 포워딩(Forwarding)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방화벽은 필수
많은 사람이 방화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많은 조직이 방화벽이 없거나 적절히 이행
하지 않고 있다. 모 보안업체가 진행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기업 정보의 46%가 방화벽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분명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용납할 수 없
는 수준으로 낮다.
방화벽이 없는 조직들은 방화벽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필자는 올바르게 구성하
거나 동작하지 않지만 그 존재로 인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걱
정이다. 방화벽이 5학년생이 설치한 것처럼 동작한다면 있으나마나다.
오늘날 시장에는 많은 방화벽 제품이 존재한다. 일부는 기능이 복잡해 구성을 위해 전문
지식을 필요하지만 기술 지식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에서 개인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
록 개발된 것들도 많다. 이런 방화벽은 연결하고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나면 설치자가 네
트워크가 “보호되고” 있다는 생각에 편안히 쉴 수 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자
필자는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구성한 방화벽이 가치가 제한적이란 걸 많이
봐왔다. 이런 사람들과 일반적인 5학년생을 비교하는 게 공격적인 의도는 없지만 결과는
같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방화벽이 형편없다. 필자는 주요 구성 문제가 있는 여러 기업
의 방화벽을 검토해 보았다. 이런 경우에 설치자가 더욱 잘 알지만 관심의 부재 또는 방화
벽을 살아서 발전하며 일정한 관심이 필요한 독립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제대
로 동작하지 않게 된다.
지금이라도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좋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
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다음은 구체적인 제안 사항이다.

4 ◀◀◀

IDG Deep Dive│next gen firewall-DELL

•빈티지(Vintage)를 확인한다

방화벽은 다른 IT 기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하다. 최근 소포스 시큐리
티(Sophos Security)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51%가 방화벽이 3년
이상 되었으며 34%는 방화벽이 4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벽의 수명은 벤더가 지
속적으로 새로운 펌웨어를 공개하고 기능을 추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
화벽이 3년 이상 되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환경 설정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방화벽은 모든 인바운드(Inbound) 트래픽을 차단하며 특정 비즈니
스 목적에 따라 개별적인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해야 한다. 설정 시 허용된 인바운드 포트
가 큰 덩어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웃바운드(Outbound) 트래픽 관리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비즈니스 문서로 규칙을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찾지 못하
는 경우에는 설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펌웨어를 확인한다

방화벽의 펌웨어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생산 버전이어야 한다. 제조사가 일
정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를 고려한다. 펌웨어가 오래된 경우 가능한 신
속하게 업데이트한다.
•테스트한다

방화벽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조직이 자주 실시하는 침투 테스트다. 침투 테스트는 개방된 포트
를 찾아 문서와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포트로부터 귀결
되는 주요 취약점을 찾는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이런 침투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일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N맵
(Nmap)은 오픈소스 툴로써 기본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적절한 무료와 유료 버전
을 제공하는 메타스플로잇(Metasploit)와 네서스(Nessus) 등의 다양한 상용 셀프 서비스
툴이 존재한다.
•살아있는 독립체로 인정한다

오늘 괜찮았던 방화벽에 내일 주요 취약점이 등장할 수 있다.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펌웨
어를 추적하며 문서에 따라 설정을 검토해 무단 변경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갱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며 모든 이에게 적합한 선택이
란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침
 입 방지(intrusion prevention)와 DPI(Deep Packet Inspection) 등의 차세대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모델을 찾는다.
2. 현재, 그리고 향후 수년 동안의 네트워크 용량 요건을 고려한다. 방화벽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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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3.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이행하는 등 네트워크 디자인 개선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 기능과 포트
용량이 자사의 계획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가
 능한 품질보증 및 서비스 계획을 고려한다. 방화벽은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방화벽이 무너지면 사
용자도 무너지게 된다. 많은 벤더가 고장난 장비를 하룻밤 사이에 교체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신속
하지 않은 경우 여분의 제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5. 설치할 사람을 결정한다. 최소한 5학년생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조직이 스스로 설
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더 많은 전문 지식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제 3자를 이용하는 것
이 좋을 수 있다.

결론: 방화벽이 5학년생보다 스마트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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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화벽이 해야 할 5가지
자료 | DELL

오

늘날 사이버 범죄는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지하 시장에서는 의료 정보,
신용카드 정보, 기업의 신상품이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설계까지, 모든 유형

의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다.
악성코드들 역시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악성코드들은 대형 파일 안에
숨어들거나 방화벽 기기가 해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암호화돼 우리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온다.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DOS) 도구나 도청 소프트웨어, 와이
파이 탈취(Wi-Fi interception) 기기와 같은 사이버 해킹 툴의 가격 역시 지속적인 하락
세를 보이며 해킹 툴의 사용이 좀더 일반화되는 추세다.

차세대 방화벽의 다섯 가지 과제
성숙도와 정교함을 더해가는 악성코드의 진화 앞에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어
디에도 없다. 물론 그 사이 방화벽 역시 좀더 성숙하고 정교해졌으며, 네트워크와의 통합
수준이 향상되고 단순한 보안의 측면을 넘어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에까지 기여하는 도구
로 성장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설치한 자사의 방화벽이 올해의 악성코드 위협을 막는 데 실패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화벽은 이제 단순히 자산만을 보호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사람과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전반을 증진할 수 있는 툴로써 그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를 지원하는 것 역시 방화벽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1. 이제는 기업 자산뿐 아니라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

원래 방화벽의 목적은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보안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제는 보호의 대상을 사람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세대 방화벽(next-generation firewalls, NGFW)은 인
력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허브로 기능하며 필요한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하고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수준의 보안을 가능케 한다. 매끄럽게 기능하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잡
아 먹는 스팸 등을 걸러내고 비생산적으로 대역폭을 소모하는 비디오 다운로드 같은 활동
을 제한한다.
2.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사이버 보호 프로그램을 깔고 나면 보안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기업의 사례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만 하는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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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안티 바이러스 탐지,
침입 방지, 콘텐츠 필터링 등 모든 프로그램 기능을 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방화벽을
통해 암호화 된 파일, 대용량 파일 등 모든 파일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방화벽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방화벽을 테스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차세대 방화벽은 고속 성능과 적극적인 보안이 특징이다. 차세대 방화벽의 이런 특징은
네트워크 성능 증진에 최적화된, 적극적이고 다이내믹한 보안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
고 네트워크 복합성을 관리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개별적 단위의 애플리케이션 기능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방화벽은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단위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관리,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방화벽이 보호하는 네트워크의 각 영역 들을 분할, 고립시킴으로써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화벽은 그 확장성이 제한되며, 포괄적인 보호 혹은 세부적인 제어를 전달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점점 더 복합적 양상을 띄며 적대적이기까지 한 오
늘날의 IT 환경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곤 한다.
오래된 방화벽으로 인한 위협은 비즈니스 규모나 산업 유형과 무관하게 가해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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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화벽의 첨단 기능을
최대한 홍보해 IT 부서를 설득하라
Mathias Thurman | computerworld

IT

부서는 새로운 방화벽의 첨단 기능성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저한다. 그래서
관리자가 귀찮아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차세대 방화벽을 원했던 대로 가져왔다. 문제는 IT 부서가 이 자체 첨단 기능성을
모두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몇달 전,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념 증명을 통해 A 업체의 방화벽을 자사의 네트워크 모
니터링을 위해 구축했다. 필자는 이 방화벽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가시성을 주고 위험 탐지와 방지, URL 필터링, 고급 악성코드 분석에서 도움을 줄 것이
라고 기대했다.

활용하지 않는 차세대 방화벽은 예전 것만 못하다

문제 처리의 핵심
•문제 : IT 부서가 새로운 방화벽 구입에 동의하지만 부서
의 인-라인(in-line)에 두려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효과
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다.
•행동 계획 : IT 관리자에게 방화벽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잠재적 악성 활동들을 뒷처리하는 데 막대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한다.

하지만 IT 부서는 필자가 정책을 말하고 이벤트를 모
니터링해 오는 동안 언제나 방화벽 운영을 책임져왔다.
그리고 IT 부서는 새로운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을 걱정
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첨단 방화벽이 필자가 없애
버리고 싶었던 구식 방화벽의 포트 차단보다 더 할게 없
음을 의미했다.
필자는 압력을 행사해 방화벽을 쓰게 만드는 대신, 지
속적으로 차세대 방화벽이 실행될 때 자신의 업무가 얼마
나 편하게 될 지에 대한 통찰을 계속해서 전달함으로써

IT의 의식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게 짜증은 났을 것이다.

탐지만 한다면 모든 뒷처리는 직접 해야 한다
특정 트래픽을 차단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지원하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
기에 상당히 간단한 일이었다. 모니터링만 하는 모드의 문제는 악성 활동의 보안 이벤트를
탐지할 수는 있지만 차단되지 않을 때 IT 부서가 이를 뒤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회사 내에서 매일 평균 6대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있다. PC가 알려진 봇넷
서버로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이 부적절한 웹사이트로 브라우징할 수 있고,
아니면 회사에 보안이나 법적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되는 서버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될 수도 있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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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무언가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성코드가 뭔가 악성적인 일을 벌이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어쨌든 IT 관리자와 IT 책임자는 이메일을 받고 경보의 원인을
파악해내고 문제의 기기가 정상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한 PC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 IT 관리자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해당 사용자에
게 여러 질문을 해서 PC의 패치 상황과 안티바이러스 클라이언트의 현황을 판단한다. 만
약 위험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몇 가지 악성코드 탐지 유틸리티를 실행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한대의 PC에서 하려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PC를 포
맷하고 운영체제와 표준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재설치해야 상황이 발생해 훨씬 더 많은 시
간이 걸리기도 한다.

효과를 실제 업무에서 설명하라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필자는 만약 방화벽이 인-라인에 자리잡
고 PC 감염을 유발하는 유형들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후 처리와 처
방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IT 관리자는 훨씬 더 가치있는 일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계속해서 사후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쏟아 부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필자는 IT 관리자가 파일 스토리지 사이트로 연
결을 시작하는 서버의 모든 인스턴스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는 게 해당 연결이 인간에 의한 것인지, 악성코드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필자는 짜증스럽게 “만약 방화벽이 설치되었다면 의심스러운
트래픽이 차단될 수 있고 점진적으로 관리자는 웹메일 확인에 생산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
도 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IT 부서가 정기적으로 하는 또 다른 일은 직원이 음란 사이트를 둘러보는지 인사부에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유형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짓궂은
웹 서퍼들에게 해당 사이트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해 페이지를 띄우는 정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모니터에 이런 팝업창 하나만 띄운다면 앞으로 해
당 직원은 사무실에서 음란 사이트 방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필자의 지속적 귀찮게 하기 작전(?)이 통했다. IT 부서는 그들이 조사를 위해 하던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필자에게 두 손을 든 것이다. 그들은 구형 방화벽을 교체하고 고가
용성을 위한 차세대 방화벽 주문에 동의했다. 필자는 짜증나게 만드는 행동과 함께 자신의
예산을 더 써서 방화벽 운영을 책임지게 될 IT 관리자를 교육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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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화벽으로 보안을 강화한 퍼스트 소스
‘고급 식품(Gourmet)’ 유통업체

퍼

스트 소스(First Source)는 네트워크 보안 성능을 높이고, 지속

회사 소개

적인 업타임을 제공하며,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용

•회사 : 퍼스트 소스(First Source) LLC
•업종 : 특선 식품(Specialty foods) 도소매
•국가 : 미국
•직원 수 : 500명

효과적인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을 구현했다.
퍼스트 소스는 18개월 동안 IT 인프라의 문지기 역할을 할 Dell 소닉월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을 전사적으로 구축, 배포했다. 그리고 각 원격 장

•웹사이트 : www.first-source.com

소에 방화벽 어플라이언스를 구현했다. 소닉월 솔루션은 회사의 보안을

퍼스트 소스 LLC는 미국 버지니아 콜로니얼 윌
리엄스버그(Colonial Williamsburg) 외곽 토아노

강화했다. 또 로드 밸런싱을 지원하는 사이트간 VPN 액세스와 고속 인

(Toano)에 본사를 둔 50년 역사의 회사다. 이 회사

터넷 연결성으로 효율성과 협업 역량을 구현했다. 퍼스트 소스는 애플리

는 린트 린도(Lindt Lindor) 트뤼플, Ghiradelli 초콜

케이션 관리 기능을 통해 생산에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리

릿,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고급 바베큐 소스, 캐
비어 등 초콜릿과 특선 식품(Specialty food)을 유

소스를 집중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퍼스트 소스는 EDI 통합 기능을 지

통하고 있는 유통업체다. 소매 판매 경로는 하나

원하는 Dell 부미 아톰스피어(Boomi AtomSphere) iPaaS(integration

다. 이 소매 판매 경로와 온라인, 다른 소매 파트너
를 통해 전국의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고 성능이 높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Platform as a Service)를 구현, 상시 자동으로 주문을 받고, 상업 송장
을 발송하고, 출하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유지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하다.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보안한다
퍼스트 소스는 보안 기술 인프라를 구현해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누리게 되는 혜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우선 고객을 편

도입 제품과 서비스

안하게 안심시킬 수 있었다. 고객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고객 정보가 보호

•하드웨어 : Dell 소닉월 NSA 시리즈

결, 인터넷과 기업 네트워크간 네트워크 라우팅의 모든 부분을 확인한다.

D
 ell 소닉월 소닉포인트(SonicWALL SonicPoint) 무선 액세스 포인트
•소프트웨어 : Dell 부미 아톰스피어(Boomi
AtomSphere)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닉월 솔루션은 백업과 VPN 연
파크스와 팀원들은 여기에 더해 내부 콘텐츠 필터링으로 임직원의 트
래픽이 보안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닉월은 사용
자가 가장 많이 액세스한 웹사이트, 대역폭 사용량에 대한 상세 정보, 기
타 시스템 추적과 이용 양태 파악에 도움을 주는 상세 정보가 담긴 주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파크스는 “이 보고서는 네트워크 기능과 성능에 대한 대처에 있어, 미리 앞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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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소스 기술 운영 책임자 켈리 파크스는
"시스템 관리자 커뮤니티에서 이들 제품의
성능과 신뢰도에 대한 리뷰를 조사했다.
그런데 모든 리뷰가 소닉월(SonicWALL)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트간 협력(협업)
퍼스트 소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선택 이유 가운데 하나
는 소닉월이 사이트간 VPN 액세스 및 로드 밸런싱을 지
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닉월을 설치하기 전, 퍼스트 소스의
모든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퍼스트 소스
는 소닉월 어플라이언스가 제공하는 사이트간 VPN 기술
을 이용해 여러 사업장을 연결한 이후에야 프로젝트를 협

력적으로 추진하고,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업그레이드 전에는 회사의 여러 다
양한 제품 카탈로그, 고화질 그래픽 파일과 관련된 아주 큰 마케팅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보내야 했다.
파크스는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면서, 때론 정보가
수백 메가바이트에 달하는 아주 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추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
를 이메일의 첨부 파일로 다른 사람에게 발송할 수 없었다. 파크스는 “우리는 모든 장소를
네트워크 공유 및 폴더로 연결해, 한 장소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위치한 장소에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VPN 링크와 로드 밸런싱을 위한
연결로, 모든 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퍼스트 소스는 팀이 쉽게 협업하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있다. 파크스는 “사이
트간 VPN은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제로 다운타임
퍼스트 소스는 매달 2만 건의 전자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억 달러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퍼스트 소스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
퍼스트 소스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상시 위협을 방어하고, 주문 처리에 있어 속도와 품질을 높이
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었다.
•해결책 : 이 고급 식품(Gourment food) 유통업체는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상시 원활
하게 운영하기 위해 EDI 통합 기능을 지원하는 델 부미(Dell Boomi) iPaaS와 Dell 차세대 방화
벽 솔루션을 도입했다.
•장점 : 콘텐츠 필터링과 심층 패킷 분석으로 보안을 강화
사이트간(Site-to-Site) VPN 프로토콜과 로드 밸런싱으로 지역별 협력을 용이하게 만듬
실패(오류) 발생 시 시스템 롤오버를 지원하는 이중 루프 네트워크 구성으로 다운타임을 없앰
직원과 방문자용 별개의 안전한 와이파이 액세스와 안전한 모바일 VPN 액세스로 효율성을 높임
프로세싱 속도와 정확성, 매출을 높임
•솔루션 요약 :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Mobile Network Security)
애플리케이션 통합(Applicat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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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스는 2014년 초 시스템 엔지니어인 데이브 루퍼트를 채용했다. 파크스는 소닉월 어
플라이언스를 경험한 루퍼스와 함께 보안과 고장방지능력(Fault tolerance)를 향상시키
는 이중 루프 네트워크 구성을 설계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1차(프라이빗 광섬유 MPLS)
루프를 사용하는 장소, 5개 사업장 가운데 어느 곳이든 연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장소
가 자동으로 2차 네트워크 루프로 롤오버(roll over)되어 직원과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용
성을 제공한다.
루퍼트는 “라우터 가운데 하나가 4시간 동안 작동을 중단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켈리와 나는 연결이 끊겼다는 경고를 받았
다. 방화벽이 즉시 문제를 인식, 작동하고 있던 루프에서 장애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파크스는 “우리 고객들은 고객 서비스 시간이 오전 9시~오후 5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4시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방문,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효율성을 가져온 모빌리티(Mobility)
소닉월 보안 연결 앱은 직원들이 아주 좋은 속도의 VPN 액세스를 이용, 어느 장소에서

“사이트간 VPN은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켈리 파크스 | 퍼스트 소스 기술 운영 책임자

퍼스트 소스 기술 운영 책임자 켈리 파

는 중계 도구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튼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졌

크스가 2007년 합류했을 때, 이 회사는 10

NDR 공격을 감지한 이후에도 이를 제

다. 파크스는 인프라를 원활하게 계속 유

년 넘게 윈도우 NT 서버로 사업을 하고 있

거, 차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기술적

지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력과 함께 콘텐

었다. 파크스는 “이는 안전하지 못한 서버

으로 적법한(기준에 부합하는) ‘알림’이었

츠 필터링, 심층 패킷 검사 기능을 제공하

였다. 이에다가 퍼스트 소스는 전국적으로

기 때문이다. 이런 중계에 필요한 프로세

는 솔루션을 찾았다.

고객이 증가하면서 주문 처리의 속도와 품

싱이 퍼스트 소스 이메일 시스템을 정지시

파크스는 기술을 기준으로 시장의 보안

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퍼스트 소스

켰다. 비슷한 시기에 컨픽커(Conficker) 웜

제품을 비교하고, 수많은 고객 리뷰를 확

는 12년 된 서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프

바이러스가 퍼스트 소스 서버 운영체제를

인했다. 파크스는 “소닉월(SonicWALL) 어

라를 강화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

감염시켜, 기업 정보 시스템에 추가적인

플라이언스의 CPU와 정보 처리 능력을 봤

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대두됐다. 광범위한 스캔과 클린업

을 때, 2~3배 가격이 비싼 다른 머신과 동

후, 파크스는 기업 데이터에 더이상 위험

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템 관리자 커뮤니티에서 이들 제품의 성능

파크스의 판단이 옳았다. 2009년, 이메
일 서버가 NDR(Nondeliver Report) 공격
을 받았다. NDR 스팸은 대응하기 까다롭

처음에는 모 보안업체의 방화벽을 도입

과 신뢰도에 대한 리뷰를 조사했다. 그런

다. 특정 IP의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이메

했지만, 기능이 제한적이었고 축소와 확장

데 모든 리뷰가 소닉월을 가리키고 있었

일을 전송, 이메일 서버가 자동으로 오류

이 불가능했다. 이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다”고 덧붙였다.

를 보고하게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스패

퍼스트 소스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2

머는 서버를 수만 스팸 이메일을 발송하

차례 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면서 더욱 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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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지원한다. 파크스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갔다. 그러나 한 여름 수영장 근처에서, 데이브가 사용자 질문에 대
답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일이 있었다. 참고로, 데이브는 업무 처리가 능숙하다. 태블
릿을 가져와 누군가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 기능이 대다수 비즈니스를 앞서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어느 장소에서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파크스는 태블릿과 VPN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기능을 좋아한다. 그는 “태블릿에서 모든 사안과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상시 당면과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퍼스트 소스는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을 이용해 쉽게 네트

“하드웨어 성능, 소프트웨어 신뢰도,
활용도 측면에서 모두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켈리 파크스, 퍼스트 소스 기술운영책임자

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소닉월 소닉포인트(SonicWALL SonicPoint)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 회사
는 생산 네트워크와 100% 분리된 방문자 네트워크를 운용한다. 외부
의 고객 영업 담당자와 손님들이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
고도, 현장에서 쉽게 로그인 해 업무를 볼 수 있다. 이 기능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회의 동안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크스는 “이를 구현한 후, 제품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 하드웨어 성능, 소프트웨어
신뢰도, 활용도 측면에서 모두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EDI를 지원하는 Dell 부미
퍼스트 소스는 거래 파트너 및 고객과의 정보 공유, 주문 수령, 전자 송장, 실시간 로
지스틱스(물류) 및 출하(배송) 정보 전송에 EDI를 지원하는 Dell 부미 아톰스피어(Boomi
Atomsphere) iPaaS를 이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약 40개 거래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파크스는 “Dell 부미는 기하 분포(Geometric proportions)를 바탕으로 주문을 수령해
처리하는 역량을 높여준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주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EDI 시스템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했다.
퍼스트 소스는 EDI를 지원하는 Dell 부미 아톰스피어를 이용해 고객사 한 곳을 거래 파
트너로 유치했다. 온보딩 프로세스는 아주 빨랐다. 고객들은 빠르면서도 효율적으로 주문
과 송장, 출하 관련 서류, 기타 서류를 교환하고 있다.
파크스는 “Dell 부미 덕분에 업무가 손쉬워졌다. 사용자가 형태를 워크플로우 프로세
스로 바꿀 수 있는 직관적이고, 비지오(Visio)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시각적인 기능이 뛰어나며 다른 EDI 제품들 가운데 일부는 엑셀과 유사한 스프레드시
트, 명령줄 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반직관적인 인터페이스다”고 말했다.
퍼스트 소스는 포장해 출하할 850개 인바운드 구매 주문 처리에 아톰스피어의 EDI 기
능을 이용하고 있다. 이후 EDI 810으로 송장을 발송한다. 고객이 EDI 856을 요청하는 경
우, 퍼스트 소스는 아톰스피어로 사전에 출하(선적) 통지서, B/L(Bill of Landing), 기타
출하 제품에 동봉하는 서류를 발송한다. 고객은 이를 이용해 유통 센터에서 수령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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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할 수 있다.
파크스는 “Dell 부미 덕분에 기존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주문보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의 실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Dell 부미 EDI를 기반
으로 전자적으로 주문을 수령, 100% 정확하면서도 아주 빠르게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퍼스트 소스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 영업일이나 프로세스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개
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년 영업 전망을 개선하고 있다.

속도와 정확성, 매출 측면의 이점
아톰스피어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비
즈니스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주문의 정확도와 처리 속
도를 향상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파크스는 “주문 처
리에 있어 실수를 줄였다. 일부 경우에는 실수를 아예
없앴다. 또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게 됐다”고 말했다.
Dell 부미의 EDI 통합 기능은 주문에서 ‘현금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파크스에 따르면, 퍼스트 소스는 전국적으로 영업하
는 대형 고객의 경우 매달 수백 또는 수천의 전자 송장
을 발송해야 한다. EDI가 아닌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이
용하면 인시(Man hours)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고객에게 EDI로 송장을
발송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이들이 통상 적용하는 송장 접수 후 15일 또는 30일 주기로 결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DI의 보고 기능은 경영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동 설정한 일정에
따라 정보를 생성한 후, EDI 이메일 전송 시스템으로 이를 경영진에게 전달한다.
파크스는 “Dell 부미는 EDI를 훌륭하게 지원하는 환상적인 제품이다. 중소 기업 사고방
식을 버리고,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성능으로 영업과 송장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많은
고객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고 말했다. 또한 “EDI는 중소 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중견 기
업, 대기업 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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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고객과 파트너의 상생을 위한 보안 서비스의
시작, FWaaS(Firewall as a Service)
김봉춘 팀장 | SBCK NI Team 영업팀

일

반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구축한다’고 하면, 게이트웨이, 안티 바이러스, 안티 스
파이웨어, IPS, 애플리케이션 관리 등과 같은 여러 보안 기능이 탑재된 장비를 도

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경우,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고객과 이를 지원하는 파트너 등
여러 이해 당사자 간에 기술, 비용 등 여러 관점에서의 사전 논의가 필수적이다. 다음 내용
은 네트워크 보안 구축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이다.
- 네트워크 보안 구성에 대한 컨설팅
- 장비 도입을 위한 초기 구매 비용(CAPEX)
-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OPEX)
- 장애에 대한 기술 지원
- 설치 및 기술 지원 파트너

현재 네트워크 보안 장비는 보안에 대한 기능이 시장 요구에 맞춰 UTM(Unified Thread
Management) 또는 NGFW(Next Generation Fire Wall)로 통합되고, 제조업체 별로 독
보적인 보안 기능과 성능의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오히려 초기 도입 비용(CAPEX)과 운
영 비용(OPEX)에 대한 효율성과 이를 지원하는 파트너들의 지원 체계가 중시되고 있는
추세다.

고객과 파트너의 입장 차이
예를 들어, 기업고객 입장에서 살펴보자. 기업이 고가의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신종 네트워크 보안 이슈가 출현했을 때, 기존 도입한 장비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이 때, 또 다시 많은 초기 비용을 투입해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
해야 한다면 IT 예산 운영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파트너 입장에서 고객이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신규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지 보
수를 새로이 진행해야 한다. 물론 파트너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고객과 비용상의 이슈로 인해 비즈니스 관계상 불편한
상황에 자주 부딪힐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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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은 비용을 우선시 하고, 파트너는 자
사의 마진과 비즈니스 관계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네트워크 보안 시장 구조에서 어떤 합의점
이 있을까?

통신업체를 통한 리스 모델의 장단점
1차적인 대안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 통신업체를 통한 네트워크 장비 대여, 즉 서비
스 형태의 리스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업체들
은 기업 고객 대상으로 자사의 네트워크 회선과 1
년에서 3년까지의 약정을 설정한 월정액 기반 네
트워크 장비 리스에 대한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다.
이 경우, 기업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비용 상의 장점과 통신업체 회선을 함
께 사용함으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고객이 선호하는 모델이며, 통신업체,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
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 모델의 성격에 따른 여러 단점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 약정 설정 기간 내에는 장비 교체 불가함.
- 특정 통신업체의 통신 회선과 IT 장비 서비스에 종속됨
-통
 신업체의 경우, 단순 리스 방식이 대부분인 관계로 보안 관제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이 일반 구축
형보다 미흡함
- 리스 사업을 지원하는 특정 파트너에만 안정적인 매출이 집중됨

고객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걱정 없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자신들의 입맛
에 맞게 이용하고자 한다. 반면, 파트너들은 통신업체의 리스 사업 파트너 선정 유무에 상
관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원한다. 상생해야 하는 네트워크 보안 업
계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고객과 파트너들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보
안 모델은 무엇일까?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상의 전환
통신업체는 약정 서비스에 대한 금융 헷지(Hedge)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내는
월정액에도 사실 금융 비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모두를 충족하는 네트워크 보안 모
델을 거론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월
 정액에 대한 금융 비용을 제조사 또는 총판이 지원하고, 파트너가 통신업체에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면?
-네
 트워크 통합 보안(UTM) 장비 관련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추가로 파트
너를 통해 보안 관제까지 가능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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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모델은 제조사, 파트너, 고객의 상생관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를 기반으
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국내 선도 IT 총판인 SBCK는 사업에 대한 확신과 제조업체와 파
트너와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 모델을 출시하기로 했다.
우선 이 출발점으로 델 시큐리티(Dell Security)의 UTM/ NGFW 장비를 기반으로 네
트워크 보안 서비스 모델을 출시하게 되었다. SBCK가 고객에게 지원하는 월정액 기반의
서비스 모델은 FWaaS(Firewall as a Service)로 불려지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 SMB 시장에서 전세계 1위인 델 시큐리티의 소닉월(SonicWall) UTM 장비 제공
- 월정액 기반의 요금 체계(기본 12개월)
-C
 GS(Comprehensive Gateway Security) 기능 제공: 안티바이러스, 안티악성코드, IPS, 콘텐츠 필터
링, 애플리케이션 관리, 24시간 기술 지원
-고
 객의 요청에 따라 12개월마다 신규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 상위 장비로 업그레이드 시에는
월정액 변동)
- SBCK 전문 파트너가 컨설팅, 설치, 유지보수 지원
- 약정에 대한 금융 비용 헷지가 월정액에 반영되지 않음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는 도입 및 운영 비용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제공하고,
파트너는 안정적인 매출과 고객 관리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상생 사업 모델이
다. 통신업체와 특정 파트너 위주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 리스 모델 위주의 시장에서의 경
쟁이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을 창출하려는 SBCK의 도전이 신선한 바람으로 업계
에 인식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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