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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한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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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필수가 된 차세대 보안 전략과 정책
사이버 위협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해가고 피해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사이버 보안이 이처럼 중요한 때

는 역사상 없었다. 지난 수년동안 엄청난 사이버 보안 사건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의 보안은 기

업 존속의 기본 기술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안의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기업의 새로운 안전망이 될 

차세대 보안 전략과 보안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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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사고가 초래하는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 이번 기사에서는 데

이터 유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평판 손상, 사고 비용 발생, 주

가 하락, 규제 당국의 주목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지난 3년 간 사이버 보안 침

해 사고를 당한 CEO 4명이 직면한 운명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각 보고서, 보안 사고가 초래하는 가장 큰 손실은 기업 평판 

워렌 버핏은 “20년 동안 평판을 구축하고, 5분 만에 이를 망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포네몬 인스터튜트

(Ponemon Institute)가 발표한 “2015년 데이터 침해 피해 연구: 글로벌 현황 

분석(2015 Cost of Data Breach Study: Global Analysis)”에 따르면, 정보 

보안 침해 사고는 고객 이탈율 증가, 고객 획득 비용 증가, 평판 피해, 신용 손

상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PwC가 발표한 ‘2015년 정보 보안 침해 사고 조사(2015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Survey)’는 “가장 큰 피해를 묻는 질문에 39개 조직 중 16

개 조직이 평판에 초래되는 피해가 가장 크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

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30%였지만 올해에는 41%로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

‘2015 글로벌 위험 관리 서베이(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보고서

에서, 에이온(Aon) CEO 그레그 케이스는 “2007년 이후 첨으로 브랜드와 평판

에 초래되는 피해가 가장 큰 위험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위험이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대 위험으로 진입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14년 동안 이 두 위험의 상

관관계가 확인됐다. 데이터 침해 사고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낮췄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보 보안 침해는 기업의 좋은 브랜드 이미지, 고객을 앗아가고, 신규 고객 획

득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회를 감소시킨다. 또한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

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신원 도용의 부

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감안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

고 있다.

데이터 유출 사고, 
CEO 해고까지 야기한다

Richard Starnes | CSO

Issu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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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보안 사고 비용

포네몬 인스터튜트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가 조사 대상 기업에 초래한 비용

이 지난 2년 간 평균 23%가 증가해 379만 달러에 이르렀다. PwC의 2015 정보 

보안 침해 서베이도 유사한 추세를 제시하면서 사고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

세라고 분석했다. 

중대한 침해 사고 1회가 대기업에 발생시키는 비용은 144만 5,000파운드

(21억 2,000만 원)~314만 파운드(46억 1,200만 원)며, 중소기업의 경우 7만 

5,200파운드(1억 1,000만 원)~ 31만 800파운드(4억 5,600만 원)다. 이는 비즈

니스 방해, 사고 대응에 투자한 시간, 비즈니스 기회 상실, 벌금, 자산 피해 등

을 감안한 피해액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

ies, CSIS)는 사이버 범죄와 산업 스파이가 매년 세계 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이 

4,450억 달러(526조 4,3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글로벌 소득의 약 

1%에 해당된다.

굳이 정보 보안 사고의 ‘긍정적인 측면’을 꼽자면, 주가에는 단기간 영향을 미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엘레나 크보츠코와 라지브 판트는 HBR(Harvard 

Business Reveiw)에 기고한 ‘데이터 침해가 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유’라

는 글에서 “지난 수년 동안 대형 보안 데이터 침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가는 

침해 사고 직후 소폭 하락한 후 즉시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크게 

주목을 끈 4개 정보 보안 침해 사고 가운데 3개에는 이런 주장이 적용된다. 그

러나 가장 최근 발생한 사고는 이런 주장이 적용되지 않았다.

 
표│정보 보안 사고 발표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 추이

(표)에서 알 수 있듯, 3개 회사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극

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톡톡(TalkTalk)는 예외였다. 사고 대응 방식, 프라이

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 수많은 고객 이탈에 대응한 방식의 문제였다. 톡톡은 

영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유료 TV,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회사다. 칸타르 월드패널(Kantar Worldpanel) CID(Consumer 

Insight Director) 임란 초드리는 고객 신뢰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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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더이상 톡톡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가

정용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이 신규 고객 획득을 기준으로 지난 분기 대비 4.4% 

하락했다. 3개월 동안 가입한 가입자 중 신뢰가 가입 이유라고 대답한 비율은 

시장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4%에 불과했다. 톡톡은 가정용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했다. 신규 유치 고객 중 프로모션 때문에 서비

스를 선택한 비율이 약 1/3에 달했다. 하지만 데이터 침해 사고 이후 많은 잠재 

고객을 상실했다. 톡톡가 침해 사고를 극복하려면, 좋은 가격 이상의 것을 제공

해야 한다.”

규제 당국의 주목

HIPPA 아래에서만 의료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만이 2004년 6,534건에

서 2014년 1만 7,779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HHS(Health 

and Human Service)가 접수한 불만만 12만 3,065건에 달한다. 11월과 12월

을 제외해도, 2014년에 비해 592%가 증가한 것이다. 의료 부문은 대부분의 데

이터 침해 사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NHS가 사고, 규모, 소유한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의 관심과 주목으로 벌금형이 부가되거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인 언론 보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 당국의 관심과 언론의 부정적

인 보도가 증가했지만, 보고된 침해 사고 건수에 비교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사

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정보 보안 침해 사고는 감시 감독

과 벌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해 미국 FCC(Federal Com-

munications Commission)의 벌금 부과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또 

최근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은 법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는 규제 당국의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안 사고가 CEO 운명을 좌우한 사건들 

-  타겟(Target) : 2014년 5월 8일 포브스(Forbes)는 타겟의 회장이자 CEO였던 그레그 스

테인하펠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보도했다. 중대한 데이터 침해 사고와 캐나다 시

장 진출 실패가 이유였다. 스테인 하펠이 CEO에서 쫓겨난 이유가 전적으로 침해 사고 

때문만은 아니었다. 캐나다 시장 진출 실패도 큰 이유였다.

- �홈디포(HomeDepot) : 프랭크 블레이크 CEO는 2014년 9월 침해 사고가 공개되기 얼마 

전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후임 CEO에 사고 대응 책임을 떠넘길 

수 없었다. 블레이크는 홈디포가 사고로 초래된 문제를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했

다. 홈디포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는 2015년 2월 홈디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  소니(Sony) :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의 2015년 1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소니

의 에이미 파스칼 전 CEO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는 2014년 12월 데이터 침해 사고 때문

이라고 인정했다.

-  톡톡(TalkTalk) : 현재 톡톡의 CEO는 디도 하딩이다. 이 회사는 최근 2015년 10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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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보안 사고로 고객 10만 명을 잃고, 6,000만 파운드(881억 3,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

했다고 발표했다. 톡톡은 와이프로(Wipro) 직원 3명이 톡톡 해킹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

와 같은 발표를 했다.

정보 보안 침해 사고는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수익

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지 않다. 톡톡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

다. 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언론에 많이 다뤄지면 규제 당국은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주목이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사이버보안 침해 사

고는 타겟과 홈디포, 소니의 CEO에 큰 영향을 미쳐 침해 사고 발생 6개월 이내

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톡톡의 경우는 아직 CEO가 바뀌지 않았다. 정보 보

안 침해가 기업에 초래하는 장기적인 위험으로 바뀌고 있다. 어쨌든 기업 CEO

에 미치는 단기적인 위험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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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경력 관리 가이드 
워즈니악으로 남을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될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IT 업계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개발자도 다시 한번 이력서를 다듬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세울 시점이다. 최신 개발 언어부터 대인 관계 스킬까지 

개발자 경력을 관리할 때 꼭 갖춰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사항을 모두 정리했다. 막 개발자가 된 신입 사원, 이직을 도모하는 

중간 관리자, 관리직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고급 경력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관리자 입문 가이드

 ‘작은 준비들이 당락 가른다’ 취업 면접 팁 13가지

 지금 당장 마스터해야 할 개발자 기술 13가지

 개발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커리어 실수 7가지

 모두가 원하는 개발자 되기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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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 Trends 

“MTD 대 MTD” 공격과 방어의 끝없는 전쟁: ‘기만’의 양면 

 Tech & Tips 

APT에 대응한 방어 5가지 팁 

 Solution

포티넷 보안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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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방안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뚫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APT는 기존 방어 개념을 흔들고 있다. 기존 방어선 기반의 보안을 

무력하게 만든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안업체들은 이에 대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뚫리고 막기를 반복하는 공격과 

방어 전쟁 속에서 기업들은 적절한 보안 전략과 실행이 필수적 과제가 됐다. 차세대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프로세스를 구

축하고 침해사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I D G  S u m m a r y │ Datacenter Care – Infrastructure Automation

“기술보다 내부 역량” 
IT 혁신을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 자동화 전략
기업 IT 인프라의 최종 목표로 여겨지는 하이브리드 IT 환경의 핵심은 역시 인프라 자동화이다. 문제는 인프라 자동화가 서버 자

동화나 스토리지 자동화처럼 특정 하드웨어를 위한 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구축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 인

프라 자동화는 단순히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구축하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자동

화 역량을 내재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조건과 방법론, 그리고 관련 역량을 내재화하

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까지 알아 본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I D G  M a r k e t  P u l s e │ Web Browser 

2016년 웹 브라우저 사용 현황과 
최고의 웹 브라우저
2016년 웹 브라우저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부터 IE 구버전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크롬이 왕좌를 차지하는 등 웹 브라우저 시장이 재편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내에서는 IE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은 PC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IDG가 실시한 2016년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2016년 최고의 브라우저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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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익스플로잇과 위협 경로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은 

제한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할당,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위협에 대

해 튼튼히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협 지능(Threat Intelligence)이 필

요하다. 

‘강력한 보안 태세를 구축하는 사이버 위협 지능의 중요성(Importance of 

Cyber Threat Intelligence to a Strong Security Postur)’이라는 보고서는 

위협 지능이 효과적인 보안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  지난 1년간 중대한 보안 침해 사고를 경험한 조사 대상 기업의 비율이 40%, 침해 사고 

발생 시 위협 지능(Threat Intelligence)이 있었다면 이를 방지하거나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80%에 달했다.

-  현재 이행하고 있는 사이버 방어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소속 회사의 방어책이 튼튼하

다고 대답한 비율이 36%에 불과했다.

-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피해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 데이터를 증가시키고 있

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절반에 달했다.

-  지능이 수초 또는 수분 만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6%에 달했다. 이들은 

위협 지능 솔루션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실시간으로 지능을 구현하고, 소스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  무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49%였다. 이들은 무료 소스의 인텔리전스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힘들어,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 향후 2년 동안 위협 지능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3이었다.

웹루트(Webroot) 기업마케팅 부사장 패트릭 케네디는 “기업들이 새로운 웹 

위협 파악과 저지에 애를 먹고 있다. 과거보다 덜 알려진 위협을 분석해야 하고, 

기존 보안 기술로는 빠르게 변하는 위협 지형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유입되는 데이터의 위험을 평가하고, 보안 사

고를 줄이고, 공격에 성공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위협 지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사이버 위협 지능

Tony Bradley | CSO

Te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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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값진 이유, 위협 지능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국가 안보에 

비유해보자. 모든 것이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상 가능한 시나

리오에 대응할 시간, 돈, 인적자원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위협 지능(정보)을 수

집,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여기에 대응할 수 있

는 자원을 할당한다.

모든 위협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공격에 성공했을 때 조직에 초래되는 영향

도 다르다. 다만 모든 위협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협 지능은 기

업이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안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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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크 놀 로 지  및  비 즈 니 스  의 사  결 정 을  위 한  최 적 의  미 디 어  파 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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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감사를 하는 동안 고객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책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안을 책임질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IT 부서가 시간이 날 때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IT 부

서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치하고, 과

거 기술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핵심 IT 정책 10가지를 설

명한다. 물론 모든 정책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교육 목적에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출발은 거버넌스부터

거버넌스가 출발점이다. 먼저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의 사이

버 보안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부터 살펴보자. 기본(Baseline)에서 고급(Ad-

vanced)으로 발전하면서 보편적이거나 모호한 정책이 더 상세해지고 선행적(

미래 예방적)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정보 보안과 비즈니스 연속성 프로그

램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나 이

를 위한 위원회에 책임을 져야 할 관리자를 

지정한다. 고급 모델에서는 이사회나 위원

회가 승인한 사이버 RAS(Risk Appetite 

Statement, 위험 수용 및 대응 계획)가 전

사적인 RAS의 일부가 된다. 

정책은 시스템 보안 관리의 필수 기반

이제 출발점인 거버넌스가 준비됐다. 이제 최소한 갖춰야 할 10대 IT 정책을 

알아보자. 실제로는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부와 2부로 나

누어 각각 5개씩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정책은 시스템 보안 

관리의 필수 토대다. 정책이 지나치게 길거나 장황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내용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할 핵심 IT 정책  
“보안 계획의 기초가 되는 IT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하기” - 1부

George Grachis | CSO 

How to

IT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 구조,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조직의 IT 부서가 조직 

전략과 목적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 IT거버넌스협의회(IT Governance Institute, IT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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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면 ‘묵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사용자가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도

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다. 또한 일반적인 탬

플릿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요구사항이 

각 사마다 고유하다. 따라서 문화와 기술,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기준, 비즈

니스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De-

partment of Defense)와 자동차 판매업체의 위험 성향은 크게 다르다. 다음은 

반드시 다뤄야 할 IT 정책들이다.

1.�제한적�사용�정책(Acceptable�Use�Policy,�AUP)

2.�보안�인식

3.�정보�보안

4.�DR/BCP(Disaster�Recovery/Business�Continuity�Planning)�

5.�변화(변경)�관리

6.�사고�대응

7.�원격�액세스

8.�BYOD(Bring�Your�Own�Device)

9.�벤더�액세스

10.�미디어�폐기,�유지,�백업

1. 제한적 사용 정책(AUP) 

제한적 사용 정책(Acceptable Use Policy, AUP)은 모든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보한다. 

AUP는 모든 직원들에 해야 할 행동(Rules of the road)을 숙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 이 정책을 통해 기업 리소스에 대해 규정한다. 컴퓨터 네트워

크, 호스트 컴퓨터, 파일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통신 서버, 메일 서버, 팩스 

서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법무 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법무 부서

가 정책 수립에 이용할 수 있는 표준 AUP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다음은 AUP

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영역들이다.

- 액세스

- 컴퓨터 리소스 이용

-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 포기 

-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

- 비밀번호 책임 

- 이메일의 표준 푸터(꼬리말)  

- 영업 비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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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

- 불법 복제(복사)

- 부적절한 자료 또는 불법 자료 

- 속성 정보 수정

- 다른 사용자 파일에 액세스

- 다른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액세스

- 컴퓨터 보안

- 암호화 소프트웨어 사용

- 컴퓨터 리소스 모니터링 

- 원격 액세스

- 개인 장치

- 유지관리, 수정, 추가 금지

2. 보안 인식

보안 인식은 모든 사용자에게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초래할 행동에 대

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컴퓨터 보안 사고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즈니스 방해가 원인이 된 비용이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위험을 줄이고, 보안 사고로 초래될 비용을 억제

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및 컴퓨터 

액세스를 막고, 사용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보안 사고를 조기에 감지해 경감

해야 한다.그리고 권장되는 내용을 ‘주요 항목’으로 명확히 강조해야 한다.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  매달 보안 인식 제고에 목표를 둔 뉴스레터를 전 직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가장 최

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 소셜 엔지니어링 등 최신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온라인을 통해 또는 직접 보안 인식 제고 교육을 수립해 실시하고, 모든 직원들이 참여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한다.

-  이 밖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여기에서 소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정책을 고수준으로 유지하고, 특정 정책 아래 절차와 관련해 특정 서

버 이름을 상세히 기록한다.

3. 정보 보안

정보 보안은 기업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사람과 프로세

스,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보 보안 정책이 갖춰야 할 형태가 있다. 목적은 프로그램의 관리, 인사, 기

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 보안의 단

일 접점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다. IT 관리자, 보안 분석가, 또는 특정인을 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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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보 보안 시스템의 역할

B. 정보 보안의 정의

C. 정보 보안 환경과 범위

D. 정보 보안 조직 및 직원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정해야 할 정보 보안 정책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액세스 관리

2. 정보 액세스

3.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4. 기업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 ID 발급

5. 익명 사용자 ID

6. 비밀번호 정책

이 밖에 소셜 엔지니어링, 피싱, 스피어 피싱, APT, 스팸 등을 추가한다.

4. DR/BCP(재해 복구,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DR/BCP에서는 기업이 올바른 DR/BCP 계획을 수립해 테스트하는 것이다.

DR/BCP 계획은 실시간 위험 관리에 도움을 준다. 서비스 공격, 홍수, 화재, 

허리케인, 기타 등 서비스 방해를 초래하는 모든 재해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비즈니스 연속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목적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는 이중화 시스템 및 인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재해 복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서비스에 방해를 초래한 허리케인, 화

재, 홍수 등의 재해를 복구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연속성을 상실

했다면, DR/BCP 계획은 고안, 계획 수립, 테스트에 비즈니스 부서가 항상 참

여해야 한다. 핵심 부서나 비즈니스 부서가 복구 전략에서 자신이 책임진 역할

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재택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혹은 허리케인이 발생했다면, 직원들이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집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수 있다. 이 점

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허리케인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를 돌보기 전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구 전략 부분에서는 복구계획 소개 부분에서 규명한 각 시나리

오에 적용해야 할 광범위한 전략을 요약 설명한다. (그림)은 선가드의 DR/BCP 

리스트다.

-  복구�과업 : 앞서 설명한 각 전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특정 복구 활동과 소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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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복구�인력 : 일반적으로 DR/BCP 계획은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 노력에 참여하는 사람

들을 규명한다.

-  계획�타임라인(스케줄) : 많은 계획에 계획을 시행하는 단계를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통상 플로우 차트 형태).

-  핵심�벤더와�이들의�RTO(Recovery�Time�Objective) : 이 부분에서 일상 운영과 복구 

전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벤더 리스트, 벤더가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복구 시간을 제시한다.

- �핵심�장치/리소스�요건 : 계획은 계획 이행 후 일정 시간대에 배치되어야 할 자원의 양

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컴퓨터(VPN 

액세스 지원 또는 미지원), 전화기, 회의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변화(변경) 관리

변화 관리는 말 그대로 변화를 관리, 승인, 추적하는 것이다.

기업 IT 부서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변화하는 때가 많다. 여러 이유로 시

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수정, 교체해야 한다. 변화를 관리하지 않을 경

그림│선가드의 DR/BCP 

출처. Sun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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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방화벽 업데이트가 비즈니스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제한이 미흡해 데이터가 

손실 또는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할 때 예상하

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 관리는 특정 변화가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에 초래할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변화 관리는 

변화가 잘못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변화 관리란 변화 발생 전에 리더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이해

해, 변화를 승인하도록 도움을 준다.  

변화 관리의 범위는 기업 XYZ의 시설에 위치한 모든 생산 환경 시스템의 소

프트웨어 구성, 계획, 설계를 책임지거나, 여기에 액세스하는 모든 직원이 정책

의 범위로 포함된다(외부 벤더도 포함). 또한 예정된, 또는 예정되지 않는 변경

이 이뤄질 경우, 변화 관리 절차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예정, 미예정, 성공, 실패는 상관 없다.

-  모든 변경에 대해 변화 관리 로그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 XYZ의 정보 시스템은 모두, 위

에서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시스템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한다.

-  관리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액세스 포인트, 이와 관련된 위험 및 취약점을 파악해 검토

해야 한다.

-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 지점, 서비스, 연결된 하

드웨어 구성 요소(인터넷,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원격 다이얼-업), 운영 시스템을 설명

해야 한다.

- 조직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각 조직이 수립해 이행해야 할 나머지 정책 5가지를 소개

할 것이다. 사실 전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원

할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시기를 알아야 한다. 정책은 보

안 및 컴플라이언스의 토대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

째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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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책은 흥미롭지 않으며 이를 작성하기 좋아하는 사람

도 드물다. 하지만 정책은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다. 정책은 길

거나 장황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많거나 너무 복잡한 경우 쉽게 무시될 수 있다. 

정책은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사용자가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도

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다. 기본적인 탬플릿으

로 정책을 이행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요구사항은 각 사마다 

고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와 기술,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기준, 비즈니

스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1부에서 정책 1부터 

5까지를 다뤘다. 이제 나머지 5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6. 사건 대응(Incident response)

사건 대응은 감염된 데스크톱,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DDoS 공격 등으로

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비즈니스 연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DDoS 공격은 비즈니스 연속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사건 대응 계획에 착수하기 좋은 것이 

NIST 800-61 컴퓨터 보안 사건 처리 가이드(Computer Security Incident 

Handling Guide)가 있다(http://nvlpubs.nist.gov/nistpubs/SpecialPub-

lications/NIST.SP.800-61r2.pdf). 이 NIST 가이드에 따라 사건 대응 역량 

수립에는 다음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건 대응 정책 및 계획 작성

- 사건 처리 및 보고 수행을 위한 절차 수립

- 사건에 대해 외부 당사자와 소통하기 위한 지침 설정

- 팀 구조 및 인력 확충 모델 선택

-  사건 대응팀 그리고 내부(법무 부서 등) 및 외부(사법 기관 등)의 기타 그룹 간 관계 및 

의사소통 라인 수립

- 사건 대응팀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결정

- 사건 대응팀 인력 확충 및 교육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할 핵심 IT 정책  
“보안 계획의 기초가 되는 IT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하기” - 2부

George Grachis | CSO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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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을 정의해 보자. 컴퓨터 보안 사건은 컴퓨터 보안 정책, 용인 가능

한 사용 정책, 표준 보안 정책의 위반 또는 임박한 위반 위협이다.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에게 이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된다는 팝업이 표시되고 비용, 즉 몸값

을 지불해야 파일의 잠금을 해제하는 키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공격자는 봇넷(Botnet)에 명령해 웹 서버에 많은 연결 요청을 전송함으로써 

충돌을 유발한다. 

사용자는 사실 악성코드(Malware)인 이메일을 통해 전송된 “분기 보고서”

를 실수로 열게 되고, 해당 툴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가 감염되고 외부 호스트

(Host)와 연결된다. 다음 그림은 사건 처리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 대응 정책 정리

NIST 800-612.3 사건 대응 정책, 계획, 절차 생성(Incident Response Pol-

icy, Plan, and Procedure Creation)의 7페이지에 있는 안내를 따른다. 여기

에서는 사건 대응과 관련된 정책, 계획, 절차를 논의하고 외부 당사자와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사건 대응을 관장하는 2.3.1 정책 요소 정책(Policy Elements Policy)은 조직

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에는 ‘정책의 관리 약속 및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진술’이라는 핵심 요소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7. 원격 액세스(Remote access)

원격 액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공간 제약, 원격 사무실, 재택 근무자, 아웃소싱

된 벤더 활동의 빈도가 증가해 원격 액세스를 허용하면서 기업 네트워크를 보호

하는 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격 액세스의 목표는 어느 호스트에서나 자신의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표준은 기업 자원 무단 사용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기업의 잠재적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 

정책은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사 소유 또는 개인 소유의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가진 회사의 모든 직원, 하도급업자, 벤더, 대리인

그림 1│사건 처리 주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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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된다. 다음의 정책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회사의 기업 네트워크에 원격 액세스 권한이 있는 회사의 직원, 하도급업자, 벤더, 대

리인은 원격 액세스 접속을 사용자의 회사에서 접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해

야 한다.

-  개인용 컴퓨터에서 회사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일반적인 여가용 인터넷 액세

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  안전한 원격 액세스는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보안 암호화 VPN 터널(Secure 

Encrypted VPN Tunnel)과 하드웨어 토큰(Token)을 통한 다중 인증 활용을 통해 통제

를 실행한다.

-  회사의 그 어떤 직원도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자신의 로그인 또는 이메일 비

밀번호를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원격 액세스 권한이 있는 회사의 직원은 반드시 회사의 기업 네트워크에 원격 접속되는 

자신의 회사 소유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이 사용자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개인용 네

트워크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회사의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이 있는 회사 직원 및 하도급업자는 절

대로 자신의 것이 아닌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을 위반하면 정직원 및 계약직 종료가 포함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의 경우 고용 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턴 

또는 자원 봉사자의 경우 해고된다. 또한 당사자는 회사 정보의 액세스 권한을 

상실한다.

8. BYOD(Bring Your Own Device) 

BYOD 기기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기기는 안드로이드(Android) 6.0 이상, iOS 9.x 이상의 운영체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  사용자 기기는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비밀번호를 반드시 암호화된 비밀번호 저장소

에 보관해야 한다.

3.  기기는 반드시 사내 비밀번호 정책을 준수하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해야 한다. 

이 비밀번호는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크리덴셜(Credential)과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된다.

4.  IT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내부 기업 네트워크에 직접 연

결할 수 없다.

사용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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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만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로딩해야 한다.

2.  사용자는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모든 기기에 대해 반드시 회사의 IT 부서에 즉시 보

고해야 한다.

3.  수상한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회사 데이터에 무단 액세스하는 경우 반드시 사

내 사건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4.  기기가 탈옥(Jailbreaking) 또는 루팅(Rooting)하거나 금지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

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펌웨어(Firmware)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5. 사용자는 해적 소프트웨어 또는 불법 콘텐츠를 자신의 기기에 로딩해서는 안 된다.

6.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또는 애플(Apple) 앱 스토어 등 승인된 출

처에서만 설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는 금지된다. 애플리케이션

의 출처가 승인된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 IT 부서에 문의한다.

7.  기기는 제조사 또는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최신 패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패치를 최

소한 매주 확인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적용해야 한다.

8.  활성화된 최신 악성코드 방지 보호책이 없거나 사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PC에 기

기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9. 기기는 회사의 준수성 표준에 따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10.  사용자는 자신의 기기에서 개인 및 업무용 이메일 계정 병합에 주의해야 한다. 반드

시 기업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서만 기업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사용자는 회사 데

이터가 개인용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본문 또는 첨부 파일로 전송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IT 부서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11.  (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업무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미디어 파일 등의 기기 콘텐츠를 백업 또는 동기화하기 위해 기업 워크스테이션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벤더 액세스(Vendor access)

벤더 액세스 정책은 기업 정보 시스템 벤더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정의한다. 벤더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지원 및 고객을 위한 운영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벤더는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인, 복사, 수정하며 로그를 감사할 수 있고 소프

트웨어 및 운영체제 문제를 시정한다. 또한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 및 미세 조

정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성능 및 오류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환경 시스템을 수

정하며 알람 한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벤더가 확인, 복사, 수정, 제어할 수 있

는 것에 대한 한계 및 제어 설정으로 회사의 수익 손실, 법적 책임, 신뢰 상실, 

망신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킨다.

벤더 액세스 정책의 목적은 회사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벤더 액세스 규칙을 수

립하고 서비스(A/C, UPS, PDU, 화재 진압 등), 벤더 책임, 회사 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다.

벤더 액세스 정책의 범위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 자산 설치와 기존 정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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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유지보수, 모니터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벤

더 액세스를 승인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벤더는 다음과 같은 지정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적용되는 모든 회사 정책, 

활동 기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벤더 합의 및 계약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정해야 한다.

-  회사는 벤더를 위한 IT 담당자를 제공한다. 담당자는 벤더와 협력해 벤더가 이런 정

책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적절하게 사항들을 추가한다.

안전, 프라이버시, 보안, 감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 용인 가능한 사용 

정책 등 지정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벤더가 액세스해야 하는 회사 정보

2. 벤더가 회사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

3. 계약 종료 시 벤더가 소유한 회사 정보의 반환, 파괴, 폐기 등에 대해 용인 가능한 방법

4.  벤더는 반드시 비즈니스 합의의 목적을 위해서만 회사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사용

해야 한다.

5.  계약 과정에서 벤더가 획득한 기타 회사 정보는 벤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

나 타인에 누설할 수 없다.

벤더 액세스 정책을 위반하면 정직원 및 계약직 종료가 포함될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의 경우 고용 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턴 또는 자원 봉사자의 경우 해고된다. 또한 사람들은 회사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하고 민형사 상 고발된다.

10. 매체 파괴, 보존, 백업

- 데이터 보존 및 백업 정책 

전자 백업은 자연 재해, 시스템 디스크 드라이브 고장, 스파이 행위, 데이터 

입력 오류, 시스템 운영 오류 등의 발생 시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복구를 가능

하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 요건이다.

회사 데이터 보존 및 백업 정책의 목적은 회사 전자 정보의 백업 및 저장을 위

한 필수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의 범위는 회사 내에서 정보 시

스템 설치, 지원, 보안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시스템 매트릭스(Matrix)에서 지정된 모든 필수적인 정보 시스템은 최소한 1

주일에 한 번씩 이동식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모든 백업은 반드시 자사의 IT 절

차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백업 절차 문서에 따라 암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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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빈도 및 범위는 반드시 데이터 소유자 및 해당 위험 평가로 판단한 정보의 중요

성과 용인 가능한 위험에 따라야 한다.

-  각 시스템의 회사 정보 시스템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매년 검토

하며 정기적으로 연습해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백업은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 적절한 진술을 추가한다.

회사 데이터 보존 및 백업 정책을 위반하면 정직원 및 계약직 종료가 포함될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의 경우 고용 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턴 또는 자원 봉사자의 경우 해고된다. 또한 사람들

은 회사 정보의 액세스 권한을 상실하고 민형사 상 고발된다.

- 매체 파괴 정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장비가 오래된 경우 구형 하드웨어를 안전한 방법으

로 폐기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정책은 안전한 HDD/자기 매체 파괴

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준의 개요를 서술하기 위해 작성됐다.

매체 파괴 정책은 안전한 HDD(Hard Disk Drive), MTM(Magnetic Tape 

Media), 플로피(Floppy), CD/DVD 파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정의한다.

이 정책은 HDD/자성 매체를 안전한 방법으로 파괴해야 하는 회사의 모든 직

원과 관련되어 있다. HDD/자성 매체 파괴 정책은 폐기, 파괴해야 하는 모든 

HDD/자성 매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파괴해야 하는 모든 HDD의 일련번호 목록을 작성한다.

- 공인된 안전한 전자 하드웨어 폐기 기업에 문의한다.

-  완벽한 감사 추적을 위해 발행하는 RFID 태그가 적용된 자물쇠로 잠기는 상자를 요

청한다.

- 안전한 용기에 모든 자료를 넣고 운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  폐기 기업은 제품 도착 시 귀하에 연락하고 확인하는 IP 카메라를 활성화하도록 요청

하며 RFID 추적으로 용기를 검증한다.

- 적절한 진술을 추가한다.

매체 파괴 정책을 위반하면 정직원 및 계약직 종료가 포함될 수 있는 징계 조

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의 경우 고용 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턴 또는 자원 봉사자의 경우 해고된다. 또한 사람들은 회사 정보의 액

세스 권한을 상실하고 민형사 상 고발된다.

결론

탄탄한 IT 정책은 IT 거버넌스의 기초다. 임원은 반드시 기업 전략 계획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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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거버넌스를 포함시키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짧은 최신 정책을 통해 모두

가 조직 내 기술 사용에 관한 규칙을 파악한다.

많은 기술 정책이 모든 직원에 적용되지만 일부는 IT 부서에 좀 더 엄격히 적

용된다. 예를 들어, 용인 가능한 사용 정책은 모든 사용자에 적용되지만 벤더 액

세스 정책은 회계, HR, IT 부서에만 적용될 수 있다.

수십년 전 IT 부문에서 시작한 정책은 이후 수많은 새로운 정책이 등장했다. 

BYOD,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도 그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어떤 새로

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항상 조직의 이익을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를 통한 통

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문제는 항상 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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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에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은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사

이버 범죄자, 적대국, 핵티비스트(hacktivist) 등 다양한 공격자들은 끊

임없이 정교하게 침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협 환경 또한 계

속해서 진화합니다.

레이어 3 및 레이어 4 인스펙션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방화벽은 오늘날 위협 

환경에서 역부족입니다. 차세대 방화벽에서 기능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

신 공격의 속도와 다양성에 맞설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새로

운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벽은 알려진/새로운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방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기존 방화벽 관리는 분산형 보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람의 실수와 작업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

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동화되고 다이나믹한 방식으로 최신 위협에 거의 실시간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화벽입니다.

데이터센터를 보호하는 기업의 과제 

전통적인 데이터센터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리함에 있어

서, 보안은 필수 요소입니다.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요구와 조직의 

디지털 자산 보호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보

안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직된�전용�보안�플랫폼 : 일부 방화벽 솔루션들은 클라우드 기반 위협 데이

터를 사용하나, 대개 이러한 데이터가 독점적이고 방화벽에 사전 구성되어 있

으며 경직된 관계로 고객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효과�없는�보안 :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소스들이 시장에 넘

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피드 대부분은 즉각적인 적용이 불가

능합니다. 따라서 방화벽이 이러한 데이터 피드를 정책 내에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최적의 보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한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보호

자료 제공 | Juniper Network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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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된�주소�그룹 :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주소 목록을 기반으로 검사 

또는 차단을 적용하고, 이러한 목록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방화벽 정책을 매

번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고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 방화벽�성능 : IPS, 애플리케이션 검사 같은 방화벽 서비스들은 대부분 급격

한 성능 저하를 야기합니다. 특히,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 항목들은 단일 방

화벽 디바이스에 순식간에 수천 개 이상 추가되어 성능 이슈를 초래하고 불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위협 인텔리전스

를 활용함에 있어서 리소스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분산된�정책�관리 : 네트워크 전반의 방화벽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화벽 전반

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안정적이고 중앙화된 웹 기반 관리 솔루션이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주니퍼 네트웍스 SRX 시리즈 방화벽 및 보안 인텔리전스

주니퍼는 SRX 시리즈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지능화되고 정교한 위

협들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확장가능한 보안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SRX 시리즈는 기업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UTM 서비스, 차세대 

방화벽 서비스, 다이나믹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구

축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다수의 인텔리전스 피드들(미가공 또

는 가공)을 통합, 정규화, 분석하여 방화벽 실행 포인트에서 실행되는 보안 정

책들로 다이나믹하게 배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SRX 환경의 핵심인 개방적

이고 확장가능한 프레임웍에 의해 구현됩니다. 이러한 개방형 프레임웍은 위협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텔리전스 피드가 진화하고, 보안 관리자가 굳건한 

보안 태세 유지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계되

었습니다.    

보안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통한 주니퍼 SRX 시리즈 - 3단계 접근 방식

1.�보안�인텔리전스�데이터는�Spotlight�Secure�Connector와�공유됩니다.�

A.  Spotlight Secure가 최신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를 수집, 정리하여 Spot-

light Secure Connector로 전송합니다. 현재 C&C(command and con-

trol) 및 GeoIP 주소 피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B.  로컬 인텔리전스 데이터(고객 또는 타사 피드)가 Spotlight Secure Con-

nector로 전송됩니다. 

2.�Spotlight�Secure�Connector가�보안�인텔리전스를�다이나믹하게�수집하고,�최

신�데이터만�SRX�시리즈�게이트웨이들로�배포되도록�합니다. 온프레미스 위협 인

텔리전스 수집을 통해 Spotlight Secure, 자체 로컬 피드, 타사 피드를 비롯한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인텔리전스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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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RX 시리즈 디바이스 상의 정책 실행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에 반해, 시장에 

나와있는 여타 솔루션들은 방화벽 스스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여 데이터 

피드를 수신하게 하고, 방화벽 관리자가 보안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각 방화벽 

구성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Junos Space Security 

Director와 Log Director가 중앙에서 위협 인텔리전스 정책을 관리하고 SRX 

시리즈 디바이스를 위한 보안 이벤트 로깅을 제공합니다. 

그림│SRX 시리즈와 Spotlight Secure 및 Spotlight Secure Connector 기반 보안 인텔리전스

표│주니퍼 보안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능 및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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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RX�시리즈�게이트웨이는�보안�인텔리전스를�보안�정책의�일부로�활용합니다. 

SRX 시리즈는 특정 유스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피드를 사용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된 시스템의 C&C 서버 연결을 차단할 수 있습니

다. SRX 시리즈는 관리자 또는 Spotlight Secure의 GeoIP 데이터에 의해 제공

된 커스텀 피드를 사용하여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되는 주소 그룹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획기적인 운영 효율성과 신속한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

니다. 각각의 Dynamic Address Group은 커밋이나 구성 변경 필요 없이 다이

나믹하게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중단(maintenance 

window) 없이 SRX 시리즈에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주소들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 요소 

• SRX�시리즈�서비스�게이트웨이�: 주니퍼 방화벽은 방화벽, IPsec VPN, IPS, 

AppSecure, UTM, NAT, 그리고 Spotlight Secure 소스(예를 들어 C&C, 

GeoIP) 및/또는 Spotlight Secure Connector 피드(예를 들어 고객 또는 타

사) 기반의 위협 인텔리전스 정책을 실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

한 기능들이 서로 연동되어 작동하므로 사용자가 자사의 비즈니스 요구에 따

라 중요한 보안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보안 기능

을 계층형 보안의 일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Junos�Space�Security�Director�: SRX 시리즈 정책 관리를 제공하는 중앙 관

리 플랫폼

 알림 : 보안 정책 관리를 위한 Security Director는 Junos Space Network Management 

Platform위에 설치됩니다.

•�Juniper�Spotlight�Secure :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다이나믹한 보안 인텔리전스가 필수적입니다. 주니퍼는 현재 Spotlight 

Secure 클라우드 기반 인텔리전스 서비스와 관련 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협들을 방어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 세트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 C&C(Command and control) 피드: 봇넷으로부터 네트워크 보호 

-  GeoIP 데이터(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IP 주소 세트): 사업적 이유에 따라 특정 지역으

로의 트래픽 전송을 제한/차단 

-  고객 위협 데이터 피드(고객 또는 타사 소스): 고객/유스케이스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

한 특정 위협 방어. 예를 들어 IP/URL 목록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형태로 SRX 

시리즈 방화벽 정책의 일부로 사용

• Dynamic�Address�Group : SRX 시리즈 규칙 내에서 “source” 또는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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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tion” 오브젝트로 사용될 수 있는 IP 목록. Dynamic Address Group

은 커밋(commit)이나 구성 변경 필요 없이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됩니다. 따

라서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중단 없이 보안 정책 적용에 사용되는 주소들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ynamic Address Group에 지원되는 피드는 다음

과 같습니다. 

- 커스텀 IP 목록 피드

- GeoIP 피드 (Spotlight Secure로부터) 

• Spotlight� Secure� Connector : Spotlight Secure의 온프레미스 확장인 

Spotlight Secure Connector는 Spotlight Secure와 로컬 소스들(SRX 시

리즈 게이트웨이와 공유)로부터 피드를 수신하여 컨트롤과 인텔리전스를 제

공합니다. Spotlight Secure를 통해 제공되는 보안 인텔리전스 피드는 다음

과 같습니다. 

-  악성 C&C 활동 또는 봇넷 활동과 관련된 알려진 IP, 도메인, URL. 예를 들어 감염

된 디바이스가 인터넷 상의 C&C 서버 연결을 시도할 경우, SRX 시리즈가 Spotlight 

Secure를 통해 전달된 C&C 목적지 실시간 피드를 기반으로 해당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드 데이터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다이나믹하게 로딩됩니다. 커밋이

나 구성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  GeoIP (국가-IP 매핑) 데이터 

Spotlight Secure Connector를 통해 로컬에서 수집되는 보안 인텔리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또는 타사(예: 콘소시엄)로부터의 커스텀 IP 목록: 수작업으로 업

로드한 커스텀 파일 형태로 가져오거나, 웹서버를 통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구성 가능  

요약 - 고객 경험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보안

고객 경험은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이며,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트래픽이 증

가하더라도 보안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데 모든 조직이 동의할 것입니다. 

SRX 시리즈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위한 주니퍼의 보안 인텔리전스는 급변하

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니퍼는 Junos Space 

Network Management Platform을 통해 모든 SRX 시리즈 정책들을 중앙에

서 관리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니퍼는 고객이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 보안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otlight Secure는 정책에 즉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자

체적인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