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 Akamai | Confidential1

ZeroTrust에기반한
내부업무시스템의

안전한접속
EAA , MFA

Akamai 김채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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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지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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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Trust

이미지출처 : https://securitytrails.com/blog/what-is-zero-trust-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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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이미지출처 : https://breadnet.co.uk/zerotrust-and-you/ 

1. 내/외부 네트워크/사용자 구분 없음

3. 접속하는 사용자는 항상 인증

5. 모든 활동 기록은 항상 로깅 및 모니터링

4. 개별 애플리케이션 권한 부여

2.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은 외부에 노출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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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와 Akamai

EAA
Enterprise Application Access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전통적인 SSL VPN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느 위치에서나 안전하고 빠르게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kamai 
MFA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MFA로
직원 계정 탈취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모바일 Push를 활용한 간편한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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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 Components

구성요소 명 구성요소 내용 위치

Enterprise Connector
§ 기업 내부 방화벽-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요청과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처리
기업 Data center 내부
(On-prem 형태는 아님)

EAA Edge
§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Enterprise Connector 에 전달
§ EAA 설정을 관리하는 콘솔

Internet 상

Directory § 기업 내부/외부 직원의 ID/PWD/Group List 를 관리 기업 AD/LDAP

IdP
§ 사용자로부터 ID/PWD를 입력 받아 Directory 에게 질의 후 사용

자 인증
Internet 상

Application §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기업 내부 Application 

사용자 §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접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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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Identity Aware Proxy) 기반의 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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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 
Connector

Web 
APPs

3

－EAA Edge－

    

회사 내부

  
   

 집으로 이동
 

  
  

  EAA 특장점
    

   
    
   
      
   

      
   

    
 
  

 
 
  
   

- SSO
- 다단계 인증
- 통합 ID 기반

   
 

    
IaaS

(AWS, Azure등..)

클라우드

     방화벽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음

      
   

 
 

 

     
      

     

       
     
     

       
     
     

     
      

     

      
      

     

     
   

 데이터 센터

  
 

사내 웹 어플리케이션 
(Sharepoint 등..)

    
  

   
   

   
    
사내 디렉토리 서비스 연동
(Active Directory / LDAP)

 
  
   
  

Windows / Linux 서버 
(RDP / SSH)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접근 허용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의 경계선

SaaS
(SFDC, 오피스365등..)

 협력사, 파트너사
 

원격 접속

  

 임직원 접속

외부 관계자 접속

HTML5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필요없이 브라우저로 어플리케 
이션 액세스 (HTTP/S, RDP, SSH, VNC 호환)
차세대 원격 액세스 솔루션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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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요청의 ‘jdoe’ 중누가진짜일까요? 

192.168.1.227
London, UK

192.168.2.227
San Jose, USA

미국에서
접속한
Jdoe? 

영국에서
접속한
J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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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MFA 는정말안전할까요? 

계정유출의
80% 는 손상된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Login

Username

Password

LOGIN

Standard MFA 
는 쉽게 우회 될
수 있습니다.

****

MFA는 손상 된
자격 증명의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enterprise.verizon.com/resources/reports/dbir/

https://enterprise.verizon.com/resources/reports/d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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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ai MFA

Differentiation

오직 스마트 폰을
이용한 FIDO2 인증
제공(Pish-Proof-Push 
방식 사용)

What it is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개선하고 계정 탈취 위협을
줄이는 비용 효율적인 피싱
방지 서비스

● FIDO2 인증기반으로 피싱 위협 제거

● 사용자의 접속 브라우저와스마트폰페
어링을 통한 사용자 인증

● 물리적 보안 키 대신 스마트폰 앱 이용

●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사용 가능

● EAA 뿐 아니라 다양한 IDP, SSL VPN 연
동 가능

● RDP, SSH 환경에 MFA 지원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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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t works
End-user’s process

Use Akamai MFA to authenticateEnrollment Pairing mobile to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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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t works
End-user’s process

Use Akamai MFA to authenticateEnrollment Pairing mobile to browser

Install Akamai MFA

Scan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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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Trust 와 Akamai

EAA
1. Application 중심이 아닌,사용자 ID를 기반으로 필요한 Application 에 대한 권한만 부여

⤷ Application 접속 시 마다, 사용자 인증/권한 확인

⤷ Lateral Movement 방지

2.프록시 기반으로 내부 어플리케이션 외부 노출 방지

Akamai MFA
1. 로그인 시 추가적인 인증을 통해 안전한 로그인 제공

2. FIDO2 기반으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MFA 

3.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의 페어링을 통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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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