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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클라우드보안환경과
Akamai Guardicor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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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플랫폼의변화

Legacy Bare Metal 
and old OS

Linux & Windows 
- old and new

Virtualized Clouds - IaaS Containers Cloud - P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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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시대의보안환경구성컨셉

Virtualized Clouds - IaaS Containers Cloud - PaaS

CWPP / 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CSPM / 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SOAR / Sec.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ZTNA / Zero Trust Network Architecture

EDR /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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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키워드정리

CWPP CSPM EDR ZTNA

컨테이너와런타임
워크로드

접근관리와
자산보안

네트워크상인식된
위협과대응조치

사용자인증과
접근권한확인

클라우드기반가상머신, 컨테이
너와쿠버네티스를포함한이미지
와런타임워크로드를보호하기

위한플랫폼

PaaS, 스토리지구성, 접근관리
제어환경과네트워크설정을포
함한클라우드서비스의구성위

험평가방법론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상최종사
용자단말과어플리케이션워크로
드의의심스러운활동을감지하고
인식된위협에대한자동차단및

대응조치솔루션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와어플리
케이션에접근하는모든접근에
대한권한확인과접근제어를수
행하여필수접근에대해서만제

한된접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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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안정책 - Security

온프레미스와퍼블릭클라우드를조합한

하이브리드클라우드또는다수의퍼블릭

클라우드를조합한멀티클라우드환경을

고려해야합니다. 

워크로드기반으로다양한환경을아우르

는일관적인보안정책이필요합니다.

두가지의핵심키워드

워크로드 - Workload

워크로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리소

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특정한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 기능 또는 특정한 작업량입니

다. 가상 머신,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Hadoop 노드 및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워

크로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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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침해공격유형과피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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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urge you to do now: Implement the 
five best practices from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 Backup your data, system images, and 

configurations, regularly test them, and keep 
the backups offline

• Update and patch systems promptly
• Test your incident response plan
• Check Your Security Team’s Work
• Segment your networks

From: « Preventing Lateral Movement. 
Guidance for preventing lateral movement in 
enterprise networks”
1. Protect Credentials
2. Deploy good authentication practices
3. Protect high privileges accounts
4. Apply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5. Lock down devices
6. Segregate networks as sets
7. Monitor networks
8. Consider using Honeypots

보안침해공격을방지하기위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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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이전과이후의네트워크운영정책

물리적 위치나 N개 이상의 그룹으로 묶인
서버 그룹별 보안 정책 적용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별 속성값에 따라
개별/그룹별 보안 정책 적용

(e.g., process, user, fully-qualified domain name)

After CloudBefore Cloud



© 2022 Akamai | Confidential10

클라우드이전과이후의네트워크운영정책

물리적 위치나 N개 이상의 그룹으로 묶인
서버 그룹별 보안 정책 적용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별 속성값에 따라
개별/그룹별 보안 정책 적용

(e.g., process, user, fully-qualified domain name)

After CloudBefore Cloud

동적으로생성되는워크로드/어플리
케이션의추적관리, 방화벽정책적용

에따르는운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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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Production

매출 / 영업관리
시스템

김지훈 김혜정

담당업무별권한확인

영업팀 개발팀

권한확인과접근제어기반의접속가시성 #1 

데이터베이스 / 
로그플랫폼

접근 허용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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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 Application: Production

Load Balancer #3
/usr/sbin/nginx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별
접속관리

권한확인과접근제어기반의접속가시성 #2 

DB server #2
/usr/bin/mongod

Billing Application: Staging

Docker #4
image ID: 5857f838fd9

K8s API Server
image ID: 55140e6e05

Port: 27017Port: 8080

접근 허용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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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core 솔루션

1. 하이브리드 / 멀티

클라우드환경지원

2. 워크로드시각화제공

3. 신속하고유연한

보안정책적용

4. 풍부한에코시스템

5. 통합된탐지와대응

AD, SAML 
Ticketing 
CMDB
Orch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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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PP와 Guardi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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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 Compliance Officer  

Business Owner CIO

Private Clouds / DC

VDI IoT

Public CloudsDevOps

Guardicore 에코시스템 - 운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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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ELECOM

71 NPS Score
(Customer Survey Jan. 21)

Tech

COMMERCIAL & SERVICES

MANUFACTURING

BANKS

INSURANCE

HEALTHCARE AND PHARMA

Guardicore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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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Mapping Policy

Step 1.  시각화

적용 대상 시스템에 Guardicore Agent를 배포하면
자동으로 각 시스템별 연결정보가 제공됩니다.

Step 2.  맵핑

식별된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룹화하면
그에 따른 맵 정보가 생성됩니다.

Step 3. 보안정책적용

시각화된 연결정보와 맵 정보를 기반
으로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합니다.

Guardicore 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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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core와기존방화벽정책적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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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시성툴은저희가평가한어떠한다른제품들보다도뛰어납니다.”
David K. 
Segmentation Project Lead
CISO Office, Deutsche Bank

Guardicore 기반의모니터링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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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core 기반의모니터링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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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abeling 기준그룹설정(ML기반)
2.Policy 템플릿및제안
3.워크로드기반의룰적용

“이는우리조직에서완전히새로운유형의프로젝트이며알려진것보다알려지지않은것들이훨
씬많았습니다. 현재우리가놓치고있는모든정책요구사항을해결할수있는유연성이필요하다
고생각합니다”

Guardicore - Policy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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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HTTP의 header나 parameter를 이용하여 LDAP검색 기능
이 활성화된 시스템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jndi:ldap://127.0.0.1/a}'

Guardicore의 Log4j 취약점대응

1. 공격자는 취약점 노출된 log4j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Java기반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textlog파일
에 악성코드를 작성하도록 유도.

2. 피해 대상 서버는 공격코드가
포함된 Java Class를 다운로드.

3. 공격자는 원격으로 공격 코드
실행 가능한 환경 구축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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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취약점대상 Java 어플리케이션을식별

가시성확보 - Visibility

인터넷 접속 가능한 Java 어플리케이션들을 대상
으로 Map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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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파악 - Insight Query

1. 네트워크에서 접근 가능한 Java 어플리케이
션 서버를 리스트업.

2. Java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특정 디렉토리
하위에 log4j.jar파일 확인

3. Log4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하지 않는
Java 어플리케이션 확인

Step 2 - 취약점대상 Java 어플리케이션의상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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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모니터링설정

Internet

1. Java 어플리케이션의 Outbound Traffic 대
상 regex기반의 얼럿 설정

2. 로그에서 침해지표 (Indicators of 
Compromise)
를 확인하는 규칙 생성

3. Guardicore Center의 Reputation 기반으로
필요한 모니터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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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Mitigation

행동 요령: Log4j 취약점이 확인된 라이브러리 버전이지만 패치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어플
리케이션

1. 알려진 공격자용 도메인과 침해지표(IOC) 플랫폼과의 인터넷 접속 차단
2. 인터넷과 사내 주요 시스템들과 연결되는 inbound/outbound 전송 트래픽 차단

-> 서비스 가동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초기 대응 가능. 향후 라이브러리 패치 및 코드 수정 리
드타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