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업을 위한
안전한 원격 연결
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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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많은 기업에서 회사 네트워크로 다시 터널링되는 것처럼 작동하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지만 VPN에만 의존하면
보안 위험이 발생합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CISO는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하고, 대부분
직원이 적어도 일부는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VPN의 한계와 오늘날 네트워크의 동적이고 분산된 성격을
고려하면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는 VPN 원격 액세스가
진화한 기술입니다. 보안 연결을 단순화하고,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와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매끄러운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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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근로자의 54%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시간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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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근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가상 사설망(VPN)의 한계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VPN은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었지만 특히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단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VPN이 경계 기반 보안 전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 연결하지만 경계 내로
들어가면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크가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기나
사용자를 자동 신뢰할 때마다 기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지적 재산은 위험에 빠집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VPN을 원격 액세스에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애플리케이션이 나뉘어 있으면 공통적인 제어와 적용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사용자는 시설 내에 있고 어떤 사용자는 원격으로 연결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배포하면 원치 않는 행위자의 탐색에 노출되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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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넘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와 관련된 문제까지 해결하는 더 나은 원격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용어는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보안 모델에서는 모든 사용자나 기기를 신뢰하지
않고, 사용자와 기기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인증하지 않고는 모든 트랜잭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ZTNA는 위치로 신뢰 수준을 부여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는 무관합니다.
이와 동일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사용자나 기기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모든 기기에 잠재적인 감염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용자가 악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므로 ZTNA 액세스 정책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액세스를 제한하지 않는 기존 VPN 터널과 달리, ZTNA는 사용자 및/또는 기기를 인증한 후에만 각 애플리케이션과
워크플로에 세션별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인증과 승인을 거칩니다. 각 기기도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때마다 검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에서는 사용자 유형, 기기 유형, 기기 규정 준수, 위치, 시간, 기기/사용자를 네트워크 또는 리소스에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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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NA를 적용했을 때 사용자가 적절한 액세스 자격 증명(예: 다단계 인증, 엔드포인트 검증)을 제공하고 연결된 경우 최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외에는 아무것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액세스 제어는 액세스 포인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ZTNA는 네트워크에서 어느 장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ID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트랜잭션에 정책을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ZTNA는 더욱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권한을 설정하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더욱 효율적인 솔루션이며, 필요하면 어디에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ZTNA 승인 프로세스가 승인 지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기존 VPN과 달리 승인 방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또는
다른 승인 솔루션이 구현되면 ZTNA 전략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승인 솔루션은 취약하거나 도난된 비밀번호와
자격 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부 사물 인터넷(IoT) 기기의 보안이 부적절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감한/기밀 정보나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추가로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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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NA vs. VPN
사용자에게는 ZTNA가 VPN보다 관리하기 쉽습니다. 언제 VPN을 사용할지 기억하거나, 연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결을 끊는 것을 잊어서 터널이 열린 채로 방치될 위험도 없습니다. ZTNA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기만 하면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디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든 즉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필요에 따라 생성됩니다. 네트워크는 더 이상 신뢰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있든, 네트워크 밖에 있든 동일한 터널이 생성됩니다. 암호화된 터널은 투명하게 생성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보안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적용 지점으로 다시 연결되고 프록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에서 숨겨진 채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적용 지점과만 연결하면 되므로 엿보기 좋아하는 해커와 봇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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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NA 모델
공급업체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ZTNA를 구현할 때

구성입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는 기기는 네트워크 액세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NAC) 등의 다른 수단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ZTNA와 서비스에서 시작하는 ZTNA

2. 서비스에서 시작한 ZTNA

1. 클라이언트에서 시작한 ZTNA

서비스에서

시작한

ZTNA

모델은

역방향

프록시

불리는,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가끔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한

클라이언트에서 시작한 ZTNA 모델은 원래 소프트웨어

ZTN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BeyondCorp 모델을 기반으로

정의 경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Cloud Security Alliance

한 서비스에서 시작한 ZTNA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기에서

필요 없다는 것이 클라이언트에서 시작한 ZTNA와의 가장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큰 차이점입니다.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보안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엔드포인트에서

시작한

ZTNA라고도

안전한

터널을

생성합니다.
하면

터널을 만들고 기기 평가와 상태 검사를 실행합니다.

에이전트가 평가를 통해 보안 태세를 결정합니다. 사용자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제한된다는 것이

ID, 기기 위치, 네트워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 등에

중요한 단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은 Hypertext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위험 프로필을 구축합니다. 그런

Transfer

다음, 프록시 연결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Secure(HTTPS)를 기반으로 해야 하므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가 기업 정책과 일치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예: Secure Shell(SSH) 또는 HTTP를 통한 Remote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

Desktop Protocol(RDP))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앱이 될 수

새로운 공급업체가 추가적인 프로토콜 지원을 제공하기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시작한 모델을 사용하는 데는

시작했지만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IT 팀이 중앙 관리 솔루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업에는 적절하지

배포를 조율하지 않는 한 기기에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않습니다.

액세스하려고

Protocol(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것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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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는 2023년까지 기업의
60%가 기존 VPN을 단계적으로
사용 중단하고 ZTNA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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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NA와 미래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도입하는 동안 많은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완전히 구현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격 액세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구현하기에 좋은 첫걸음입니다.
기업에서 원격 액세스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VPN과 ZTNA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ZTNA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공급업체도 SASE 서비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시작한 ZTNA 모델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클라우드 보안에서 제어하기 쉽지만 값비싼 SASE 비용이 발생하고 지원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유형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클라이언트, 프록시, 인증, 보안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서로 다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른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고
관리와 구성에도 서로 다른 콘솔을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를 모두 아우르며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설정하기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CISO는 통합 및 자동 도구를 선택하면 ZTNA를 구현하면서 발생하는 핵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방화벽 기반
SASE 전략을 통해 ZTNA 기능을 적용하면서도 사용자가 네트워크 안과 밖 어디에 있든 동일한 적응적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정책으로 간단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ZTNA는 원격 사용자, 홈 오피스, 다른 위치(예: 리테일 매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통제된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VPN보다 세분화된 보안
조치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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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과 15%만이
네트워크 경계 내에 있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신뢰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전환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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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NA를 사용한 보안 원격 액세스
원격 근무가 늘면서 기존 VPN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디로든 이동하고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경계 기반 전략은 안전성은 감소합니다. 기기 또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신뢰할 때마다 기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지적 재산이 위험에 처합니다. ZTNA 솔루션은 기존 VPN보다 원격 액세스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며,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와 관련된 컨트롤도 개선합니다.

1

Kim Parker, et al., “How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 and Hasn’t – Changed the Way Americans Work,” Pew Research Center, 2020년 12월 9일.

2

Mike Wronski, “Since Remote Work Isn’t Going Away, Security Should Be the Focus,” Dark Reading, 2020년 9월 24일.

3

“2019 Zero Trust Adoption Report,” Cybersecurity Insiders,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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