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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기업들은 비즈니스 계획에 구성 요소로 포함하여 원격 근무를 지원해야 하며, 그 과정에는 부분 또는 전체 원격 근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사 네트워크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에는 새로운 네트워킹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격 근무 직원에게 보안을 제공하려면 직원과 본사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찾아서 배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회사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보안 액세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VPN 액세스와 

다단계 인증(MFA)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와 임원은 지속적 연결성, 안전한 전화 솔루션과 같이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본사 네트워크에서는 수많은 직원의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안정적인 사용자 인증과 고급 경계 보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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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원격 근무자를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면 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연재해, 

팬데믹 등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의 직원 대부분이나 모든 직원이 원격 근무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근무 솔루션을 

설계하거나 구현할 때는 네트워크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로 인한 추가적인 보안 우려 사항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 원격 근무 요구 사항 해결

직원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요구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격 근무자에게는 회사 네트워크에 

안전하고 인증된 상태로 연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액세스와 보안 침해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인증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4



가상 사설 네트워크

직원은 원격 근무를 할 때 가정 네트워크에서 민감한 회사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안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면 원격 근무자가 안전하게 회사 네트워크로 연결하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격 근무자는 기기와 회사 네트워크 사이에 직접적인 암호화 연결을 제공하는 VPN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송 중인 민감한 회사 데이터의 기밀과 무결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존 사이버 보안 인프라에서 직원과 공개 

인터넷 사이의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다단계 인증

직원이 집에서 근무하면 로그인 자격 정보를 도난당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컴퓨터에 접근해서 사용자 계정에 

무단으로 액세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원이 자택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액세스 패턴을 탐지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예: 인증 시도 위치 및 시간) 대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네트워크, 리소스, 및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려면 기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모든 원격 근무자는 안전한 인증 토큰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MFA 토큰으로 물리적 기기(예: 전자 

열쇠)나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회사 네트워크에 

VPN으로 연결을 시작하거나 다른 민감한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전에 사용자 ID를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6

원격 근무를 위한 PCI DSS 지침은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직원이 VPN을 
통해 인증하고 다단계 인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1



원격으로 근무하는 고급 사용자 지원

대부분 원격 근무자는 VPN 연결과 MFA 토큰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어떤 원격 근무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나 임원을 비롯한 고급 사용자는 핵심적 직무를 수행하려면 더욱 안전한 원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급 사용자는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 연결과 안전한 전화 솔루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연결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인력 등의 일부 사용자는 회사 네트워크에 더욱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하는 기기가 여러 개이거나 자동 세션 시간 초과로 제한되지 않는 장기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고급 사용자의 요구 사항은 회사 네트워크에 안정적인 VPN 터널을 제공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배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데스크톱 기반 차세대 방화벽(NGFW)과 

연결하여 트래픽 검사, 액세스 관리, 지능형 보안 위협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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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화

원격 근무를 할 때는 직원, 특히 임원들이 안전한 전화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민감한 통신과 회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감청하거나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 직원에게 안전한 전화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VoIP(Voice-over-IP) 통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 인터넷 연결에 액세스하고 있다면 이 연결을 통해 음성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면 

최소한의 추가적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음성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 경계에서 취약한 VoIP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려는 잠재적 악성 콘텐츠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를 위한 전화 솔루션은 사내 업무용 전화의 기능을 모두 제공합니다. 직원이 업무를 위한 의사소통에 개인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줍니다. 중요한 옵션으로는 전화를 하고 받는 기능, 음성 사서함 액세스, 통화 기록 확인, 

사내 연락처 기능 등이 있습니다.

CEO의 일과 중 72%는 회의에 사용되기 때문에 원격 사무실과의 

안전한 통신 연결이 필요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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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엔드 보안 및 안정성

원격 근무 직원을 위한 보안 솔루션은 클라이언트 측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회사 본사에서도 새로운 보안 위협과 네트워크 요구 사항이 생겨납니다.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설계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때는 본사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기능과 대량의 인바운드 VPN 연결을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사용자 및 기기 인증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회사 직원 대부분 또는 전체가 원격으로 근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은 알 수 없는 기기나 

개인 기기를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은 사이버 위협 

행위자가 침입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네트워크와 그 안에 포함된 민감한 데이터 및 리소스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사용자와 기기를 

인증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활성 디렉터리,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에 연결되는 중앙 인증 서버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는 사용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대규모 원격 근무 직원의 요구 사항에 맞게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SSO(single sign-on), 인증 관리, 게스트 관리를 지원하면 원격 근무 직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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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경계 보안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원격 근무 직원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조직에서 관리해야 하는 VPN 연결 수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회사 LAN에 직접 연결되지만, 원격 근무자는 VPN 연결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전송해야 합니다. 

회사의 NGFW는 모든 VPN 연결을 종료하고 대량의 암호화된 네트워크 연결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호화된 트래픽 

검사는 컴퓨팅 성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NGFW를 수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용 고급 보안 프로세서가 내장된 NGFW가 필요합니다. 지연은 최소화되고 처리량은 극대화되어 직원 생산성을 심각하게 

낮출 수 있는 네트워크 병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헤드엔드의 NGFW는 모든 트래픽에 Layer 7 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기업에 중요하지만,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조직은 원격 근무자의 인바운드 연결에 악성 콘텐츠가 더욱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직원 

컴퓨터가 멀웨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멀웨어가 회사 네트워크로 침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Layer 7 

NGFW는 인바운드 패킷이 도달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취약성이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에 패킷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차단합니다. 헤드엔드 NGFW는 샌드박싱 기능과 통합하여 알려진 위협과 연결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안전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10



전송 계층 보안(TLS)/ 
보안 소켓 계층(SSL) 검사는  
방화벽 처리량을 평균 60% 낮춥니다.3



결론

원격 근무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환할 때는 기업에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자와 이들이 

처리하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원격 근무자의 원격 근무 위치와 메인 사내 네트워크에서 모두 보안 솔루션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때 고유한 

인프라 요구 사항과 원격 근무 인력과 관련된 보안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해야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Emma Sutcliffe, “How the PCI DSS Can Help Remote Workers,” 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 2020년 3월 26일.

2 Michael E. Porter and Nitin Nohria, “How CEOs Manage Time,” Harvard Business Review, 2018년 7월.

3 “NSS Labs Expands 2018 NGFW Group Test with SSL/TLS Security and Performance Test Reports,” NSS Labs,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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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어떤 내용도 포티넷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포티넷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모든 보증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포티넷에서 법무 자문 위원의 서명 결재를 거친,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제품이 
내용을 분명히 밝힌 특정 성능 지표에 따른 성능을 발휘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와 같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계약서에서 분명히 밝힌 특정 성능 지표만이 포티넷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의미를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보장은 포티넷의 사내 연구소 
테스트를 실시한 조건과 동일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성능에만 국한됩니다. 포티넷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본문에 따른 각종 약정, 대변 및 보장 등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포티넷에는 본 출판물의 내용을 변경, 수정, 전송 또는 여타의 형태로 개정할 권한이 있으며 본 출판물의 
내용은 최신 버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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