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PN과 작별할 시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의 장점

성인 근로자의 54%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시간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1

POINT OF VIEW

1

소개

최근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가상 사설망(VPN)의 한계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VPN이 수십 년 동안 중심축 역할을 했지만 이제 많은 기업이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더욱 

잘 맞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보안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 우수하고 제어가 더욱 세분화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가 원격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데는 더욱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VPN의 3가지 단점

수십 년 동안 VPN은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지만 특히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VPN을 사용하여 원격 근로자와 홈 오피스를 

보호하는 단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PN는 경계 기반 보안 전략을 취합니다. 사용자는 VPN 클라이언트를 통해 연결하지만 경계 내로 들어가면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기나 사용자를 자동 신뢰할 때마다 기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지적 재산은 위험에 빠집니다.

2. VPN은 어떤 콘텐츠를 전송하는지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VPN은 호텔, 카페, 집에서 근무할 때 원격 액세스에 사용합니다. 

대부분 홈 오피스는 매우 보안이 허술한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익스플로잇할 액세스 지점을 찾아 네트워크로 

침투하려는 사이버 범죄자에게 좋은 타겟이 됩니다. 이들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솔루션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소셜 엔지니어링 

수법과 멀웨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VPN은 멀웨어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도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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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과 15%만이

네트워크 경계 내에 있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신뢰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전환했습니다.2

3.   네트워크가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센터, 분산형 지점과 홈 오피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VPN 

솔루션은 이런 수준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일 VPN 연결은 검사를 위해 

모든 트래픽을 중앙 센터로 강제 백홀해야 하므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지연이 

발생합니다. 분할 터널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트래픽이 방화벽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ZTNA가 더 나은 옵션 제공

이제 많은 사람이 중요한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경계 밖에서 액세스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 신뢰를 중심으로 구축된 개방적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을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VPN 기반 전략은 네트워크 경계 컨트롤을 통과하는 모든 사물,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 비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그 반대 전략을 취합니다. 검증될 때까지는 

모든 사용자나 기기가 무엇에도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어느 한 영역의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권한을 받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도 그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분산된 환경에서 포괄적인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구현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와 

관계없이 누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권한’ 전략은 분산된 네트워크를 엄격히 제어하여 기기, 

사용자,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인프라를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ZTNA의 5가지 장점

다행히 네트워크 도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구현할 솔루션이 있습니다. ZTNA 솔루션은 VPN보다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1.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밖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만 초점을 맞추는 VPN과 달리, ZTNA는 한 

계층 더 올라가서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2. ZTNA는 배경에서 투명하게 작동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클릭하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안전하게 연결이 설정되고 보안 프로토콜과 검사를 최적의 환경이 되도록 적용합니다. VPN을 사용할 때와 달리 

사용자는 연결을 설정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각 사용자와 기기는 인증과 검증을 거친 다음 앱이나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엔드포인트가 적절한 펌웨어와 

엔드포인트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도 안전한지 검증하는 상태 검사가 포함됩니다. 인증은 

사용자가 온프레미스, 가상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서 리소스에 액세스하든 동일한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세션별로 

세분화됩니다. 동일한 정책이 인증 대상 사용자와 기기의 프로필에 따라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대상도 컨트롤합니다.

4. ZTNA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에 집중하므로 사용자가 어떤 네트워크에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애플리케이션 세션마다 사용자와 기기의 상태를 인증하여,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하든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5. ZTNA는 인터넷에서 비즈니스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숨겨 공격면을 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매끄럽게 

안전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않아도 안전한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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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액세스 개선

대부분 기업에서는 기존 VPN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낍니다. ZTNA는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 편리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존 인프라와 통합되는 ZTNA 솔루션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ZTNA를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록시, 인증, 보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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