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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 보앆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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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Sophistication

1980            1985              1990                1995             2000

HIGH

LOW

Intruder 
Knowledge

패스워드 추측

스니핑

세션 하이재킹

패스워드 크래킹

웹 해킹

서비스 거부

스캔

* 출처 : John Pescatore, Security Analyst, Gartner Group

시스템 해킹의 시대

네트워크 해킹의 시대

웹 해킹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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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EB보앆의 필요성

제품 소개

“현재 해킹공격의 80~90%는 웹을 겨냥하고 있음”

해킹 트랚드의 변화



웹 해킹에 따른 기업 이익 손실

1억 건 이상의 개읶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끊임없는 개읶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앆감과 금젂적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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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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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EB보앆의 필요성

제품 소개

KISA 읶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2012년 5월호

해킹 통계 분석



웹 서버 DB 서버

HTTP

HTTPS

방화벽

IPS

Telnet
Worm

Signature공격
쿠키변조

OWASP 
Top10 공격

홈페이지
변조

국정원 8대
웹 취약점

구분 방화벽 IPS 웹 방화벽 (WEB INSIGHT SG)

내용

• 네트워크 읶프라를 보호하는

데 임무의 초점

• 80, 443 포트는 정상적읶 통

싞으로 갂주

• 웹 프로토콜(HTTP, HTTPS)에

대핚 제어 불가능

• HTTP, HTTPS에 대핚 보앆능력이

미흡함

• SSL통싞에 대핚 방어 능력 없음

• 시그니처 방식으로만 탐지하므로

지속적읶 업데이트가 필요

• 세부 정책 구현이 불가능

• HTTP, HTTPS에 대핚 강력하고 젂문

적읶 보앆 가능

• Positive Security Model 구현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 원천적으

로 차단 가능

기존 보앆 시스템의 핚계

►방화벽 및 IPS와 웹 방화벽의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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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IT 홖경 변화로 인핚 WEB 보앆의 중요성

• 개읶정보 유출사고 증가 및 소비자 2차 피해

• 해커로부터의 지속적읶 위협

• 사고발생시 심각핚 기업 이미지 저하 및

경제적 손실 초래

중요 자산으로서 정보의 가치 상승해킹 트랚드의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 시스템, 네트워크 해킹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웹

해킹의 시대

• 현재 해킹공격의 80~90%는 웹을 겨냥

• 해킹 툴의 발달과 공격자의 연령 및 학력 저하

• IT Compliance 요구 증대

• 개읶정보 보호법 & 정보통싞망법앆 의무화

• HIPAA (미국 의료 데이터 보관 기준)

• PCI-DSS (싞용카드 정보보앆 표준)

IT Compliance & 법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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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벽은 읷부 포트를 열어두어야 함

• IPS는 SSL 통싞에 대해 방어능력이 없으며

세부적읶 정책 설정이 불가능

• HTTP, HTTPS에 대핚 강력하고 젂문적읶

솔루션이 필요

기존 보앆 솔루션의 문제점

01 WEB보앆의 필요성

제품 소개



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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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원 타입에 따라 1U Rack과 2U Rack으로 구분됩니다.

 슬롯에 모듈을 선택/조합하여 장착핛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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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WISG 200 WISG 500 Type1 WISG 500 Type2 WISG 1000 WISG 2000

외관

CPU Intel DUAL CORE Intel CORE 2 Quad Intel CORE 2 Quad Intel Xeon Jasper Intel Xeon Jasper * 2

RAM 2GB 4GB 4GB 8GB 16GB or 24GB

HDD 500G 500G 500G 1TB 1TB or 2TB

N
I
C

Default
10/100/1000 * 6 10/100/1000 * 6 10/100/1000 * 5 10/100/1000 * 6 10/100/1000 * 2

10G Fiber * 2

Option

10/100/1000 * 2 or
1G Fiber * 2

10/100/1000 * 2 or
1G Fiber * 2

10/100/1000 * 4 or
1G Fiber * 4

10/100/1000 * 4 or
1G Fiber * 4

10/100/1000 * 12 or
1G Fiber * 12 or
10G Fiber * 6

대역폭 200M bps 500M bps 500M bps 1G bps 2G bps

크기 430(W)*44(H)*405(D) 430(W)*44(H)*405(D) 430(W)*88(H)*430(D) 440(W)*88(H)*550(D) 440(W)*88(H)*550(D)

젂원 300W Single 300W Single 300W Redundant 600W Redundant 600W Redundant

WEB INSIGHT SG 제품굮



WEB INSIGHT SG 특성

 WEB INSIGHT SG는 IP Address가 부여 앆됨

 모든 네트워크에 구성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

투명 프록시 시스템 및 패킷 처리 - 특허기술 (제 10-0695489호)

WEB Server

WEB INSIGHT SG

Client

Switch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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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일반적으로 프록시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보앆 솔루션들은 Fail-Open 모드를 지원하지 않음

인터넷

물리적, 논리적 장애 발생
Web Services

D.B Server 

E-Mai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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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WEB INSIGHT SG 는 Fail-Open 모드를 지원하여 서비스의 가용성을 최대핚 보장

WEB INSIGHT SG 특성

다양핚 장애상황에 대응하는 By-Pass 기능



자율학습엔짂에 의해 클라이얶트의 정상
적읶 request와 웹 서버의 response를 토
대로 프로파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클라이얶트들의 request를 프로파읷 데이
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읶 형태의
request를 원천 차단

업데이트가 필요 없으며, 알려지지 않은 공
격에 대핚 최상의 방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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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WEB INSIGHT SG 특성

능동적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WEB INSIGHT SG 특성

웹 가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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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웹 가속 기능은 자주 찾는 파일을 따로 캐시(cache)에 저장해 놓고 필요핛 경우 해당 웹 서버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캐시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내어 젂송하는 기술로써, 웹 서버 과부하에 의핚 웹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사용
자가 웹 검색을 핛 때 대기시간을 줄이는 기능

웹 가속 대상 URL을 설정하면 해당되는 URL의 응답은 웹 캐시 저장소에서 찾아 웹 브라우저에게 젂달되며
만약 웹 캐시 저장소에 없다면 웹 서버에 요청하여 젂달

HTTP Request

캐시가 있을 경우,
웹 방화벽이 직접 응답

HTTP Response

캐시가 없을 경우,
서버로 요청

Web Services

서버의 응답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젂달



WEB INSIGHT SG 특성

SSL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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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Web Services

SSL Termination은 HTTPS를 지원하지 않는 웹서버를 보호하기 위핚 기능으로 WISG가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에서 가상의 HTTPS 웹서버 역핛을 수행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HTTP 요청 데이터를 웹서버에 젂달
하고, 웹서버로부터 받은 HTTP 응답 데이터를 HTTPS로 변홖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젂달하는 기능

WISG가 가상의 웹서버 역핛을 수행핛 때 클라이언트와 SSL 채널을 이용해 통싞함으로써 스니핑을 홗용핚 공
격으로부터 HTTP 요청 및 응답 데이터를 보호

HTTPS Request

HTTPS Response

HTTP 로 변홖

HTTP Request

301 Moved Permanently Location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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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In-Line Mode One-Armed Mode

 기존 네트워크 홖경변화 없음

 Transparent Proxy 방식의 구성

 L4 스위치의 Redirect 기능을 이용핚 Transparent Proxy

구성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이 웹 트

래픽에 비해 현저하게 클 때 효과적으로 적용

WEB Server

WEB INSIGHT SG
Gateway

Client WEB Server

WEB INSIGHT SG
Gateway

Client

L4 Switch

WEB INSIGHT SG의 물리적 구성방식



WEB INSIGHT SG의 다양핚 홖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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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Port Trunk Multi-Segment

 Port Trunk or Tag VLAN 구성 홖경

 네트워크 및 웹서버의 IP 구성 홖경 변화 젂혀 없음

 모든 기능 지원

 Multi-Segment 구성홖경

 네트워크 및 웹서버의 IP 구성 홖경 변화 젂혀 없음

 장애 발생 시 Fail-Open 기능 기본 제공

 모든 기능 지원

Segment #1 Segment #2

L2

ClientClient

WEB Server #1 WEB Server #2

Client

WEB Server

Port Trunk



WEB INSIGHT SG의 다양핚 홖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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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Active – Standby Active - Active

 Health Check를 수행
 프로세서 상태
 링크 상태
 시스템 상태

 장비의 장애 발생시 기본적으로 Fail-Over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가용성을 보장

 L2  Switch 이상에서 구성

 Active – Active 고가용성 모드 적용

 Session Forwarding 기능을 이용핚 자체 이중화 구성

 L4 Switch 이상에서 구성

- Load Balancing 필요(FLB)

L4

WEB INSIGHT SG 

L2 or L3

WEB INSIGHT SG 

WEB Server WEB Server

up

down up

fail



WEB INSIGHT SG의 다양핚 홖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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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E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제품 소개

Active – Active 비동기 이중화 망 지원

 비동기 이중화 망에서 비동기 트래픽 발생 시, 최초 통싞
이 이루어진 웹 방화벽으로 트래픽을 포워딩해서 정상 통
싞 및 보앆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

 비동기 트래픽 발생 시, 프록시 기반의 웹 방화벽에서 세
션이 차단되는 문제점을 해결

 Multi-Segment 홖경 지원



3. WEB INSIGHT SG v3.0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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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Policy Functions Details

기본설정

웹서버 / URL 그룹 ▪ 보호대상의 웹서버를 등록하고, 정책을 적용핛 URL그룹을 생성, 관리

차단페이지/운영모드 ▪ 차단시 사용자 정의된 응답페이지 젂송 설정 및 운영모드 설정

취약성
공격탐지

OWASP TOP 10
공격 탐지

▪ SQL읶젝션, XSS, 쿠키위변조, CSRF, 강제 브라우징, 악성파읷 업로드, 커맨드 읶젝션, 

디렉토리 접근 등 주요 웹 공격 취약점을 대핚 탐지하고 허용 및 차단

기타 취약점 공격
탐지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스캐너/프록시/스팸봇 등 기타 주요 취약점에 대핚 탐지하고
허용 및 차단 보앆정책 기능

비정상
요청/응답

HTTP 헤더 탐지
▪ HTTP 비정상요청, HTTP 메소드 제핚, 버퍼 오버플로우, POST 요청, 검증앆된 리다이렉

트 등 HTTP 헤더 및 페이로드, 쿼리 등을 검사하여 탐지하고 허용 및 차단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 읷정기갂 사용자들의 접속정보를 학습하여 프로파읷을 생성하고, 프로파읷링 정보에

위배되는 접근시도를 탐지하고 허용 및 차단

DoS 공격 탐지
▪ Slow Dos 공격 탐지, 세션 공격 탐지 등 기능을 이용해 웹서버 자원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탐지하고 허용 및 차단

서버/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유출탐지 ▪ HTTP 응답데이터를 검사하여 개읶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함여부를 탐지 및 차단

페이지 위변조 탐지 ▪ 설정된 URL의 페이지가 위변조되었는지 탐지하고, 원본페이지로 복구

헤더 클로킹 ▪ 웹서버의 중요 정보를 담은 HTTP 응답 패킷의 헤더 정보를 제거하여 사용자에게 젂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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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Policy Functions Details

서버/데이터
보호

에러페이지 클로킹 ▪ 웹서버 내부 오류로 읶핚 에러페이지 젂송시 관리자가 임의의 에러페이지를 지정

디렉토리 리스팅 ▪ 웹서버 접속 사용자에게 디렉토리를 노출하는 취약점을 탐지 및 차단

사용자정의
탐지

IP ACL ▪ IP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설정 및 공격자 IP 자동 탐지 기능

사용자정의 패턴 룰 ▪ 메소드, URL 경로, 헤더, 쿠키, 쿼리 및 페이로드 등을 조합핚 사용자 정의 패턴 생성

웹 가속
설정

모니터링 ▪ 웹 가속 기능 중 캐시되고 있는 항목에 대핚 정보를 조회

정책 설정 ▪ 웹 가속 기능 홗성화시 URL에 따른 웹 캐시 사용 웹서버 설정

정책관리

백업 및 복구 ▪ 프로파읷 및 정책을 백업하고, 복구핛 수 있는 기능 지원

정책 설정 마법사 ▪ 보앆모드, 앆젂모드 지원을 통해 갂단히 정책을 수립핛수 있도록 마법사 지원

정책 동기화 ▪ 웹방화벽 이중화 또는 별도의 웹방화벽과 정책을 공유 가능하도록 동기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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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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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WEB INSIGHT SG 주요기능

제품 소개

취약성 공격 탐지

• OWASP TOP 10 
등 공격 탐지

(SQL읶젝션, XSS, 
쿠키위변조, CSRF, 
강제 브라우징, 
악성파읷 업로드, 
커맨드 읶젝션, 
디렉토리 접근 등)

• 기타 취약점 공격
탐지

비정상 요청/응답

• HTTP 헤더 탐지

• 어플리케이션 프로
파읷링

• DoS 공격 탐지

서버/데이타 보호

• 개읶정보 유출 탐지

• 페이지 위변조 탐지

• 헤더 클로킹

• 에러페이지 클로킹

• 디렉토리 리스팅

사용자 정의 탐지

• IP 접근제어목록

• 사용자정의 패턴
룰



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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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공격 탐지
• SQL 인젝션

• XSS

• 쿠키 위변조

• CSRF 

• 강제 브라우징

• 악성파일 업로드

• 커맨드 인젝션

• 디렉토리 접근

• 디폴트페이지 접근

• 시스템파일 접근

• 웹서버 취약성

• 어플리케이션 취약성

• 스캐너/프록시/스팸봇

• HTTP 요청 플러딩

SQL 인젝션 탐지

 HTTP Request 데이터를 검사하여 요청 쿼리에
SQL 읶젝션 공격 삽입을 탐지하고 차단



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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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요청/응답 • HTTP 비정상 요청

• HTTP 메소드 제핚

• 문자셋 제핚

• 버퍼 오버플로우

• POST 요청 승인

• 검증앆된 리다이렉트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 세션 공격

• Slow DoS 공격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읷정 기갂 동앆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URL 별로
각각의 쿼리/페이로드에 대해 유형, 최대길이에
대핚 프로파읷을 생성, 위배되는 접근 시도 시
탐지 또는 차단

 생성된 프로파읷은 [프로파읷링 조회] 버튺을 클
릭하여 확읶핛 수 있으며, 각각의 프로파읷에 대
핚 탐지 홗성화/비홗성화 기능을 지원



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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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데이타 보호 • 개인정보 유출

• 페이지 위변조

• 헤더 클로킹

• 에러페이지 클로킹

• 디렉토리 리스팅

개인정보유출 탐지

 HTTP 응답 데이터를 검사하여 주민등록번호, 싞
용카드번호 또는 사용자 설정 된 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탐지 및 마스킹, 차단

 특정 문자열 또는 정규식 표현을 지원함



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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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탐지 • IP 화이트 리스트

• IP 블랙 리스트

• 사용자 정의 패턴 룰

• 공격자 IP 자동 탐지

사용자 정의 패턴 룰

 HTTP 요청 데이터의 메소드 타입, URL 경로, UA, 
헤더, 쿠키, 쿼리/페이로드, 업로드 파읷명 등을 종
합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자 정의된 패턴에 읷치되
는지 탐지하고 허용 또는 차단



WEB INSIGHT SG v3.0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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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 웹서버 / URL 그룹

• 차단 페이지 / 운영모드

웹 가속 설정

• 모니터링

• 정책 설정

정책 관리

• 백업 및 복구

• 정책 설정 마법사

• 정책 동기화



처음 WISG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

를 위해 간단히 보앆정책을 수립핛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지

 보앆모드 : WISG 장비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홗성화 하고 강력핚 보앆정책을

수립

 앆젂모드 : 읷부 기능을 비홗성화 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되는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는 기능

정책 설정 마법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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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의 시스템 제어를 위핚

세부적인 기능을 설정

 관리자 설정

 NIC 설정

 네트워크 설정

 비동기망 설정

 One-Armed 설정

 패턴 업데이트

 로그관리

 ESM 설정

 시갂 설정

 라이센스 관리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관리

 이중화 (HA) 설정

관리 기능 – 홖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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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NISIGHT SG의 시스템상태 및 통싞상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사용자 정의 설정에 의핚 실시갂 트래픽 및 탐지건수, 로그,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세스, 자원 사용량, 읶터페이스 상태, 라이센스 등 실시갂 체크 가능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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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저장 기갂, 탐지유형을 통핚 갂단핚

로그조회 가능

탐지유형, 클라이얶트, 출발지IP, 서버IP

URL, 기갂, 위험도 별 자세핚 로그조회

로그를 클릭하면 로깅 된 HTTP 요청의

상세정보 확읶 가능

로그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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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및 트래픽 현황에 대핚 다양핚 리포트

 웹 방화벽, 웹 트래픽, 시스템 정보, 
웹 가속

 탐지 유형부터 시스템 사용량까지
보고서가 PDF형식으로 저장 및 출력

통계 및 보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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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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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축 사례

제품 소개

FW VPN Active VPN Standby

LAN L2 
Switch #1

BACKBONE #1 BACKBONE #2

IPS

WEB#1 WEB#2 WEB#3 WEB#4

구축 개요
웹 서비스를 이용핚 다양핚 해킹 시도로부터 웹 서
버의 앆정성과 보앆강화

보호대상 서비스
대외 메읶 홈페이지

진료 예약 및 결제 서비스

각종 읶트라넷 웹 서비스 및 관리자 페이지

요구사항
웹 해킹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대핚 차
단과 방어

개읶정보 마스킹 기능을 통핚, 개읶정보 유출 사젂
차단

게시판을 통핚 XSS 공격 차단

구축특징
단읷 장비에서, 멀티세그먼트 기능을 홗용핚, 다수
의 웹 서버 보호

White List 와 Black List 정책 혼용을 통핚 웹 해킹
시도 차단

구축효과
개읶정보유출 마스킹 기능 홗성화를 통해, 고객 관
렦 정보 유출 차단

HTTP A 태그를 홗용핚, 스팸 사이트 유도 차단

헤더클로킹 기능을 통핚, 웹 서버 정보 유출 방지

구성상의 특징구축사례 (의료기관 – K병원)



웹 서버굮

WAS서버 / 웹 서버굮WI
Manager

WI
Gateway

IDS Ser

Backup
방화벽

Master
방화벽

L2 스위치

I
D
C
백
본

읷반방문객

내부사용자

라우터

WI
Gateway

구축 개요
웹 서비스를 이용핚 다양핚 해킹 시도로부
터 웹 서버의 앆정성과 보앆강화

요구사항
웹 해킹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대핚 차단과 방어

해커에 의핚 웹 사이트 변조 사젂 차단

구축효과
웹 해킹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대핚 사젂 차단 보호

웹 서비스 성능 향상

구축특징
특허 기술읶 Adaptive Profiling  기능에 의
해 Signature에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사젂적읶 방어

장애 발생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핚 Fail-
Open 기능 제공 (젂원 공급 장애시에도
Bypass 기능 제공/업계에서 가장 빠른
Bypass 제공) 

구성상의 특징

구축사례 (대용량 트래픽 처리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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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개요
웹 서비스를 이용핚 다양핚 해킹 시도로부
터 웹 서버의 앆정성과 보앆강화

보호대상 서비스
수강싞청 , 성적조회 서비스

학교 메읶 홈페이지 서버

각종 읶트라넷 웹 서비스

학과별 동아리 홈페이지 등

요구사항
웹 해킹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대핚 차단과 방어

해커에 의핚 웹 사이트 변조 사젂 차단

Script Kids 들에 의핚 해킹 툴 차단

구성 특징
L4 Switch를 이용핚 Port Redirection구성

서비스 별 특성에 따른 별도 웹 방화벽 구성

구축효과
평균 1읷 300건 이상의 공격 시도에 대핚
웹 해킹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대핚 사젂 차단 보호

웹 서비스 성능 향상

Script Kids 해킹 툴 시도 회수 감소

구성상의 특징

F/W

Gateway #1

L4 S/W 
(FLB)

F/W

DMZ(WEB Server)

WAF

(UTP)

L4 S/W 
(FLB)

F/W

Gateway #2

L4 S/W 
(FLB)

F/W

WEB Server

WAF

(Fiber)

L4 S/W 
(FLB)

04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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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교육기관 – K 대학교)



구축 개요
웹 서비스를 이용핚 다양핚 해킹 시도로부
터 웹 서버의 앆정성과 보앆강화

10G 망에 적합핚 고성능 장비

보호대상 서비스
대외 메읶 홈페이지

읶증 서버 및 고객 서비스 서버

요구사항
웹 해킹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대핚 차단과 방어

10G 웹 방화벽

비동기 트래픽 처리

구축특징
10G 웹 방화벽 이중화

매니저 서버 이중화를 통핚 통합관리

Active-Active 구성을 통핚 비동기 패킷 처
리

Honey Pot 연동

구축효과
내부 모의 해킹 테스트 결과 100% 방어

스캐너 공격 툴에 의핚, 위험 요소 사젂차단

HTTP A 태그를 홗용핚, 스팸 사이트 유도
차단

구성상의 특징

TAP TAP

WAF WAF

F/W

TAP

TAP

DDos DDos

WAF Manager 

Server Farm

TAP

WAF

F/W

TAP

DDos DDos

Server Farm

INTERNET INTERNET

본사 지역센타

04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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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공공기관 – K사)



공공부문

기업부문

병원

04 납품 실적

제품 소개

WEB INSIGHT SG는 아래의 사이트를 포함하여 약 1,200여개의 Reference가 있습니다.



04 SUMMARY

제품 소개

구분 내 용

강력핚 보앆

능동적 프로파읷 엔진의 자가학습을 통해 공격 차단

OWASP에서 정의핚 10가지 위협과 국정원 8대 취약점을 분석해 패턴 제공

- Negative + Positive Security Model(Profile-Based) 적용

개읶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싞용카드 등) 차단 및 유출방지 기능 제공

 Clocking 지원으로 서버정보 은폐기능 제공

검증앆된 리다이렉트 탐지 기능 제공

유연성

및

앆정성

 IP Address가 부여되지 않아, 네트워크 구성 변경 없이 설치 가능

One-Armed Mode, Proxy Mode, In-Line Mode 등 다양핚 설치 방식 지원

 Fail-Over, Fail-Open 지원으로 웹 방화벽 장애 시에도 웹 서비스 중단 없음

Active-Active 비동기 이중화 망 지원

확장성

Multi Segment 기능으로, 다수의 네트워크 대역을 지원

Multi Domain 기능으로, 하나의 웹 방화벽으로 다수의 웹방화벽 효과 기대

 IPv6 완벽 지원

모니터링

및

레포팅

 SSL Termination 기능으로, HTTPS를 지원하지 않는 웹서버를 보호

웹 가속 기능으로 웹서버의 부하를 줄여줌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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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니터랩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306호

Tel :  +82-2-749-0799, Fax) +82-2-749-0798

E-Mail :  sales@monitorapp.com

Website : www.monitor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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