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인모델



ID 기반의경계선보안은네트워크기반의경계선보안을보완합니다.

오늘날의모델



개의회사용모바일앱이
사용되고있습니다. 3

5.2
의기업이
클라우드를사용
중2

94%

의기업은현재 BYOD 

프로그램을운영중에
있습니다. 3

60%

인터넷연결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전세계)
1

7B

세상의변화



BYOD 및 IoT

클라우드앱

경계선의확장

시그널의확장 (사외로..)

복합적인 & public restful APIs

직원, 파트너, 고객, bot

과거노멀 vs. 뉴노멀



새로운현실에는새로운원칙이필요

명확하게확인



마이크로소프트제로트러스트



Identity DataNetworkingDevices Apps Infrastructure

디지털자산전반에걸친제로트러스트



마이크로소프트제로트러스트아키텍처

가시성및분석

자동화



Zero Trust 목표: 



SSO를통해모든
사용자및어플리케이션

연결

다단계인증(MFA)으로
ID 보호

스마트한정책으로
액세스를제어하고

위험을평가

강력한거버넌스를통해
최소권한액세스적용

강력한인증을통해모든 ID를
확인하고보호합니다.



HR systems

Apps and data

Cloud apps

온-프레미스경계기반네트워크

Azure AD

Networking and
delivery controllers

Azure AD
App Proxy

모든사용자와앱연결

Active Directory

single sign-on



다단계인증(MFA)으로 ID 확인



Block access

Require MFA

Allow access

Limit access

스마트정책과위험평가로액세스를제어



강력한거버넌스를통해최소권한액세스적용



Zero Trust 목표: 문제없고, 신뢰할수있는앱
그리고, 디바이스만데이터접근허용



장치상태및규정준수에대한
가시성확보

취약하고문제가있는
장치로부터의액세스제한

모바일장치및
어플리케이션에보안정책

적용

문제없고, 신뢰할수있는앱그리고, 

디바이스만데이터접근허용



장치정보감지:

악성앱

장치조작(탈옥)

네트워크악용

데이터개인정보보호위반

장치보안성

암호화

OS 버전

Email profile

Microsoft Defender ATP

Mobile threat defense partners

장치상태및규정
준수에대한가시성



관리되지않고안전하지않은장치의
사용자를차단하거나관리할수있습니다.

접근결정:

→ Endpoint Manager는 compliance 

상황을제공

→ Azure AD는 Conditional 

Access를강제화

→ Block access

→ Remediate Device

→ Wipe device

→ Allow

→ Enforce MFA

→ Enroll device 

Microsoft Azure

취약하고손상된장치으로부터의액세스제한



관리를위한장치
등록

프로비저닝설정, 
인증서, 프로필

장치규정준수보고
및측정

장치에서회사데이터
제거

사용자에게모바일
앱 publish

구성및
앱업데이트

보고서앱
인벤토리및사용

모바일앱내에서회사
데이터보안및제거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MAM)

Conditional Access:
이메일또는파일에
액세스하는데사용할수
있는앱을제한

Mobile Device

Management (MDM)

Conditional Access:
관리및호환장치에대한
액세스제한

Managed apps

(Corporate 

data)

Personal apps

(Personal data)

Multi-identity
policy

mobile devices and apps에대한
Zero Trust compliance



Zero Trust 목표: 



사용자환경에서앱
탐색및제어

정책시행을
세션으로확장

클라우드앱에서
중요한데이터보호

멀티클라우드환경에서
앱의위험과

위협으로부터보호



사용자환경에서앱탐색및제어

승인되지않은앱차단및
승인된앱으로사용안내

앱승인및정책
적용

클라우드앱및서비스
탐색

위험수준평가

X



지속적인정책

평가및집행

추가평가를통해

사용자세션위험업데이트

세션내모니터링및정책적용

파일편집온라인파일보기 Word에서열기/
인쇄차단

정책시행을세션으로확장

미래분석및조사를
위해위험한사용자

행위로그

세션정책에대한
사용자행위분석



클라우드앱전반에서
데이터를분류, 라벨및보호

데이터위험모니터링, 조사
및치료

• 애플리케이션기반파일공유, 공동
작업자및분류라벨에대한가시성

• 애플리케이션의데이터노출및규정
준수위험에대한보고

• 어플리케이션에대한세분화된
DLP 정책으로클라우드의
데이터관리

• 데이터를분류하고라벨을
지정하여애플리케이션전체에서
민감한파일에대한액세스를
자동으로보호, 암호화및
제한합니다.

• 정책위반에대한경고를
생성하고애플리케이션전체에서
자동거버넌스작업을트리거함

• 사고조사, 파일격리, 권한제거
및애플리케이션전반에걸쳐
사용자에게알림

클라우드앱에서중요한데이터보호



Sample of supported apps

클라우드전체의위험과위협으로부터앱보호

위협전달및지속성 손상된세션의지표 최종사용자계정에대한
악의적인사용

Privileged user에
대한악의적인이용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gres&cd=&cad=rja&uact=8&ved=2ahUKEwiM6dDVwMPdAhXjOn0KHWQrBgkQjRx6BAgBEAU&url=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mazon_Web_Services_Logo.svg&psig=AOvVaw1SnnNhIwI2sdLX-m-rh9Ya&ust=1537324094099497


Zero Trust 목표: 



세분화전략및역할기반
액세스제어조정

Configuration (및기타) 

취약점을신속하게찾아
수정

실시간위협모니터링을
사용하여공격및이상

징후감지

방어를강화하고위협을
실시간으로탐지및대응



강력한기업세분화전략 :
세분화전략및역할기반
액세스제어조정

→ 운영

→ 위험을고려

→ 위반사항모니터링



구성 (및기타) 취약점을신속하게
찾아수정





Zero Trust 목표: 



네트워크분할및컨텍스트기반
액세스제어

실시간위협보호를
사용하여위협을탐지하고

대응

저장및이동중
암호화로데이터

보호

기존네트워크보안접근방식을
넘어서확대

!



Subscriptions Virtual 
Network

Azure 
Firewall

Network security 
Group

Kubernetes 
Services

Container 
Networking

Interface



Partner solutions

X

X

X

Azure network

security

네트워크계층의위협보호



Azure에내장된암호화



Data 

Zero Trust 목표: 저장중이거나전송중의
민감한데이터를보호



101010     0101

민감도를기반으로데이터
검색및분류

민감한데이터에실시간
보호적용

민감한데이터활동, 정책
위반및위험한공유에대한

가시성확보

저장중이거나전송중의민감한
데이터를보호



데이터검색및분류



데이터및파일에포괄적인보호적용



모니터링및치료



가시성및분석



기업전반에대한인사이트확보



Available resources

aka.ms/Zero-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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