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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근무시웹사용시간이 60%

60%

크롬브라우저의기능증가에따른취약점이매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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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브라우저의 발견된 취약점





사내망(업무망)

VPN
BYOD

외부망(인터넷망)

VDI를 통해
업무시스템 접속





최종 사용자의 검색 활동 및 관련 위험을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기업 네트워크 및 장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 모델입니다.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기업에서 웹 기반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용자 단말기에 하이퍼바이저 및 방화벽을 구성하고
장비의 자원을 활용하는 클라어언트 측 격리 기술

Client-side isolation

서버에서 브라우저 분리를 수행하여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격리 기술

Server-side isolation
(Remote Browser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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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Manager

Browser Handler

Chromium
Engine

Screen
Analyzer

Event Handler File Handler

Outbound Firewall API Gateway

Session
Broker

Session
Manager

Scale
Manager

Steamer

Virtual Device Tunn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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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파일내의 잠재적 위협요소를 제거(Disarm)후, 

비주얼 컨텐츠만 추출하여 문서를 재조합(Reconstruction)하는 기술



1단계 인증이후 조건부 접근 정책을 통과 후
조건에 따른 권한, 감사정책을 부여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 및 실시간 위험 정보와 같은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접근 정책을 구성하고 세부 조정하고 제어하는 정책





Remote Browser
Cloud Service

Scale Out

Edge Server

웹사이트접속



화면 전송

키보드/마우스

HTTPS://

Zero 
Trust

Condition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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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Control Plane

Policy Enforcement Point

Data Plane

Subject

Policy Decision Point

Policy Engine

Policy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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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자료교환시스템

인터넷망

자료교환시스템

신뢰할 수 없는 외부 파일

업무 시스템

신뢰할 수 없는 외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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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BEC(사기메일) Filtering



- 의심 사용자/디바이스에 대한 조건부 인증/사용 정책 운영

-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관리 부담 없음

- 원격 근무 시 직원 개인 PC에 대한 보안관리 부담 없음

- 공격 표면 최소화로 취약점 점검 부담 줄임

- 업무 필요에 따른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브라우징

- 원격근무시 개인 PC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외부 디바이스와 컨텐츠의 격리환경 접속

• 내부 유입되는 컨텐츠는 Filtering하여 재구성

• 사용자의 접속 행태에 따른 조건부 접근 및 사용 정책

접속 조건/환경별
정책 적용

격리환경을 통해
인터넷 접속

격리환경을
통해 내부 접속

CDR 처리 후 반입

Conditional Access

RBI

RBI

Contents Filtering



External Network

Cloud SaaS

인증및권한관리Auth Service

SHIELDRM

∙  O365파일Cloud-Native 암호화

∙  문서유출방지

∙  암호화문서의공동편집

∙ Legacy DRM과호환되는정책적용/관리

업무시스템접속보호

협업

SHIELD Info

∙  문서유통가시성제공

∙  기업/국가기밀평가및정보등급지

정

∙  비밀문서원본등록및증명

∙  컴플라이언스대응

Intern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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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kDocument Security

Legacy System

SHIELDGate

∙  격리안전접속을통한업무

시스템보안

SHIELDWorkspace

∙  외부협업보안Sandbox 

SHIELDShare

∙  외부와의문서공유/협업

Sandbox App

정보 유출 방지된 안전한 협업

Partners with CAD

Partners

별도 프로그램설치 없이

웹 환경에서 파일 공유 및 협업

별도 프로그램설치 없이

어디서나, 언제나 원격근무

Home / Private space

별도 프로그램설치 없이

어디서나, 언제나 원격근무

Co-working Office

로깅및문서추적

외부위협격리/제거

SaniTrans Mail

∙  본문,첨부파일CDR 처리

∙  UIRL원격웹격리지원

Remote Browser

∙  원격브라우저격리접속

∙  엣지서버지원

SaniTrans File

∙  비주얼컨텐츠추출

∙  안전한문서로재구성

∙  보안로그/ 감사

∙  SIEM과연계

통합 로그 / 감사

Cloud Storage 지원

SHIELDrive Edge

∙  핵심 기술/기밀취급자파일

보안및협업

∙  Hold Our Own Data&Key제공

SHIELDrive

∙  폴더/파일명난독화

∙  스토리지내파일암호화

∙  로컬/클라우드스토리지지원

Encrypto Platform

Container Linker

∙ 클라우드개발환경지원

∙  암/복호화API Interface 제공

Key Management Service

∙  키생성, 보관, 삭제

∙ BYOK/HYOK

Clou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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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NAS의보안연결

∙  사용자/부서별폴더생성및연결

V D I

SHIELD@Home

∙  승인후재택근무

∙  스크린마킹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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