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ian�NAC를�이용한
재택근무�보안�방안

#1. Radius 인증서버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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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 변화의키워드

“비대면(Untact)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동근무자

재택근무자

개발부 기술부 영업부 Guest

소형지점

학교
병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주차교통통제

NFV

SDN

Wi-FiVPN

Cloud 5G

경계보안한계

내부인프라변화

재택근무증가

무선환경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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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는일상이되고...

<참조>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

<참조>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참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참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참조>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

원격근무시대의도래,새로운보안환경의요구



• 단말 보안 수준 검사
보안 수준 알림/교정
상세 정보 수집/분류
분류에 따른 정책 설정

•

•

•

• Account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

•

• 트래픽 암호 처리
Radius 연동
Radius CoA 지원

•

•

• 접속 단말의 상세 정보(취약점 등)
접속 단말의 사용 소프트웨어 정보
접속 단말의 사용 프로세스 정보
접속 단말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

•

•

•

• 사용자 / 부서 별 접근 권한 차등 적용
최소한 접근 권한 유지
부적합 단말의 접근 제한
접속자 별 보안정책 상세 설정

•

•

•

• 암호 통신은 기본
최신 보안 상태 유지(백신, OS 등)
필수 소프트웨어 유지
일정시간 부재 시 차단/단말 잠금

•

•

•

• 인가 사용자의 정확한 접속
비인가 사용자 접근 차단
사용자 비밀번호 강화
원격 접속 시 2단계 인증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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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재택근무를위한솔루션의필요...

계정관리 보안수준 접근권한 단말가시성

암호시스템 인증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VPN RADIUS

안전한재택근무환경구성을위한기본적요소

NAC



5

낮은�비용과�높은�효과, Genian NAC

• 네트워크내모든단말의가시성제공

단말의다양한정보제공

계정에따른차등정책설정

단말의보안상태실시간검사

•

•

•

• .....

• 802.1x 지원

AAA(Account,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Radius CoA

Radius Attributes

•

•

•

NAC Radius Server

Genian NAC

“NAC”와 “RADIUS” 를 All-in-one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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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재택근무를위해어떤선택을...

• ID/PW 를이용한 VPN 접속

목적지 IP를기반의정책적용

접속단말보안상태관계없이접속가능 업무서버 B

업무서버 A

Radius Server 인사 DB

• 재택가이드라인미준수시접속불가

• 접속단말보안상태변경시따라차단

• ID/PW 를이용한 VPN 접속
• 연동을통한 2 factor 인증

업무서버 B

업무서버 A

사용자, 부서, IP 등차등정책적용

•

•

•

•

• IP 기반으로접속정책설정

사용자기반으로접속정책설정불가

업무상필요시 IP 추가/삭제불가피

•

•

IP기반이아닌사용자기반정책적용

개인, 부서별차등정책적용

조직변경시사용자별권한만변경

접속사용자, 단말의가시성확보

암호통신 + 연결후사용자상태검사까지가능한환경

암호통신만가능한환경
Before

After



인가사용자

서버그룹 A 서버그룹 A

비인가사용자

인가사용자

A B

✖
Radius request

Radius response
(Attributes)

NAC Policy server 
with Radiu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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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an NAC 활용한�인증과�통제(1)
 원격 접속 인증 강화를 위한 “GenianNAC with Radius”, 비인가 사용자를 사전에 차단

I. 요구 기능

• RADIUS 표준 지원

II. 장점

• NAC 에이전트 필요 없음

사용자 그룹별 자동 권한 할당

비인가 사용자 접속 시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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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an NAC 활용한�인증과�통제(2)

I. 요구 기능

• RADIUS 표준 및 확장(Attributes & CoA) 지원

II. 장점

• Pre-Connection: 비인가 사용자 선별 차단

Post-Connection: 보안 규제 준수여부 확인

인가 단말의 상태 변경 시 능동적 대응(차단 등)

•

•

서버팜

인가사용자

보안규제준수

✖
Radius request

NAC Policy server 
with Radius

Radius response
(Attributes)

인가사용자

보안규제위반

비인가사용자

➊

➊

➋

➋

Radius CoA

✖

 원격 접속의 강력한 “인증”과 “보안 규제”로 기업의 비즈니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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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프로토콜 - 802.1x

 802.1x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한 원격 접근 통제 및 인증 강화 제공

Radius Server 기본 3요소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

Supplicant

(User/IoT)

Authenticator

(NAS)
Authentication Server

(RADIUS)

EAP Request & Response
Radius 접속요청

사용자인증확인인증 OK

서비스접속

Account

Authentication

Supplicant 상태변경감지

Radius CoA 전송
Reconnection / Reject

Authorization

EAPoL 통신 UDP 통신

Service

• Radius 인증 서버완벽 지원

Supplicant를사전 검증 할 수 있는 Attribute 지원

Supplicant의 변경에 따른 CoA 지원

On-premise / Cloud / VM 등멀티 환경 지원

•

•

•

The Genian NAC is...



NAC Policy / Radius Server

Supplicant
재택/지사/이동근무/파견등

Authenticator
스위치/무선AP/VPN 등

Authentication Server
GenianNAC with Radius

• Authentication

• 1)Attributes

Safe Zone
On-Premise/Cloud/VM 등

Radius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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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전(前)수행 - Radius Attributes 역할

• 사용자, 모바일 등 접속 시 Radius 인증 기능

인가된 사용자에 따른 그룹/부서별 정책 전송

비인가 사용자에 대해 Reject/Block 등 명령 전송

NAS(스위치, AP, VPN 등) 로 1)Attributes 전송

•

•

•

1)Attributes: 단말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선별적(부서, 그룹 등)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Radius 정책으로, 사전 정의하여 인증 시 “Authenticator”로 전송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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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후(後)수행 - Radius CoA(Change of Authorization) 역할

• 사용자, 모바일 등 접속 시 Radius 인증 제공

NAC 에이전트가 인증된 단말의 보안 규정 검사

보안 규정 위반 발생시 NAS(스위치, AP, VPN 등)로 1)CoA 전송

- 규정 준수 후 재 접속 유도, 차단 등 능동적 보안 정책 제공

•

•

NAC Policy / Radius Server

Supplicant
재택/지사/이동근무/파견등

Authenticator
스위치/무선AP/VPN 등

Authentication Server
GenianNAC with Radius

Safe Zone
On-Premise/Cloud/VM 등

• Authentication

• 1)CoA

Radius CoA

1)CoA: 접속한 단말의 상태 변경에 따라 인증서버에서 “Authenticator”로 사전 정의된 동작을 수행 하도록 명령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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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보안�규제와�Genian NAC�역할

NAC with Radius

재택

VPN

지점

본사

• 사용자 인증(802.1x)

• 단말 인증(MAB)

• Radius CoA

✖

원격근무 환경에서 GenianNAC 역할 ??

• 재택근무 의무 시행 필요
• 소규모 지점 보안 관리 필요

• 안전한 단말만 접속...
• 사내 보안 규정 준수 강제화...

• 접속할 단말의 보안 상태를 검사
• 취약 단말 접속 차단 / 교정

NAC + Radius = GenianNAC

GenianNAC 구성의 장점

 원격근무자에대한안전한보안유지

소규모사업장에대한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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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전환과�Genian NAC 역할

Radius Server

Cloud Workload

단말인증을통해업무접속

사용자/단말인증을통해업무접속

• 사용자 인증(802.1x)

• 단말 인증(MAB)

클라우드 환경의 GenianNAC 역할 ??

GenianNAC 구성의 장점

 클라우드접근의가시성제공

무분별한접속제한으로보안유지

• 업무의 일부를 Cloud로 이관 필요
• 모바일로 Cloud 업무 접속 필요

• 외부 보안이 우려됨
• 비인가 자 접속 우려됨

• 사용자 식별, 승인 필요
• 단말 식별, 승인 필요

NAC + Radius = GenianNAC



NAC + 인증서버

Supplicant

Authenticator

SDN 환경에필수요소 – Radius Server

Software Defined Network

• Authentication

• Authorization

•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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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네트워크�전환과�Genian NAC 역할

SDN 환경에서 GenianNAC 역할 ??

• SDN 환경 전환 고려 중...

• 직원과 외부인을 자동 분리 하고 싶은데...
• 부서별 접근 권한을 차등하고 싶은데...

• SDN은 802.1x 인증이 필수
• VLAN별 차등 권한 할당 필요

NAC + Radius = GenianNAC

GenianNAC 구성의 장점

 NAC와인증을하나로하여비용절감

단말의가시성, 권한별정책, Onbo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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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anNAC Full Coverage

Access Control
RBAC, Mirroring, L2/L3

Authentication
802.1x, AD(LDAP), SAML

Visibility
GPDB, DPI, Elastic search

Cloud

VPN

Genian NAC Cube

TAG Password

Account

On/Off Price

System

Open Port Update Software

IP/MAC

Agent Platform Vaccine

Registration Node Type Host Name

Remote Access

Mobile

Wired

Wireless

• User

Verified

WFH

• Device

• Traffic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환경과 구성이 가능하며, 수백 개의 상황에 따른 정책을 수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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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클라우드 확산으로 인한 단일 포인트 경계 보안의 모호함

다양한 비즈니스 생성/소멸/확대로 인한 고정된 시스템 환경의 파괴

사회적 이슈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외부 워크로드 트래픽 증가

내부 자산 보호를 위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적 변화

Work From Home 에서 Work From Anywhere의 변화









지금은 “문명적 전환(Civilizational Transformation)”의시대

NAC Transformation, “Genian NAC”가 앞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