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개요

CLEARPASS EXCHANGE: 다양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공
유하여 능동적인 통합 모빌리티 방어 구축

오늘날 Wi-Fi를 사용하는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들이 엔터

주요 통합 생태계: 네트워크 보안

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IT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
시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관건
은 보안을 보장하는 동시에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프로비저닝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엔터프라이즈

IT가

여전히

NAC(network

access

control), EMM(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정책 관
리, 방화벽, 게스트 관리, SSO(single sign-on) 솔루션, 헬프데스
크 및 트러블-티켓팅(trouble-ticketing) 시스템 등과 같은 다수
의 개별 시스템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 많은 포인트 제품들을 배치하여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복잡성이 가
중되고, 비용이 증가하며, 보안 컨트롤이 취약해 집니다. 또한 이 같
은 개별적인 방식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헬프데스크 작업을 증대시킵니다.
따라서 IT팀은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능
동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모바일 세대 직원들의 유연한
업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역할, 기기 타입, 소유 주체,
위치, 앱 사용을 비롯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다이나믹하게 정
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축되어 있는 보안 제품 및 관리 시스템들이
이러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연동하여 철두철미한 가
시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루바 네트웍스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에 대한 필요
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ClearPass

Access

Management

System의 기본 기능인 ClearPass Exchange를 개발하였습니다.
ClearPass Exchange는 다양한 타사 IT 시스템들과 컨텍스트 데이
터를 공유하는 중앙 DP(decision point) 역할을 수행하여, 모든 구
성요소들이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유기적인 방어체계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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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액세스 레이어 트래픽에 대한 게이트키퍼 역
할을 담당하는 ClearPass는 프로파일링과 사용자 및 기기 인증
(authentication & authorization)을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ClearPass 서버는 다양하고 중요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사용자 아이덴티티

ClearPass는 멀티벤더 네트워크 상에서 액세스 정책을 정의하기
위해 “어댑티브 트러스트(Adaptive-Trust)” 방식을 사용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액세스하려 하는 모든 사용자와 기기에 대
해 네트워크 연결 전 및 연결 후 평가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컨텍스
트를 통해 파악된 연결 리스크를 기반으로 액세스 정책을 다이나믹
하게 조정합니다.

• 기기의 현재 상태 및 보안 수준
• 연결된 사용자 및 기기의 위치

주요 통합 생태계: 인증

이와 같은 컨텍스트 데이터는 여러 내부 시스템과 써드파티 시스템
들로부터 일방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집됩니다. 컨텍스
트 공유를 간소화하기 위해 ClearPass는 다양한 API와 SQL,
syslog, XML, SOAP, SAML, OAuth2, HTTP 등의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ClearPass Exchange는 XML API를 사용하여 EMM 시
스템들로부터 제조사 및 모델, 암호화 상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
트 애플리케이션, 탈옥 상태 등 다양한 기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
니다. EMM 시스템들이 정책 위반을 탐지하면, 해당 정보가
ClearPass의 정책 결정 내에 반영됩니다.

주요 통합 생태계: 트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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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
액세스 허용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는, ClearPass가 만든 다양한 세
션 컨텍스트가 저장되어 다른 시스템들과 공유됨으로써 네트워크
보호를 지원합니다.
ClearPass

Exchange는

타사

기기

및

관리

시스템들과

ClearPass 서비스의 컨텍스트 공유 및 매끄러운 통합을 제공합니
다. 고객은 아루바의 다양한 사전 통합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자체 시스템과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루바는 Palo Alto Networks 차세대 방화벽과 정보
를 교환하여 사용자 및 기기 레벨에서 보다 정확하게 앱-레벨(applevel)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네트워크 에지 보안을 강화합니다. 또
한 Splunk, HP ArcSight 등의 SIEM 솔루션들은 ClearPass가 수
집한 사용자, 기기, 위치 가시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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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Pass는 또한 비(non)-네트워크 IT 시스템 및 헬프데스크 툴

ClearPass Exchange는 실시간 이벤트 프레임웍, 커스터마이즈

과 연동되어 인증 실패 시 해당 사용자, 기기,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아웃바운드 API, 그리고 ClearPass와 타사 시스템 간의

포함한 티켓을 자동적으로 생성합니다.

손쉬운 컨텍스트 공유를 위한 간편한 양식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기, 사용자 인텔리전스를 Twilio, ServiceNow,

아웃바운드 HTTP 기반 RESTful API는 ClearPass Exchange가

Nearbuy/RetailNext 등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여 모

표준 HTTP 커맨드를 사용하는 어떤 API-인에이블드 웹 서비스와

빌리티 컨텍스트를 다른 IT 워크플로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ClearPass는 탁월한 유연
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며, 고객은 이를 통해 어떤 서버에든 네트워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화 및 사용자 만족을 향상시키고 IT 수작업에

크-트리거(network- triggered) 워크플로우를 통합할 수 있습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가 보

니다.

안 시스템 및 비즈니스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다양한 이
아루바는 Airheads 커뮤니티(http://

점들을 제공합니다.

community.arubanetworks.com) 멤버들이 다른 ClearPass
“Build-your-own” 통합 시스템

사용자들과 자신의 “build-your-own” 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커스터마이즈된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

ClearPass Exchange Recipe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십니까? 아루바는 고객이 자체적인 “build-your-own” 통합 시
스템을 만들고 혁신적인 헬프데스크/사고알림,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실내 자동화 및 LED 조명, 기타 여
러 시스템들과 컨텍스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통합 생태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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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의 힘

맞춤 통합 외에도, 아루바는 업계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ClearPass를 EMM, 방화벽, 싱글
사인온(single sign-on), 기타 여러 시스템들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EMM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통합 사례: ClearPass와 MobileIron
업무 환경 내에서 증가하는 BYOD 및 IoT(Internet-of-thing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EMM 및 NAC 시스템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통
합을 통해 EMM 시스템은 기기에 대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공유하고, EMM 에이전트에 의해 수집된 속성들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정책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learPass는 MobileIron, VMware AirWatch, Citrix XenMobile, JAMF Software, IBM, SOTI, SAP Afaria 등 주요 EMM 벤더 제품
들과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MobileIron의 EMM은 ClearPass 서버에 기기 상태, OS 버전, 실행 중인 앱, 기기 소유주(개인 기기 또는 회사 기기) 등의 정보
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컨텍스트 정보는 ClearPass가 어떤 기기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허용 여부, 연결 후의 리소스 액세스 범위, 연결 중에 실행 가능
한 작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여러 번에 걸쳐 네트워크 인증을 실패할 경우, ClearPass는 MobileIron이 알림 메시지를 해당 기기로 전송하고 네트워크
가 자동적으로 해당 기기에 대한 격리 또는 기타 수정 조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MobileIron이 기기 상태 평가에서 EMM 에이전트 누락이나 블랙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할 경우에는 ClearPass가 액세스 적용,
치료, 알림들을 실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빌트인 EMM 통합은 ClearPass가 최적의 어댑티브 트러스트(Adaptive-Trust) 결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기 상태 정보를 제공합
니다. 또한 추가적인 알림 및 고급 정책 이벤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MOBILEIRON을 통한 탈옥 탐지 워크플로우
1

2
탈옥 기기 탐지

헬프데스크 알림 자동 생성

3
디바이스 전송 메시지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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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화벽
통합 사례: ClearPass와 Palo Alto Networks
Palo Alto Networks의 차세대 방화벽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위협, 콘텐츠에 대한 인스펙션을 실행하는 트래픽 분류(traffic
classification)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ClearPass를 통합시킴으로써 이러한 방화벽의 정책 실행 기능을 단순한 IP 주소 기반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 이상으로 한층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및 기기, 게스트 네트워크, 논-디렉토리(non-directory) 아이덴티티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각종 기기들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ClearPass와 Palo Alto Networks 방화벽을 통합함으로써 관리자는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웹 메일, 소셜 사이트 액세스를 위한 외부 웹 브
라우징 권한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사용자가 회사 노트북에서는 웹 메일, 소셜 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외부 웹 브라우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PALO ALTO NETWORKS 방화벽 정책 실행 향상
1
사용자 및 기기 인증

2
사용자 및 기기 정보를 방화벽에 전송

4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PALO ALTO NETWORKS
차세대 방화벽

3
사용자 및 기기 타입에 따른 트래픽 처리
(TR AFFIC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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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SECURITY INCIDENT EVENT MANAGEMENT)
통합 사례: ClearPass와 Splunk
SIEM 시스템은 모든 보안 이벤트들을 종합하여 데이터 연관분석(correlation) 및 타 시스템들과의 연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NAC/AAA 데이터를 이러한 솔루션들과 공유하는 것이 액세스 레이어 보안 전략의 핵심입니다.
ClearPass는 LogRhythm, HP ArcSight, Splunk 등의 SIEM 시스템과 통합되어 세션 로그, 감사(audit) 이벤트, 이벤트 기록, 기타
syslog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ClearPass에 의해 공유되는 컨텍스트 데이터는 SIEM 시스템들이 보안 위협과 정책 위반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Splunk용 ClearPass 앱은 직원, 하청업체 게스트, 기타 유선/무선/VPN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ClearPass Policy Manager syslog 피드를 시각화해 줍니다.
또한 ClearPass와 Splunk가 통합되어 인증 요청, 실패 및 알림, 정책 실행 트렌드(예를 들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위 10위
Enforcement Profile), 엔드포인트 프로파일, 세션 상세 내용, 기타 유용한 정보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PLUNK 보안 분석 및 사고 관리

1

1

방화벽

3
1
실시간 이벤트 로그

1

3

EMM/MDM

하이 리스크 연결 격리

2
위협/위반 탐지 및 연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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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알림 시스템
통합 사례: ClearPass와 PagerDuty
ClearPass는 관리 시스템, SMS, 이메일, 콜백 시스템(call-back voice systems) 등 거의 모든 알림 시스템(notification system)들과 통
합됩니다. 예를 들어 PagerDuty의 운영 성능 플랫폼과 통합되면, ClearPass는 운영팀에게 보안 이벤트 알림을 제공하고 운영팀이 해당 메시
지를 확실히 수신하도록 보장합니다.
신속한 이벤트 알림과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직원, 고객 만족도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 대응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ClearPass와 PagerDuty의 통합은 불필요한 알림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네트워크 보안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프로세스 효율화 및 고객 경험 향상에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통계를 제공합니다. 고객지원 담당자는 VIP 게스트 도착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지원이 필요한 호텔 게스트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PAGERDUTY를 통한
유선 NAC ROGUE DETECTION 알림 워크플로우
1

2
인증

유선 포트에
알수없는 기기연결

4
포트 차단

3
PAGERDUTY로 사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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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토사인온(AUTO SIGN-ON)
통합 사례: ClearPass와 IBM Security Access Manager (iSAM)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endpoint)를 사용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증 및
SSO(single sign-on)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learPass Auto Sign-On 기능은 사용자가 일단 네트워크 인증을 완료한 다음에는 모바일 앱 사용 시 반복적으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
록 해줍니다. ClearPass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로그인을 확인하고, 이후 자동적으로 해당 사용자의 모바일 앱 인증을 제공합니다.
ClearPass Exchange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iSAM(IBM Security Access Manager)을 비
롯한 타 시스템들로 오토사인온(Auto Sign-on)을 확장합니다. ClearPass와 통합되어 iSAM에 네트워크 인증 및 기기 상태에 대한 기능
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 인증 속성(authentication attributes)을 사용하여 무선, 유선, VPN 전반에서 보호된 앱들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
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M-for-Web은 컨텍스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접근제어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보호하
고 최신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합니다.
또한 ClearPass Exchange는 오토사인온(Auto Sign-on)을 보호된 웹 애플리케이션들로 확장함으로써 사용자들이 iSAM에 매번 로그인
할 필요가 없도록 해줍니다. 사용자들은 한층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리자는 웹 액세스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AM(IBM SECURITY ACCESS MANAGER)
오토사인온
사용자 및 기기 인증

1

1
액세스 포인트
아루바 컨트롤러

2
성공적인 네트워크 인증 /
ASO(AUTO SIGN-ON) 크리덴셜이
컨트롤러에 캐시로 저장됨

4
별도의 로그온 필요없이
iSAM 사용자 기반 정책에 의해
사용자 웹 트래픽 처리

3
사용자가 웹 세션을 시작하면
ASO 크리덴셜이 iSAM으로 전달됨
IBM i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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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방어체계 구축
최강의 IT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서로 컨텍스트 정
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보안 및 방어체계의
핵심입니다. 기업 보안 경계(perimeter) 안팎에서 Wi-Fi 기능을 사
용하는 수많은 모바일 기기들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연결하는 오
늘날 모바일 환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타입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여러 보안 시스템들이 각각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서로 알 수 없는 개별
화된 방식과 달리, 아루바 ClearPass Exchange는 통합을 통한 양
방향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ClearPass는 액세스 레이어, EMM, 네트워크 보안 제품에서부터 접
객 서비스(hospitality), 결제(payment), 메시징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이
선택한 오픈 플랫폼을 통해 HTTP 기반 워크플로우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루바 ClearPass를 통해 IT팀은 고도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엔드유저들은 셀프-서비스 및 향상된 사용자 경험
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기
업이 오늘날의 다이나믹한 모바일 환경을 위한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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