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원격 근무자 보호
Isolation Core™ 기반의 Menlo Security Global Cloud Proxy가 지사와
재택 근무자를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점:
·

원격 근무자를 위해 멀웨어를
100% 차단하는 웹 검색

·

Office 365/G Suite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랜섬웨어 및 피싱
방지

·

·

직원들이 기업 방화벽 외부에서 로그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에
집중한다는 것은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향상된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본사, 지사, 공유 오피스 또는 재택 등 근무지에 관계없이 업무에 적합한 적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이 거대한 공격 벡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클라우드가 발전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웹 기반 앱과 SaaS 플랫폼을 통해

모든 사용자의 모든 장치에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에 맞게 공격 방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Verizon

일관된 보안 제공

에 따르면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위협에는 스피어 피싱, 랜섬웨어, 계정 도용 등이

웹 트래픽 백홀이 필요하지 않아
인터넷에 빠르게 직접 연결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성공 시 중요 비즈니스 시스템에 매우 쉽게 액세스하여 정보를
도용하거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대가(ransom)를 요구합니다.

위험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원격 작업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분산형 업무 환경은 기업의 성장과 사기 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원격 근무자들의 특성상 조직 전체에서 일관된 사이버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트북과 모바일 장치의 브라우저와 플러그인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업데이트, 패치해야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자 장치가 IT 부서와 같은 건물에 있지 않으면 이는
곤란한 일입니다. 결국 사용자 장치 보안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능력, 의지, 우선 순위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치 수만 개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보안에 취약한 장치
하나만 네트워크에 연결되더라도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감지 후 대응 방식을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은 고객이 모든 트래픽을 데이터 센터의
중앙 관문으로 우회시키고 그 곳에서 위협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SaaS 플랫폼의 변화하는 트래픽 요구 사항과 이메일 내 링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용자 로그인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VPN 인프라를 계속 올리거나, 비경제적인 보안 어플라이언스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약

타협 없는 원격 근무자 보호
웹사이트 및 SaaS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고 어디서나 링크를 클릭하는 원격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클라우드를 통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사용자가 본사, 지사, 고객 사이트, 가정 또는 공용 Wi-Fi 등 로그인한 위치에 관계없이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solation Core™ 기반의 Menlo Security Global
Cloud Proxy는 클라우드에서 이메일 링크를 포함하여 모든 웹 트래픽이 이동하는 개별
유비쿼터스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다. 이 보안 계층을 통해 각 작업 부하에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가정 또는 외부 카페 등 사용자 위치에 관계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Menlo Security
Cloud Proxy를 통해 성능
영향이나 기본 검색 환경
변화 없이 원격 근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고 다른 모든 트래픽을 최종 사용자 장치에서 멀리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단말에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브라우저에서는 악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콘텐츠도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solation Core™ 기반의 Menlo Security Global Cloud Proxy는 기업이 성능 영향
없이 원격 근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Menlo Security가 귀사가 지사와 재택 근무자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Korea@menlosecurity로 문의하십시오.

Menlo Security 회사 소개
Menlo Security는 웹, 문서 및 이메일에서 멀웨어 위협을 제거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합니다. Menlo
Security는 수백여 글로벌 2000대 기업과 주요 정부 기관들이 보안 클라우드 변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enlo Security 클라우드 플랫폼은 사용자 단말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최종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장 가능한 포괄적인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Menlo Security는 Gartner Magic
Quadrant for the Secure Web Gateway의 Visionary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2020 Menlo Security, All Rights Reserved.

문의
menlosecurity.com
(650) 614-1705
Korea@menlosecurit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