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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SSL/TLS) 트래픽의폭발적 증가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 암호화 프로토콜인 SPDY,HTTP/2의 성장으로 현재 전세계 네트워크 트래픽의 25-50%가 암호화되어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된다.

• 인터넷 트래픽의 암호화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부분의 네트워크/보안 장비들이

암호화 트래픽 분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보안위협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 CP가 content를 암호화하는 Server 암호화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우회경로 툴을 설치하는 Client 암호화가 동시에 증가하고있다.

암호화트래픽증가전망

< 출처: Data courtesy of Sandvine * Global Internet Phenomena Report – 2H 2012 > < 출처: 2014 Dell Security Annual Threat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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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ata courtesy of Sandvine * Global Internet Phenomena Report – 2H 2012 > < 출처: 2014 Dell Security Annual Threat Report > 

암호화(SSL/TLS) 트래픽의폭발적 증가

• 암호화 프로토콜인 SPDY,HTTP/2의 성장으로 현재 전세계 네트워크 트래픽의 25-50%가 암호화되어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된다.

• 인터넷 트래픽의 암호화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부분의 네트워크/보안 장비들이

암호화 트래픽 분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보안위협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 CP가 content를 암호화하는 Server 암호화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우회경로 툴을 설치하는 Client 암호화가 동시에 증가하고있다.

암호화트래픽증가전망

암호화를사용하는인터넷서비스

이메일 클라우드 SNS 및 웹서비스

Gmail

Outlook

AIM Mail

iCloud Mail

Yahoo

Twitter

Facebook

Youtube

Naver

Daum

DropBox

Mega

Google Drive

Ndrive

Skydrive

Mediafire

주요검색사이트, 메일, SNS 및 Mobile App등 다양하게 보편화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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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ata courtesy of Sandvine * Global Internet Phenomena Report – 2H 2012 > < 출처: 2014 Dell Security Annual Threat Report > 

암호화(SSL/TLS) 트래픽의폭발적 증가

• 암호화 프로토콜인 SPDY,HTTP/2의 성장으로 현재 전세계 네트워크 트래픽의 25-50%가 암호화되어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된다.

• 인터넷 트래픽의 암호화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부분의 네트워크/보안 장비들이

암호화 트래픽 분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보안위협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 CP가 content를 암호화하는 Server 암호화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우회경로 툴을 설치하는 Client 암호화가 동시에 증가하고있다.

암호화트래픽증가전망

우회경로접속유형

웹 브라우져
플러그인

암호화/우회방법을
내장한브라우저

우회프로그램 국내에수많은
유/무료 SSL 프록시 및 VPN 

Zenmate

Browsec

Veilduck

Tor

Dodge Chrome

PirateBrowser

Ultrasurf

Go TorBrowser

Hotspotshield

http://proxykorea.info

https://SSL-proxy.my-addr.com 
https://www.proxfree.com 
…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보안 장비를 우회하기 위하여 우회경로툴 사용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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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트래픽의위험 유형 (Client Side)

① 내부정보를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외부로 전송한다. ② 바이러스와 같은 멀웨어를 SSL 암호화 전송방법으로 배포한다.

③ 음란물, 피싱등의 유해사이트를 SSL로 서비스한다.

④ 해커가 SSL 세션을 통하여 내부에 침투한다.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
암호화트래픽
인지불가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B/B

일반 트래픽

암호화

①

②
③
④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8SSL-PRISM

암호화 트래픽의위험 유형 (Client Side-우회경로 프로그램)

① 사용자 PC에 우회경로 툴을 설치하여, 암호화된 트래픽으로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외부의 차단 대상을 무력화

② 우회경로 툴과 외부 암호화 사이트를 조합한 이중 암호화로 탐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
암호화트래픽
인지불가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B/B

일반 트래픽

암호화

①

②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9SSL-PRISM

암호화 트래픽의위험 유형 (Server Side)

① 해커가 DDoS와 같은 웹서버공격을 SSL을 사용하여 공격 시도시 DDoS방어장비등을 무력화 한다.

② SSL을 사용한 서버취약점 공격으로 권한탈취 시도

IPS ANTI-
DDOS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
암호화트래픽
인지불가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 F/W B/B

일반 트래픽

암호화

①

②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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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협증가

Gartner

IDG Summary 

“2017년에 이르면, 사이버 공격의 50%이상이

암호화된 네트워크 트래픽(SSL)을 주요 공격 경로로 사용될 것”

“현재 보안 시스템의 80%가 SSL 트래픽 내부의 위협을 인식 또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Source: Gartner - *Security Leaders Must Address Threats from Rising SSL Traffic _  December, 2013 >

<Source: Gartner - *Security Leaders Must Address Threats from Rising SSL Traffic _  December, 2013 >

< IDG Summary >

“기업들은 각 보안 장비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위협들을 막고 있지만, 

SSL이 공격 루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Ⅰ. SSL 트래픽 변화추이 및 취약점



ⅡSSL-PRISM 개요 – SSL-PRISM이란?

– SSL-PRISM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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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PRISM이란?

Ⅱ. SSL-PRISM 개요

• 트래픽 암호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SSL 트래픽 분석/차단 어플라이언스

• 인라인 혹은 타 네트워크 장비들과 연동하여 구성 (1G,10G interface)

•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5 tuple을 유지하여, 망 구성 변경 불필요

• 높은 성능의 복호화 엔진과 트래픽 분석 엔진 탑재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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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PRISM 개요

① 복호화 포트를 통한 타 보안 장비와의 연동

② 우회경로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및 URL 필터링(HTTPS 포함)

③ SSL을 포함한 트래픽 분석 및 로그기록 관리

④ 인증서 배포,관리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①
②

③
④

②

Ⅱ. SSL-PRISM 개요



Ⅲ SSL-PRISM 주요기능 – 복호화 포트 개요

– 복호화 포트 – Passive 포트 구성

– 복호화 포트 – Active 포트 구성

– 복호화 포트 옵션

–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 URL 필터링

– 정책 설정

– 트래픽 상세 분석 및 로그 검색

– 사용자 편의성

– 인증서 배포 및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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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 SSL 트래픽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안/네트워크장비에 복호화된 트래픽을 공급하여, 암호화 트래픽에 대해서도 본래의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복호화 포트는 Passive Port(미러포트)와 Active Port의 두 종류가 제공되며,  Passive Port는 단순 분석장비 및 차단 가능

한 IDS 모드를 제공하며, Active Port는 IPS와 같은 인라인 장비와 연동된다.

Ⅲ. SSL-PRISM 주요기능

주요기능 - 복호화 포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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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개 까지 복호화 passive포트 제공

• 4대를 초과하는 경우 스위치와 연동하여 구성

주요기능 - 복호화 포트 – Passive 포트 구성

IPS DLP APT

Interne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

IDS

Switch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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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Port에 다수의 장비를 체인 연결 방식으로 직렬 구성

주요기능 - 복호화 포트 – Active 포트 구성

Interne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

ANTI-DDOSIPS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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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호화된 SSL 트래픽과 일반 트래픽을 사용자 설정에 따라 혼합하여 복호화 포트로 출력

- 복호화 하고자 하는 대상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 다른 트래픽과 함께 섞어서 복호화 포트로 출력 가능

• 연동된 장비가 복호화된 세션을 제어하면 원 SSL세션이 그에 따라 제어되는 매핑 기능 제공

• 패킷 마킹 등의 옵션제공으로 쉽게 연결 장비와 연동 가능

IPS          

DLP                

IDS                 

APT

SSL

NON-SSL

TCP

주요기능 - 복호화 포트 옵션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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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호화된 트래픽과 일반 트래픽의 세션을 분석하여, 각종 우회경로 프로토콜을 포함한 L7 프로토콜별 분류

2. 주기적인 프로토콜 DB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ARA 프로토콜 DB 서버운영으로 최신의 프로토콜 DB유지가능

3. SSL-Prism의 정책 설정 기능과 결합하여 다양한 제어방식 수립가능

암호화 트래픽

비암호화 트래픽 SSL-PRISM 복호화 및 분류

HTTPS

HTTP

이메일

FTP / P2P

유투브

클라우드 서비스

우회경로

Tor

Ultrasurf

Zenmate

…
ARA DB 서버

프로토콜
패턴

업데이트

주요기능 – 애플리케이션필터링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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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경로차단

① 국내외 알려진 대부분의 우회경로 시도들을 인식하고, 차단 혹은 적절한 제어를 수행한다

② 정책 설정으로 정의된 차단해야하는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제어한다.

주요기능 – 애플리케이션필터링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①

② ②

외부 SSL PROXY

ZENMATE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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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의 URL 필터링 기능의 기본탑재 및 정책 설정 기

능 제공

– 50개 카테고리의 1,000만개 이상의 URL 데이터베이스

– 수만 개의 성인용 SSL URL (트위터, 페이스북 포함)

– 주기적인 URL DB 자동 업데이트 지원

• 제휴된 써드파티 URL DB와 연동

• 사용자 정의 URL DB 생성 및 추가기능

• 사용자 정의 차단 페이지 설정기능

• 정책 설정 기능을 통하여 그룹별 다양한 레벨의

필터링 정책 설정가능

주요기능 – URL 필터링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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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어정책을 UI를 통하여 쉽게 구성가능

• 사용자 IP, LDAP과 연동된 조직도, 날짜 및 시간, URL DB 카테고리, 프로토콜의 조합으로 제어정책을 설정가능

주요기능 – 정책 설정

조직도에서 선택

IP대역을 설정

시간대역을 설정

조건 설정

우회경로 차단

비업무사이트 차단

특정 p2p및 메신저 차단

제어방식 선택

등록된 제어규칙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트래픽 제어

통합운영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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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서 선택

IP대역을 설정

시간대역을 설정

조건 설정

우회경로 차단

비업무사이트 차단

특정 p2p및 메신저 차단

제어방식 선택

등록된 제어규칙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트래픽 제어

통합운영

•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어정책을 UI를 통하여 쉽게 구성가능

• 사용자 IP, LDAP과 연동된 조직도, 날짜 및 시간, URL DB 카테고리, 프로토콜의 조합으로 제어정책을 설정가능

주요기능 – 정책 설정

조직도에서 선택 IP 대역별 선택

시간대별 선택

조건 설정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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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서 선택

IP대역을 설정

시간대역을 설정

조건 설정

우회경로 차단

비업무사이트 차단

특정 p2p및 메신저 차단

제어방식 선택

등록된 제어규칙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트래픽 제어

통합운영

제어방식 선택

•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어정책을 UI를 통하여 쉽게 구성가능

• 사용자 IP, LDAP과 연동된 조직도, 날짜 및 시간, URL DB 카테고리, 프로토콜의 조합으로 제어정책을 설정가능

주요기능 – 정책 설정

애플리케이션 선택 URL 선택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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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서 선택

IP대역을 설정

시간대역을 설정

조건 설정

우회경로 차단

비업무사이트 차단

특정 p2p및 메신저 차단

제어방식 선택

등록된 제어규칙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트래픽 제어

통합운영

통합운영

•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어정책을 UI를 통하여 쉽게 구성가능

• 사용자 IP, LDAP과 연동된 조직도, 날짜 및 시간, URL DB 카테고리, 프로토콜의 조합으로 제어정책을 설정가능

주요기능 – 정책 설정

• 미리 설정된 다양한 그룹들의 조합으로 종합적으로 제어정책을 설정합니다.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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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 암호화 트래픽을 포함한 전체 트래픽을 상세 분석하여 SSL 트래픽 보고서, 전체 트래픽 보고서 등을 제공

• 보고서 및 출력 가능한 PDF, 엑셀 파일 형식의 상세 분석 보고서

• SSL로그를 포함한 트래픽 로그를 관리하며,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

주요기능 – 트래픽 상세 분석 및 로그 검색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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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 암호화 트래픽을 포함한 전체 트래픽을 상세 분석하여 SSL 트래픽 보고서, 전체 트래픽 보고서 등을 제공

• 보고서 및 출력 가능한 PDF, 엑셀 파일 형식의 상세 분석 보고서

• SSL로그를 포함한 트래픽 로그를 관리하며,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

주요기능 – 트래픽 상세 분석 및 로그 검색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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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온라인 매뉴얼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 제공

– GUI상에서 팝업창을 통해 각 기능별 상세설명을 제공

GUI 직관적이고 간단한 GUI제공으로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으로 쉽고 편리한 운영이 가능

주요기능 - 사용자 편의성

• 클러스터 UI제공

– 두대 이상의 SSL-PRISM이 설치되어 있을 때 클러스터 내의 모든 SSL-PRISM 장비를 하나의 UI에서 통합운영 기능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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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 복호화 수행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를 자동/수동으로 배포 및 설치 유도 기능 제공

• Window, Mac, Android, iOS 등 다양한 환경 지원

주요기능 - 인증서 배포 및 설치 유도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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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 복호화 수행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를 자동/수동으로 배포 및 설치 유도 기능 제공

• Window, Mac, Android, iOS 등 다양한 환경 지원

자동 배포

사용자들에게 OS별 인증서 설치화면으로 자동유도 기능

[ 인증서 배포 화면 ]

PC 버전 모바일 버전

IOS

Android 

주요기능 - 인증서 배포 및 설치 유도

Ⅲ. SSL-PRISM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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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 복호화 수행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를 자동/수동으로 배포 및 설치 유도 기능 제공

• Window, Mac, Android, iOS 등 다양한 환경 지원

수동 배포

주소창에 sslcert.cc 입력

사용자가 고정된URL을 입력하면 인증서 배포페이지로 이동

주요기능 - 인증서 배포 및 설치 유도

Ⅲ. SSL-PRISM 주요기능



Ⅳ주요기술 및 datasheet – SSL-PRISM 제품 라인업

– SSL-PRISM 사양

– 신기술 TST(TCP Session Transparency)방식의 투명 SSL 복호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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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cale Network Medium Scale Network Large Scale Network

300 Mbps 600 Mbps 1.6 Gbps 4 Gbps 6 Gbps

SPA-1000 

SPA-1100 

SPA-2000 

SPA-2100 

SPA-3000 

Ⅳ. 주요 기술 및 데이터시트

SSL-PRISM 제품 라인업

SPA-3100 

10 Gbps

<
성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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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1000 SPA-1100 SPA-2000 C/F SPA-2100 SPA-3000 SPA-3100

성능

총 패킷 처리 성능 1.2Gbps 1.2Gbps 10Gbps 15Gbps 20Gbps 20Gbps

SSL 인터셉트 처리량 300Mbps 600Mbps 1.6Gbps 4Gbps 8Gbps 10Gbps

동시 처리 SSL 플로우 수 50,000 100,000 200,000 300,000 500,000 800,000

새로운 핸드셰이크 SSL 세션 수 (초당) 1,500 2,500 4,000 5,500 8,000 21,000

SSL 세션 로그수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SSL 가시성

미러링 포트 1 1 2 (총 4 포트까지 확장가능) 2 (총 4 포트까지 확장가능) 2 (총 4 포트까지 확장가능) 2 (총 4 포트까지 확장가능)

세션 제어 매핑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트래픽 분석/모니터링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다차원적 분석 및 리포트
(카테고리별/사용자별/시간대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인증서 배포 툴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애플리케이션/
웹 필터링

(*SSL/비SSL )

우회경로 Connection 차단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웹(URL)/애플리케이션 필터링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필터링 정책
(카테고리별/사용자별/시간대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서드 파티 필터링 DB
(McAfee SmartFilter)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선택 사항

기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Fixed 8 x 1Gbps Copper(2 pairs 바이패스 포함) 
- 네트워크 모듈 슬롯 1개

(다양한 1Gbps 인터페이스 지원 가능)

- Fixed 2 x 1Gbps
- 네트워크 모듈 슬롯 3개
(다양한 1Gbps 및 10Gbps 인터페이스 지원 가능)

동작 모드 하드웨어 바이패스가 가능한 인라인 모드

SSL 관리 투명성 Certification Resign으로 TCP 세션 투명성

암호화 프로토콜 TLS 1.0, TLS 1.1, TLS 1.2, SSL v3

공개키 알고리즘 RSA, DHE, ECDHE

대칭키 알고리즘 AES, AES-GCM, 3DES, SEED, ARIA, CAMELLIA, DES, RC4

해쉬 알고리즘 MD5, SHA-1, SHA-2

RSA 키 512 ~ 8192 비트

SSL-PRISM 사양

Ⅳ. 주요 기술 및 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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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TST(TCP Session Transparency)방식의투명 SSL 복호화 엔진

• 호환성: 네트워크상의 어느 위치라도 타장비의 설정 변경 없이 설치가능

• 선별적 복호화: 모든 포트의 SSL 트래픽의 분석 및 복호화가능

• 성능 및 안정성 : 최적화된 성능과 녹은 수준의 세션처리의 안정성 제공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B/B SSL-PRISM

세션투명성 보장

SSL-PRISM

Packet 5 Tuple 유지

10.0.0.1

1111

20.0.0.1

443

10.0.0.1

1111

20.0.0.1

443

Source IP

Source Port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

Ⅳ. 주요 기술 및 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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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B/B SSL-PRISM

• 호환성: 네트워크상의 어느 위치라도 타장비의 설정 변경 없이 설치가능

• 선별적 복호화: 모든 포트의 SSL 트래픽의 분석 및 복호화가능

• 성능 및 안정성 : 최적화된 성능과 녹은 수준의 세션처리의 안정성 제공

신기술 TST(TCP Session Transparency)방식의투명 SSL 복호화 엔진

호환성

기존의프록시방식과다르게 5 tuple을완벽하게유지함으로서, 

타 네트워크장비의설정 및 구조 변경없이호환된다.

하나의 logical session이 여러 개의 실제세션으로분리되어생기는 문제점을완벽히제거한다.

- 비표준 트래픽의 장애요소 제거

- 타 네트워크 장비의 통계 및 기능 오류 방지

Ⅳ. 주요 기술 및 데이터시트



37SSL-PRISM

• 호환성: 네트워크상의 어느 위치라도 타장비의 설정 변경 없이 설치가능

• 선별적 복호화: 모든 포트의 SSL 트래픽의 분석 및 복호화가능

• 성능 및 안정성 : 최적화된 성능과 녹은 수준의 세션처리의 안정성 제공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B/B SSL-PRISM

신기술 TST(TCP Session Transparency)방식의투명 SSL 복호화 엔진

선별적 복호화

사용자와서버간에세션이 연결된후복호화에개입하는 dynamic한방식

포트에무관하게모든 포트에 걸쳐산재해있는 SSL 세션만 선별적으로복호화하며, 

나머지트래픽은아무 영향없이 bypass 시킨다

Ⅳ. 주요 기술 및 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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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성: 네트워크상의 어느 위치라도 타장비의 설정 변경 없이 설치가능

• 선별적 복호화: 모든 포트의 SSL 트래픽의 분석 및 복호화가능

• 성능 및 안정성 : 최적화된 성능과 녹은 수준의 세션처리의 안정성 제공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B/B SSL-PRISM

신기술 TST(TCP Session Transparency)방식의투명 SSL 복호화 엔진

성능 및 안정성

복호화에필요한최소의 세션만을 유지시켜최적화된복호화 성능유지가능하다

H/W bypass가 발생하더라도복호화를 제외한모든 세션들은세션단절없이연속적인통신가능한

최고의안정성 제공한다

SSL-PRISM

H/W Bypass

일반 트래픽세션이끊김없이 유지

Ⅳ. 주요 기술 및 데이터시트



Ⅴ솔루션 – SSL 가시성 (Client Side)

– SSL 가시성 (Server Side)

– 개방형 망을 위한 보안 게이트웨이 투명성

– 이중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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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솔루션

SSL 가시성 (Client Side)

• 사용자에게 복호화에 필요한 인증서 배포

• 보안 장비들에게 복호화된 트래픽 공급

DLP IDS APT

Passive 포트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IPS Anti-DDOS

Active 포트

인증서 배포

복호화
트래픽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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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솔루션

SSL 가시성 (Server Side)

• 여러 대의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멀티인증서 등록

• 보안 장비들에게 복호화된 트래픽을 공급하여, SSL을 이용한 DDoS 공격이나 권한탈취 시도들을 방어

• 트래픽 공격방어로 웹서버 보호

IDS APT

Passive 포트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Internet/WAN F/W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IPS Anti-DDOS

Active 포트

멀티 인증서 배포

복호화
트래픽
공급

S/W

DDoS공격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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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피싱

유해사이트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Ⅴ.솔루션

개방형 망을 위한 보안 게이트웨이투명성

• 개방형망 또는 제한된 개방형망에서 애플리케이션/URL차단기능을 통하여 폐쇄망 수준의 보안유지 가능

• 투명한 방식으로 망구조에 큰 변경 없이 설치가능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필터링

SSL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SSL을 통한 해커칩입

우회경로
시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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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망 또는 제한된 개방형망에서 애플리케이션/URL차단기능을 통하여 폐쇄망 수준의 보안유지 가능

• 투명한 방식으로 망구조에 큰 변경 없이 설치가능

바이러스, 피싱

유해사이트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SSL-PRISM

필터링

SSL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SSL을 통한 해커칩입

우회경로
시도차단

연관솔루션: 폐쇄망용 보안 Gateway

Ⅴ.솔루션

개방형 망을 위한 보안 게이트웨이투명성

폐쇄망용 보안프록시로 ICAP을 이용한 타장비와 연동 및 URL필터링

바이러스, 피싱

IPS DLP IDS APT

내부 보안 솔루션

Internet

Web Browser
(SSL Client)

Web Servers
(SSL Servers)

F/W

B/B

일반 트래픽

복호화

암호화

JAGUAR 
5000

필터링SSL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ICAP)

유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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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객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대 효과

-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및 제어기능 제공
- 비업무 사이트 차단
- 다양한 우회접속 경로 차단
- 유해 사이트 및 악성코드 유포지 접속 통제
- 복호화된 트래픽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보안 장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직원

대상 트래픽

(서비스)

기업내 사용자의 트래픽

기업보안 서비스

BEFORE

사용자

Backbone-A

Firewall-A

Backbone-B

Firewall-B

AFTER

사용자

Backbone-A

Firewall-A

Backbone-B

Firewall-B

필터링

우회경로 차단

Ⅴ.솔루션

이중화 구성

SSL-PRISM SSL-PRISMTAP-A TAP-B



Ⅵ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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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Ⅵ.고객사

국내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Contact Information

㈜파인앤애플시스템즈신동호부장
Phone : 070-7010-5902

Mobile : 010-6855-9776 

E-Mail : dhshin@pineandapp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