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제로 트러스트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존
재하지 않는다는 핵심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되고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와 장
치만을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접속을 허용한
다[1]. 지금까지의 보안체계는 경계형 보안을 기본
으로 다계층 보안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일하는 장소와 장비의 다양화, 클라우드 시스템의 
활용, 보안 위협의 분산화 등이 보안 대책의 과제
로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많은 
시간을 제로 트러스트와 경계 기반의 보안 개념을 
병행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
해 프로세스의 변화, 기술 솔루션의 도입 등으로 
상당한 비용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구축
을 위한 여러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Ⅱ.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구축 
프로세스

 1. 주체의 식별
식별하려는 주체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포함

되며,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 등 특수 권한을 가
진 사용자에게 속성이나 역할을 부여할 때는 그들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로그 및 감
사를 통해 액세스 패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말 로그, 네트워크의 로그, 인
증 로그,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나 
SaaS(Software as a Service) 로그 등 확인해야
만 하는 로그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또한 사내 네
트워크나 외부의 단말, 클라우드 시스템 등 로그를 
확인해야만 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2, 3]. 관련 
솔루션중 하나로 SIEM(Security Information & 
Event Management) 가 있다. SIEM 은 크게 4가
지 기능으로 데이터 통합, 탐지, 조사, 대응으로 

제로 트러스트 구축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이대성
부산가톨릭대학교

A Study on Zero Trust Building Process
Daesung Le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 dslee@cup.ac.kr

요  약

  현재 대부분 기업은 웹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센터용으로 방화벽이나 WAF(Web 
Application Firewall) 등의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최근 원격접속의 필요가 높아지면서 원격접속 
제어의 보안 취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네트워크 보안 모델에 대한 개념과 이를 활용한 전략 및 보안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most companies have security solutions such as firewalls or WAF (Web Application Firewall) for web 
services, cloud systems, and data centers. Recently, as the need for remote access increases, the task of overcoming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of remote access control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the network 
security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zero trust and the strategy and security system using it will be reviewed. 

키워드

Zero Trust Architecture, Network Security, Building Process, Security Strategies

 464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각종 로
그를 집적하여 로그를 해독하는데 특화돼 있으므
로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보안 운용 및 감
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준다[4].

 2. 기업 소유 자산의 식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

나는 디바이스 식별 및 관리 능력이다. 따라서 기
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기업 리소스에 액
세스하는 디바이스 중, 기업 소유가 아닌 디바이스
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
업 자신은 노트북, 핸드폰과 같은 하드웨어 컴포넌
트와 사용자 계정,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인증서와 
같은 디지털 아티팩트 두 가지로 나뉘어 관리된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이러한 자산들을 물리
적 위치나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설정 및 조사와 
업데이트가 항시 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업 소유 
인프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산을 식별 및 구분, 
액세스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추가로 기업 소
유가 아닌 자산과 기업 소유의 쉐도우 IT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쉐도우 IT는 네트워크 액세스
가 필요하므로 특수한 문제를 일으키며, 액세스 결
정이나 모니터링 및 포렌식에도 활용되기 때문이
다. 효율적으로 감시 및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나 객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
범위한 로그로부터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확인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및 기업
에서 중요한 리소스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어떠한 
사용자와 객체로부터 어떠한 행동이나 접근을 탐
지 및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안정책을 정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2, 5].

 3. 핵심 프로세스 식별 및 위험 평가
세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플로우

의 관계를 식별하고, 성능, 사용자 경험, 워크플로
우 취약점 증가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해서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이다[2].

 4.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후보에 대한 정책 수립
후보 서비스나 워크플로우는 프로세스의 중요성, 

영향을 받는 주체, 워크플로우에 사용되는 리소스
의 현재 상태 이 세 가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이나 워크플로우를 식별한 후, 워크플로우가 
사용하거나 영향을 주는 ID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
이스, 마이크로서비스와 같은 모든 업스트림 리소
스와 로깅, 보안 모니터링과 같은 다운스트림 리소
스, 그리고 주체 및 서비스 계정과 같은 엔티티들
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모든 주체가 사용
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보다는 일부만이 사
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후보로 하는데 
있어 유용하기 때문에 기업관리자는 후보 비즈니
스 프로세스의 리소스 기준과 중요도에 따른 가중
치를 결정해야 한다[2, 6].

 5. 솔루션 후보 식별
비즈니스 프로세스 후보 목록이 작성 완료되면 

설계자는 그에 맞춰 아래 기준에 따라 솔루션 후
보 목록을 작성한다[2].

 - 솔루션이 기업 소유가 아닌 자산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적용이 제한되므로 클라이
언트에 컴포넌트 설치하는지 확인
 - 후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소스 위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후보 솔루션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솔루션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소스가 모두 
온 프레미스(on-premise)에서도 동작하는지 확인
 - 솔루션이 분석에 필요한 로그 상호작용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
 - 프로토콜 및 전송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솔루
션인지, 좁은 범위의 솔루션인지 확인
 - 솔루션이 주체의 행위 변경 요청 시, 특정 워
크플로우 수행을 위해 기업 주체는 수행 방법 변
경요망 

 6. 초기 시행 및 모니터링
후보 워크플로우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컴

포넌트를 선택이 완료되면 초기 시행단계가 시작
된다. 기업관리자는 처음에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제한이 되거나, 할당된 접근 권한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주로 모니터링 모드로 운영하
거나 새로운 제로 트러스트 정책이 효과적이고 운
영 가능한지 확인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Reporting-only 모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드 운영을 통해 기업은 자산과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요청과 행위 통신 패턴의 베이스라인을 인
식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로
그를 기록한다[2].

 7.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확대
워크플로우 정책이 개선이 완료되면, 기업은 정

상적인 운영 단계를 시작한다. 네트워크 및 자산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트래픽을 로그에 기록한
다. 이때, 대응 및 정책 변경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며, 주체 및 리소스와 프로세스의 이해 관계자는 
운영 개선을 위한 피드백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관리자는 제로 트러
스트의 다음 전개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처
음과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후보 및 솔루션 후보
를 식별하고, 정책 또한 새로 작성해야 한다. 또
한, 신규 디바이스 접속, 제로 트러스트 논리 컴포
넌트의 중요 업데이트, 조직 구조의 이동 등과 같
은 시스템의 변화는 워크플로우와 정책 또한 변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 및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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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로 트로스트라는 새로운 네트
워크 방어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업환경에 적
용하기 위한 보안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았
다. 제로 트러스트는 모든 접근을 의심하는 핵심원
칙 하에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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