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안관리시스템 세부 규격]
- 대상 제품 : AhnLab TSM
빨간색 :강점(독소조항) 및 유의사항, 파란색: 타사대비 우위, 검정색: 일반기능

￮ 보안장비의 성능/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과적인 통합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장비와 분리된 외장형
Server 형태의 구성이어야 함
￮ 편리한 관리 환경을 위해서 관리 Channel은 별도의 Application 설치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로그관리는 별개의 장비로 구성 할 수 있어야 함
￮ 긴급장애 대응을 위한 고가용성(HA)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정책 관리 장비 1대당 3,000대 이상의 보안장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여러 대의 관리대상 장비를 일원화된 통합관리 창에서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대상 장비를 개별관리/ 그룹관리가 가능해야 함
￮ 관리자 계정은 최소 3단계 이상의 권한수준(Level)을 제공해야 함
- 최상위 관리자 (관리자 계정 관리권한/ 모든 장비의 모든 기능 쓰기 권한 보유)
- 시스템 관리자 (모든 장비의 모든 기능 쓰기 권한 보유)
- 정책 관리자 (지정된 장비의 지정된 기능 쓰기 권한 보유)
- 읽기 관리자 (지정된 장비 정책 읽기 권한 보유)
- 장비관리자/ 일반관리자는 지정된 장비에 한해서만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관리자 로그인 실패 가능 횟수/ 유휴시간 설정/ 패스워드 강제변경 기능/ 접속 가능 시간 설정 등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 등록 시, 중복 등록 되지 않도록 자동 필터링해야 함
￮ 즉각적인 관리장비의 장애대응을 위해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장애장비의 정책 및 설정 정보의 Migration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양방향 동기화 지원)
￮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장비와 관리영역 밖에 있는 장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영역 밖에 있는 장비의 정책 설정을 위해 개별 장비 UI 연결 기능을 제공해야함
￮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의 이벤트/ 정책 설정 변경 내역/ 정책 적용 내역 등이 로그 형식으로 관리 및
제공되어야 함
￮ 관리대상 장비의 펌웨어를 리모트에서 Update/Roll-Back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대상 장비들의 정책과 설정 정보에 대한 수동/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백업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함
￮ 관리대상 장비를 리모트에서 Restart하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 관리대상 장비 중 개별 장비를 연결 해제/삭제 할 수 있어야 함
￮ 관리대상 장비들의 실시간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함
- 관리장비의 CPU/ 메모리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장애 상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전체 트래픽을 BPS/ PPS 형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방화벽 필터링 통계정보 (세션수/허용 패킷수/차단 패킷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각 인터페이스의 장애 상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VPN 트래픽을 BPS/ PPS 형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VPN 상태 정보 및 키 협상 경과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실시간 VPN 네트워크 연결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관리장비 중 정상 장비 대수/ 이상 장비 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관리장비 중 VPN 이상 장비 대수와 터널정보 및 회선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장비의 기능별 라이선스 (IPS 라이선스, Anti-virus 라이선스, Contents 등) 사용 현황 및 만료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Ping Test / TraceRoute 등을 통해 관리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즉시 보고하기 위해 ‘Excel/ CSV' 형태로 저장이 가능해야 함
￮ 관리대상 개별 장비의 상세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트래픽 현황, BPS/ PPS/ 연결 세션수 현황 정보
- 인터페이스별 트래픽 정보/ 장애여부
- 프로토콜별/ 서비스별/ 호스트별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 (로그 매니저)
- 실시간 세션 모니터링
￮ 관리대상 개별 장비의 상세 보안 이벤트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위험도별 IPS 공격탐지/ 차단 통계현황 정보/ Top 10 탐지 공격정보/ 실시간 IPS 공격탐지 이벤트 로그
- 프로토콜별 (SMTP/ POP3/ HTTP/ FTP) 바이러스 차단 통계현황 정보/ Top 10 탐지/ 바이러스 정보/
실시간 Anti-virus 탐지 이벤트 정보
- 필터별 (RBL/ 키워드/ 전용엔진 등) 스팸메일 차단 통계현황 정보/ Top 10 Spam-mail 정보/
실시간 Spam-mail 필터링 정보
- 필터별 (방통위 DB/ 사용자정의 등) 웹사이트 필터링 통계현황 정보/ Top 10 웹사이트 필터링 정보/
실시간 웹사이트 필터링 정보
- 웹사이트 Category 별 ‘악성코드 접속사이트 필터링’ 통계현황 정보/ Top 10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
필터링 정보/ 실시간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 필터링 정보
- 대용량 웹 트래픽 제한 모니터링/ 인터넷 접근제어 모니터링 현황 정보 제공
- 실시간 시스템/ 보안 관련 이벤트 로그 정보 제공
￮ 효율적인 정책 설정 및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 간 정책복사 기능을 제공하여, 한 장비의 정책을 다른
장비에 복사할 수 있어야 함
￮ 정책별 일간/주간/월간/2개월/3개월의 Hit Count를 제공하여 미사용 정책의 정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객체별 참조 횟수를 제공하여, 객체 설정의 최적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함.
￮ Profile 기반의 정책 설정 기능 제공으로 개별/그룹 장비 통합 정책 설정 관리가 용이해야 함
- Profiling 기반의 통합 시스템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그니처 업데이트 정책, 로그 정책, 경보메일 정책 등 Profile 설정 기능
- Profiling 기반의 통합 객체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IP주소, 도메인주소, 서비스, Scheduling, 객체정보 등 Profile 설정 기능
- Profiling 기반의 통합 보안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방화벽 정책/ IPS 정책/ Anti-virus 정책/ Anti-spam 정책/ 웹사이트 필터링 정책 Profile 설정 기능

- Profiling 기반의 VPN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IPSec VPN 네트워크 정책/ Key 교환 방식 정책 / 인증서 등 Profile 설정 기능
- 통합 객체의 중복 입력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개별 장비의 방화벽 정책의 중복검사 및 유효성 정보를 제공하고, 비유효 정책의 삭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폐쇄망에 관리대상 장비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시그니처 업데이트 파일 배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미리 지정된 시그니처의 일괄 업데이트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그니처 업데이트의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함
-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의 일괄 삭제 및 일괄 수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대상 장비에 제공되는 방화벽 엔진 및 각종 DB는 폐쇄망에서 수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보안장비의 성능/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과적인 통합로그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장비에서 분리된
외장형 로그 서버 형태의 구성을 지원해야 함
￮ 외장형 로그 서버는 관리 대상 장비로 부터의 메시지 수신을 초당 50,000 건 이상을 지원해야 함
￮ 관리 대상 장비들과의 시간동기화를 위한 NTP 서버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함
￮ DR 설정된 장비들을 대상으로, 일괄 수동 DR전환 기능으로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DB의 안전한 보관 및 디스크의 사이즈 관리를 위해 스케줄 백업, 수동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일간, 주간, 월간 및 사용자 지정기간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된 데이터 사이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업 압축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된 데이터의 복원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위협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 일간/ 주간 상세추이 분석 정보 - 통계 리포트 정보’의 3 단계 구성 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장비 및 관리 네트워크의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세 추이분석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4시간/ 일주일 동안의 CPU, 메모리 사용량 추이정보 제공
- 24시간/ 일주일 동안의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 추이정보 제공 (BPS/ PPS/ 세션수)
￮ 보안 위협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IPS가 탐지한 ‘보안위협 상세 추이분석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서비스별 공격발생 순위 정보를 제공
- 위험도별 공격발생 횟수 트렌드 정보를 제공
- 공격유형별 Top 10 정보를 제공
- 공격자별 Top 10 정보를 제공
- 공격대상별 Top 10 정보를 제공
- 24시간/ 일주일 동안의 공격자 추이분석 정보를 제공
- 24시간/ 일주일 동안의 공격 대상 추이분석 정보를 제공
- 24시간/ 일주일 동안의 공격 위험도별 추이분석 정보를 제공
- 24시간/ 일주일 종안의 공격 국가 추이분석 정보를 제공
￮ 보안장비의 운영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운영로그 이벤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검색 대상 장비, 검색 기간 등을 지정하여 보안장비 운영로그를 제공해야 함
- 검색 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보안침해사고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상세한 방화벽 필터링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특정기간/ 실시간 방화벽 필터링 로그를 제공해야 함
- NAT 적용여부와 송수신 트래픽량 정보를 제공해야 함 (BPS/ PPS)
- 효과적인 로그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대상 장비, 검색기간, 출발지 IP/ 포트, 목적지 IP/
포트, 프로토콜, 방화벽 대응행동 등의 검색조건을 제공해야 함
- 검색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보안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상세한 IPS 필터링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특정기간/ 실시간 IPS 탐지･차단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로그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대상 장비, 검색기간, 출발지 IP/포트,
목적지 IP/포트, 위험도, 처리방법, 공격유형 등의 검색조건을 제공해야 함
- 검색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보안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상세한 바이러스 차단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특정기간/ 실시간 Anti-Virus 차단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로그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대상 장비, 검색기간, 출발지 IP/포트,
목적지 IP/포트, 처리방법 등의 검색조건을 제공해야 함
- 검색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스팸메일 관리를 위해 스팸메일 필터링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특정기간/ 실시간 Anti-Spam 차단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로그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대상 장비, 검색기간, 출발지 IP/포트,
목적지 IP/포트, 보낸사람, 받는사람, 메일 제목 등의 검색조건을 제공해야 함
- 검색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웹사이트 접속 필터링 관리를 위해 웹사이트 접속 필터링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특정기간/ 실시간 웹사이트 필터링 로그를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로그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대상 장비, 검색기간, 출발지 IP/포트,
목적지 IP/포트, URL 등의 검색조건을 제공해야 함
- 검색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SSL VPN 사용자 접속 관리를 위해 SSL VPN 사용자 접속로그를 제공해야 함
- 특정기간/ 실시간 SSL VPN 사용자 접속로그를 제공해야 함
- 효과적인 로그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대상 장비, 검색기간, 출발지 IP/포트,
목적지 IP/포트, 사용자, 접속현황 등의 검색조건을 제공해야 함
- 검색결과의 용이한 보고를 위해 ‘Excel' 형태로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보고서는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위협에 관련된 60여 종 이상의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어야 함
￮ 보고서는 대상 장비별, 특정기간별 검색 조건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출발지별/ 목적지별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주요 서비스별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보안 위협 탐지로그 (IPS/ Anti-virus/ Anti-spam/ 웹사이트 필터링 등)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주요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웜) 탐지/차단 로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보안위협 연관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자-공격 유형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자-공격 대상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유형-공격대상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유형-공격자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서비스-공격자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서비스-공격대상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공격서비스-공격유형별 순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검색된 보고서는 DOC, Excel,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