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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stone NGFW를 사용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두바이국제학교

고객

해결 과제

1985년에 설립된 두바이국제학교(Dubai
International School)는 두바이
중심부의 알 가후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부르 두바이(나드
알 쉐바 지역)의 분교와 함께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두바이국제학교는 기술과 정보를 무제한으로 액세스하는 데 익숙한 세대인
약 3,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과 부적절한 온라인 행위를
방지하면서 이들이 매일 중요한 온라인 교육 자료에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IT 팀은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성능 문제와 더불어 로그 및
보고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과제 완료에 반드시 필요한 웹 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허용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 외, 일부 학생들은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이트 또는 수업
시간 이후에만 허용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IT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T 팀은 학생과 교사에게
서비스 수준 계약을 준수하는 안전한 보안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솔루션의 네트워크 보안 문제로 인해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두바이국제학교는 여러 보안 제품을 검토한 후 차세대 방화벽(NGFW)과
Hillstone 보안 관리 장비(HSM)로 구성된 Hillstone Networks 보안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의 데이터 센터 경계에 총 4개의 E5660 NGFW
를 구축했는데, 2개는 주 캠퍼스에 Active/Passive로, 나머지 2개는 보조
캠퍼스에 Active/Passive로 구축했습니다. 또한 HSM-50 1개를 주 캠퍼스에
구축했습니다. Hillstone 솔루션은 IPS, 안티 바이러스, URL 필터링, QoS와
같은 NGFW 기능을 통해 확실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합니다.

www.hillstonenet.kr
전화: 1-800-889-9860

Hillstone NGFW 솔루션을 사용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두바이국제학교
NGFW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가시성과 더불어 IT 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제어
기능도 제공합니다. 반면 HSM은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
도메인으로 분할하여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구성을 간소화하고 구축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 오버헤드를 줄여줍니다. 두바이국제학교의 IT
팀은 네트워크의 무결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 분교 두 곳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 제어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일이 거의 없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특히 토렌트용
프록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Hillstone NGFW에 의해 차단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이점
Hillstone 네트워크 플랫폼은 두바이국제학교에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보고 기능과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가시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학교의
IT 관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Hillstone Networks 솔루션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데이터를 과도하게 다운로드하거나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거나
기타 금지 활동을 하는 등의 특정 행위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탁월한 가시성은 이러한 활동을
완화하고 네트워크 품질 및 보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네트워크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LAN 측의 핵심 스위치에
방화벽을 연결한 결과입니다. 각 방화벽에는 2개의 WAN
링크가 연결되어 링크 간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되므로
부하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지만
특정 URL과 대역폭을 많이 소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필터링하고 차단함으로써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고속
액세스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illstone Quality of Service(QoS)를 사용하면 학교의 IT
팀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고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하여 학생과 교사가 중단 없이 중요한 웹 사이트에
항상 액세스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Hillstone 방화벽은 교사가 활동을 기록하고 과제와 기타
수업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ERP 서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ERP 서버는 교사와
학부모, 학과장에게 정확한 학생 기록을 전달하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보고를 통해 교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 품질을 최적화한 두바이국제학교

그림 1: Hillstone NGFW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가시성

방화벽으로 학생과 직원의 트래픽에 대한 웹 필터링이
가능하여 WhatsApp, YouTube와 같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두바이국제학교는 Hillstone Network 플랫폼을 사용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가시성을 통해 수업 시간에는
특정 사이트에만 액세스를 허용하고 교사와 학생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액세스를 보장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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