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을 사용한 위험 억제
인터넷 연결이 시시각각 증가하는 오늘날, 네트워크는 전문 해커들의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빌리티, IoT(Internet of Things)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생성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은 공격의 잠재적인 진입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사용자 및 장치에 필요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Cisco® 네트워크에는 이를 위한 도구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간편한 활성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보안 정책 집행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Cisco TrustSec® 및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를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더 작은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할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접근 방식을 적용한 다음 사용자 역할 및 사용자의 비즈지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그룹 정책을 사용, 세그먼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기반의 토폴로지 및 액세스 독립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격 
표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커가 네트워크에 진입하더라도 더 이상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 범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적 정책의 중앙 집행
Cisco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보안 정책을 네트워크 전반에 적용하는 
네트워크 보안 집행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사용자와 
장치에는 적절한 액세스가 제공되며 공격의 영향력이 억제됩니다. Cisco 
ISE는 중앙 집중식 정책 엔진 역할을 통해 Cisco 스위치, 라우터 및 보안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결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및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네트워크 규정 준수 감사의 범위, 비용 및 복잡성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Cisco의 네트워크 집행 도구화 접근 방식을 통해 보안 위험을 낮추고 
보안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십시오.

다음 단계 
Cisco Network를 네트워크 집행 도구로 사용(Cisco Network as an 
Enforcer)하는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nterprise Network 
Security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isco Network를 네트워크 
집행 도구로 사용

네트워크에 이미 포함된 
보안 적용 기술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인프라 전체의 위협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억제합니다.

•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을 
통해 공격자의 침투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 사용자, 장치, 위치 및 기타 
요소에 대한 액세스를 
중앙에서 세분화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제어합니다.

“Cisco 솔루션은 무선 액세스 
포인트 또는 스위치에서 누가 
무엇에 액세스하는지를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식별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올바른 범주로 
분류하는 한편 정보 보안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oman Scarabot-Mueller Head 
of Infrastructure, Mondi Group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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