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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커뮤니케이션에서 데이터 액세스까지, 웹은 미션 클리티컬 비즈니스 툴로 자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웹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즐겨 찾는 공격 벡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협은 더 이상 

수상한 웹사이트나 악성 URL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교한 웹 위협 중 일부는 트래픽이 많고 합법적인 

웹사이트의 드러나는 곳에 잠복합니다. 네트워크 외부의 위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내 사용자가 지나친 

대역폭을 이용하고 제한적 사용 정책에 위배되는 소셜 미디어, 동영상, 개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조직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확장된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공격 전/후/도중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웹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본 문서는 오늘의 지능형 위협 환경에 대응하는 웹 보안 솔루션을 구매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웹 보안 솔루션 구매 기준

조직은 웹 보안 솔루션 평가 시 다음 기준을 활용해 오늘날의 지능형 위협과 표적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멀티레이어 보호 기능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과 종합적 글로벌 보안 정보

• 평판 필터링 및 분류

• 실시간 악성코드 검사

• 웹 사용 제어

•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 데이터 유출 방지(DLP)

• 위협 차단 및 복원

• 유연한 구축 옵션

요건 1: 빅데이터 분석과 종합적 글로벌 보안 정보

오늘 안전한 파일이 내일이면 악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는 더 이상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기존 솔루션은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악성코드의 

진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웹 보안 솔루션으로만 진정한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파일 속성이 변경될 경우에도 모든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보안 요원이 감염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접근 방식
• 매월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수백 만 악성코드 샘플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 Cisco® Talos(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와 Cisco 
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팀의 분석

• 형태가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악성코드를 식별하여 최신 제로 데이 공격까지 탐지

• 더욱 향상된 가시성, 제어, 회기 분석을 제공하는 Cisco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Cisco Web Security Integration with Threat Intelligence
Built on unmatched collective security analytics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I00II   I0I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0110 00  I00I  III0I III00II  0II00II   I0I000   

Threat 
Intelligence

Research
Response

Cisco
Talos

1.6 million
global sensors

100 TB
of data received per day

150 million+ 
deployed endpoints

600+
engineers, technicians,
and researchers

35%
worldwide email tra c

13 billion
web requests

24/7/365
operations

40+
languages

• 180,000+ �le samples per day

• Advanced Microsoft
 and industry disclosures

• Snort and ClamAV open 
 source communities

• Honeypots

• Private and public threat feeds

• Dynamic analysis

  

WSA
+

DevicesEmail Web

www

IPS

Advanced
Malware

Protection

NetworksEndpoints



웹 보안: 바이어 가이드

© 2015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con�dential. For channel partner use only. Not for public distribution. (1110R) 

요건 2: 평판 필터링 및 분류

첨단 웹 보안이라면 수상한 사이트와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비즈니스 도구는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웹사이트 역시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악성코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웹 

보안은 동적 평판 및 동작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직원이 필요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맞춤형 

액세스를 허용하되 웹 기반 파일 공유와 같은 부적절한 사이트와 기능의 사용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지원할 

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요건 3: 실시간 악성코드 검사

기업에서 웹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록 데이터, 브랜드,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로데이 악성코드와 같은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웹 보안 솔루션은 기존 또는 신규 악성코드에 최적화된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동적 평판 분석과 동작 기반 분석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웹 

트래픽을 실시간 검사하여 악성코드를 찾아내고 액세스된 모든 웹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콘텐츠를 인식하는 정책 기반 DLP(Data Loss Prevention) 및 암호화 기능을 갖춘 솔루션은 이런 보안을 

제공하는데 필수입니다. 

Cisco의 접근 방식
• 악의적인 콘텐츠 차단을 위한 알려지지 않은 URL의 동적 분석

• 웹 요청이 생성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위험을 분석 및 분류하는 웹 평판 필터

•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 허용 또는 해당 사이트에 관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평판 점수

Cisco의 접근 방식
• 향상된 악성코드 방어 범위

• 시중 솔루션 중 가장 강력한 악성코드 검사

• 프로세스 속도 최적화

• 적응력을 갖춘 우선 순위 기반 검사

• 실시간 악성코드 분석

사이버 범죄자는 초당 4개의 웹 악성코드, 즉, 1
분에 240개, 1시간에 15,000개, 하루에 30만 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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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4: 웹 사용 제어

오늘날의 조직은 직원과 방문 사용자의 대역폭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탁월한 웹 사용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표적 공격은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악성코드를 투입합니다. 기업은 

동적으로 악성코드를 호스팅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요청이 발생한 경우, 동적으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웹 사용 통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의 접근 방식
• 기존 URL 필터링과 실시간 분석의 결합

• 5천만개 이상의 알려진 악성 URL을 보유한 Cisco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구성된 URL 필터링 
정책 기반 사용자 액세스

• 사용자, 그룹, 정책별 대역폭 및 시간 할당

요건 5: 웹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현대적인 웹 보안 솔루션은 엔드 유저가 인터넷 콘텐츠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기업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리자는 AVC를 제공하는 웹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내장된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웹사이트에서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IT 팀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상세한 정책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웹 보안 솔루션은 웹 기반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 태깅, 

동영상 게시 등의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 6: 데이터 유출 방지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지적 재산, 재정 정보 및 소중한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웹은 주요 공격 표적으로 자리합니다. 

데이터 유출은 조직의 재정적 입지와 브랜드 명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웹 보안 솔루션은 

오늘날의 지능형 위협 환경에서 데이터를 훔치는 악성코드로부터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의 접근 방식
• 진화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AVC

• 정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및 동작 제어

• 가장 연관성 있고 널리 사용되는 수백 개의 Web 2.0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예: Facebook), 
150,000여 개의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예: Facebook 게임) 식별 및 분류

Cisco의 접근 방식
•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규정 준수 기반 맞춤형 콘텐츠 액세스

• 기본 DLP 기능을 위한 콘텐츠 기반 정책 또는 콘텐츠 심층 검사와 DLP 정책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ICAP

• 제목, 메타데이터, 크기 기준 데이터 검사 및 웹 메일과 클라우드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로의 업로드 
차단을 통한 기본 DLP 기능

• 원하는 제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정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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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8: 유연한 구축 옵션

오늘날의 웹 기반 위협은 복잡하지만 보안 솔루션은 간단하면서도 위협을 탐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서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조직 내 모든 사용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솔루션을 관리하기 위해 어플라이언스, 

가상, 클라우드,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축 옵션을 제공하는 웹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요건 7: 위협 차단 및 복원

웹 보안에 관한 멀티레이어 접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교한 공격은 보안을 통과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탐지되지 

않은 악의적인 파일을 식별하고, 공격 범위를 파악하여 빠르게 차단 및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회귀적 

보안이 필요합니다.

Cisco AMP
Cisco AMP는 Cisco Web Security의 애드온 서비스입니다. AMP는 Talos의 방대한 클라우드 보안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공격 전, 공격 중, 공격 후 등 공격의 전 범위에 걸쳐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의 검증된 제로 아워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60초 이내에 차단합니다. 

파일 평판 웹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각 파일의 지문을 캡처하여 평판을 
판정할 수 있도록 AMP의 클라우드 기반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합니다.

파일 샌드박싱 파일의 위협 수준 파악을 위해 샌드박스 환경의 알려지지 않은 
파일 분석 기능 제공합니다.

파일 회귀 분석 감염 후 정밀한 감염 범위 파악, 억제, 악의적인 파일 제거 기능 
제공합니다.

종합 면역 체계 모든 AMP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위협 정보를 Cisco Talos
로 전송해 악의적인 파일로 구분하고 해당 파일로부터 AMP 
사용자를 모두 보호합니다.

Actual disposition = Bad = Too late!!

Not 100%Sandboxing

Antivirus

Initial disposition = Clean Actual disposition = Bad = Blocked

POINT-I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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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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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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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 1. AMP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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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isco Web Security로 고도로 연결된 오늘날 모바일 환경의 지능형 위협으로부터 귀사를 보호하십시오. 

Cisco WSA와 Cisco CWS 모두 탁월한 보호 기능, 완전한 제어, 광범위한 구축 옵션 그리고 투자 가치를 

제공합니다. 

Cisco WSA와 Cisco CWS는 Cisco Talos를 통해 뛰어난 위협 방어를 제공합니다. Talos는 수십억 건의 

웹 요청과, 수백만 건의 악성코드 샘플, 오픈 소스 데이터 세트, 수백만 건의 네트워크 침입 사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활용해 위협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Cisco 보안 솔루션의 업계 

최고 보안 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생성합니다. '빅인텔리전스(big intelligene)'를 생성하는 보안 인텔리전스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모바일 기기, 가상 시스템, 웹, 그리고 이메일에서 위협을 추적하는 평판 분석은 

이렇게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Cisco Web Security 포트폴리오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web-securit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isco 영업 담당자, 채널 파트너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와 함께 귀사의 니즈를 충족하는 Cisco Web 

Security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Cisco Web Security 솔루션

Cisco Web Security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어디서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관계없이 일관된 고성능 웹 보안 

및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웹 기반 악성코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정보 유출 위험, 직원 

생산성, 대역폭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상의 애플리케이션 제어 및 URL 필터링을 제공합니다. 가장 광범위한 

엔터프라이즈용 웹 보안 전략의 일부인 Cisco Web Security는 더욱 뛰어난 데이터 및 브랜드 보호와 

규정준수에 기여합니다. 

Cisco WSA(Web 
Security Appliance)

전용 고성능 어플라이언스를 통한 제어 간소화 

Cisco WSAv(Web 
Security Virtual 
Appliance)

관리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어플라이언스 생성 
가능

Cisco CWS(Cloud 
Web Security)

추가 하드웨어가 별도로 필요 없는 간단한 웹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독립형 솔루션으로 작동하거나 기존 브라우저 설정과 
PAC 파일을 이용해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 웹 보안 
서비스에 연결하여 향상된 보안을 제공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구축 옵션

다양한 
기기 지원

어플라이언스 가상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드

태블릿노트북 컴퓨터 모바일데스크톱

http://www.cisco.com/go/web-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