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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선도하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eries는 강력한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정책 시행, 멀티벡터 공격 차단 성능 및 안전한 연결 서비스를 경제

적이고 배치가 용이한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용도의 장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통합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 고급 애플리케이션 인식 방화벽 서비스

● 시장을 선도하는 VoIP(Voice over IP) 및 멀티미디어 보안

● 강력한 사이트 간 IPSec VPN 및 원격 액세스 IPSec VPN 연결

● 뛰어난 유연성

● 인텔리전트 네트워킹 서비스

● 유연한 관리 솔루션

Cisco PIX 보안 장치는 소규모 및 홈 오피스용의 소형“플러그 앤 플레이”데스크탑

장치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및 서비스 제공업체 환경용의 모듈식 기가비트 장치에 이

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네트워크 환경에 강력한 보안,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비즈니스 보호 성능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제공하는 고급 방

화벽 서비스

강력한 상태보존형 검사 및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보안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인터넷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연속적인 위

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고급 방화벽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보안의 토 를 제공하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다양한 상태보존형 검사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네트워크 통신의 상태를 추적하고 불법 네트워크 액

세스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레이

어 4 - 7에서 네트워크 흐름을 검사하는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 인식 검사 엔진을

통해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보안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 레

이어 공격을 차단하고 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을 더 잘 제어하기 위해 이러한 검사 엔진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 정보를

활용하며, 프로토콜 이상 감지, 애플리케이션/프로토콜 상태 추적,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서비스 및 공격 탐지/차단 기술(예: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명령 필터링, 컨텐츠 확인 및 URL 명확화)이 포함된 보안 시행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기업은 이 검사 엔진을 통해 인스턴트 메시징,

피어-투-피어 파일 공유 및 터널링 애플리케이션 등을 더 잘 제어함으로써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역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

데이터 시트

이 릴리스의 특징

고급 방화벽 서비스

● HTTP, FTP, ESMTP 등을 위한 정 검사 방화벽

서비스

● 인스턴트 메시징, 피어-투-피어 및 터널링 애플리케이션

차단

● 흐름 기반 보안 정책을 사용하는 Cisco Modular

Policy Framework

● 가상 방화벽 서비스

● 레이어 2 투명 방화벽

● 3G Mobile Wireless 보안 서비스

강력한 IPSec VPN 서비스

● VPN 클라이언트 보안 상태 강화

● 자동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VPN 터널을 통한 OSPF 동적 라우팅

고가용성 서비스

● 비 칭 라우팅 지원을 통한 활성/활성 장애 복구

● 원격 액세스 VPN 및 사이트 간 VPN 상태보존형 장애

복구

● 가동이 중단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서비스

● PIM 멀티캐스트 라우팅

● 서비스 품질(QoS)

● IPv6 네트워킹

유연한 관리 솔루션

● SSHv2 및 SNMPv2c

● 구성 취소(rollback)

● 사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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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벡터 공격 차단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서비스 거부(DoS) 공격, 프래그먼트 공격, 리플레이 공격 및 이상 패킷 공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다양한 공

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멀티벡터 공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TCP 스트림 리어셈블리, 트

래픽 정규화, DNSGuard, FloodGuard, FragGuard, MailGuard, IPVerify 및 TCP Intercept와 같은 여러 고급 공격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

한 종류의 공격을 식별하고 차단하며 관리자에게 실시간 경보를 제공합니다.

유연한 액세스 제어 및 강력한 흐름 기반 정책

관리자는 또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유연한 액세스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즈된 보안 정책을 쉽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객체 그룹, 사용자 및 그룹 기반 정책 그리고 100개 이상의 사전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에 소개된 강력한 모듈식 정책 프레임워크(Modular Policy Framework)를 사용하여 관리

자는 흐름 기반 및 클래스 기반의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관리자가 지정한 각 트래픽 흐름/클래스에 일련의 커스터마이즈 가능 보

안 서비스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보안 서비스에는 검사 엔진 정책, 서비스 품질(QoS) 정책, 연결 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제공하는 유연한 액세스 제어, 흐름별 및 클래스별 보안 서비스, 강력한 상태보존형 검사 및 애플리케이션 인식 방화벽 서

비스 그리고 멀티벡터 공격 차단 서비스를 결합하여 광범위한 보안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세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업계 최고의 VoIP(Voice over IP) 보안 서비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광범위한 VoIP(Voice over IP)에 해 업계 최고의 보안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컨버지드 데

이터,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여러 이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는 생산성 향상, 운 비용 절감 및 경쟁

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제공하는 VPN 및 서비스 품질(QoS)과 고급 프로토콜 검사 서비스를 결합하면 비즈니

스가 원격 오피스, 재택 오피스 및 모바일 사용자에게 제공하던 음성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여러 이점을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제공하는 VoIP(Voice over IP) 및 멀티미디어 표준에는 H.323 v4,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Cisco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및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등이 포함되

므로 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광범위한 VoIP 및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또한

TAPI(Telephony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 및 JTAPI(Java TAPI)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Cisco IP SoftPhone 및 Cisco

CRS(Customer Response Solution)와 같은 네트워크 전송 메커니즘으로 CTIQBE(Computer Telephony Interface Quick Buffer Encoding)

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와 모바일 사용자를 비용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IPSec VPN 서비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완벽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VPN 성능 덕분에,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전세계 네트워크와

모바일 사용자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IKE(Internet Key Exchange) 및 IPSec(IP Security) VPN 표준을 사용하는 표준 기반 사이트

간 VPN에서부터 Cisco PIX Security Appliances 및 기타 시스코 시스템즈 보안 솔루션(예: Cisco IOS� 라우터 및 Cisco VPN 3000 Series

Concentrators)의 혁신적인 Cisco Easy VPN 원격 액세스 성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이 지원됩니다. Cisco Easy VPN은 관리가 쉽고 경

제적이며 확장이 가능한 원격 액세스 VPN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기존 VPN 솔루션에 필요한 원격 장치 구성의 유

지보수에 관련된 운 비용을 없애줍니다. Cisco Easy VPN은 안전하고 관리가 쉬운 원격 액세스를 회사 네트워크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의 원격 액세스 VP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VPN 서비스에는 VPN 클라이언트 보안 상태 요구 사항의 시행과 Cisco VPN Client 자동화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56비트 DES(Data Encryption Standard), 168비트 3DES(Triple

DES) 또는 최 256비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일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모델에는 통합 하드웨어 VPN 가속이 있어서 확장성이 뛰어난 고성능 VP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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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 비즈니스 가동 시간을 제공하는 복원력이 탁월한 아키텍처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엄선된 모델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복원성을 보장하는 뛰어난 상태보존형 장애 복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에서는 활성/ 기 장애 복구 설계를 사용하거나 더 진보된 활성/활성 장애 복구 설계를 사용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비 칭 라우팅 지원이 요구되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합니다. 장애 복구 쌍이 연결 상태

와 장치 구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므로 관리가 쉽고 가용성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속 LAN 연결을 통해 동기화를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장애 복구 쌍을 지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또 다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

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네트워크 세션이 장치 간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단순한 배치와 완벽한 네트워크 통합을 지원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킹 서비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20년 이상 선두를 지켜오며 혁신을 거듭해온 시스코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다양한 네트워

크 환경에서 완벽한 통합을 위해 광범위한 인텔리전트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고유의 802.1q 기반 VLAN 지원을 활용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스위치형 네트워크 환경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Cisco IP 폰 배치의 경우,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가 제공하는“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전화를 적절한 Cisco CallManager에 자동으로 등록

하고 추가적인 구성 정보와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제공하는 강력한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동적 라우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중

단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광범위한 PIM-S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Sparse Mode) v2 및 양방향-PIM 라우팅 지원을 통해 업무에 필수적인 실시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협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및 스트

리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고급 IPv6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차

세 IPv6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IPv6 인프라로 전환하는 중에 기존의 IPv4 환경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 비용을 줄여주는 유연한 관리 솔루션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다양한 구성,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므로 기업들은 각각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방법을 유연하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솔루션은 정책 기반의 중앙 관리 툴에서부터 통합 웹 기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및 Syslog와 같은 원격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또한 최 16수준의 커스터

마이즈 가능 관리 역할을 제공하므로 비즈니스가 관리자와 운 직원에게 각 장치에 한 적절한 액세스 수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

세스의 예로는 모니터링 전용 액세스, 구성에 읽기 전용 액세스, 네트워크 구성 전용, 방화벽 구성 전용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최신 상태로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원격 관리 기능입니다.

중앙 집중식 차세 관리 솔루션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이 실행되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CiscoWorks VMS(VPN/Security

Management Solution) 2.3의 새로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사용하여 중앙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성이 뛰어난 차세 3계층 관

리 솔루션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범위한 구성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스마트 규칙”기반의 구성 상속을 사용하는 장치 계층 구조

● 커스터마이즈 가능 관리 역할 및 액세스 권한

● 광범위한 엔터프라이즈 변화 관리 및 감사

● 보안 정책 및 객체 그룹의 지능적인 검색 및 최적화

● 원격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에 한“제로 터치”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 동적으로 어드레스되는 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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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차단 및 이벤트 모니터링 솔루션

상용 또는 엔터프라이즈 환경 내에서 CS-MARS(Cisco Security Monitoring, Analysis, and Response System) 제품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기반 공격을 쉽고 정확하게 식별, 관리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CS-MARS 장치는 수많은 데스크탑,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보안

이벤트, syslog 및 NetFlow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관시켜서 실제적인 공격 경로를 결정하고 차단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담 보안 전

문가가 없는 환경에서 보안 사고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또한 CiscoWorks SIMS(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Solution)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전담 보안 전문가가 있는 기업과 관리 상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보안 전문가는

정 한 데이터 수집, 체계적 분석, 감사/규정 준수 그리고 복잡한 멀티벤더 네트워크에 한 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장치 관리 솔루션

통합 Cisco ASDM(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은 세계적 수준의 웹 기반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관리자의

컴퓨터에 표준 웹 브라우저 및 Java 플러그인을 제외한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고도 단일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배치와 지

속적인 구성 및 모니터링을 단순화해줍니다. 지능형 설정과 VPN 마법사를 통해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에나 쉽게 통합이 가능하며, 유용한 모니

터링 기능을 통해 중요한 장치/네트워크 상태 및 이벤트 모니터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CLI)를 사용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원격으로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SSHv2(Secure Shell) 프로토콜, IPSec를 통한 텔넷 및 콘솔 포트를 통한 역외(out-of-band)와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

여 안전한 CLI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의 새로운 기능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에서는 표 1과 같은 여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체 기능 목록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 릴리스 노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표 1. 새로운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고급 방화벽 서비스

시스코 모듈식 정책 프레임워크 ● 흐름 기반 및 클래스 기반 정책을 정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성이 뛰어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Cisco Modular Policy Framework) 이를 통해 관리자는 서로 다른 조건에 따라 네트워크 흐름이나 클래스를 식별한 다음 각 흐름이나 클래스에

일련의 커스터마이즈 가능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흐름 기반 또는 클래스 기반 방화벽/검사 정책, QoS 정책, 연결 제한/타이머 등의 성능을 사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에 한 제어를 향상시킵니다.

고급 웹 보안 서비스 ● 웹 트래픽용 정 검사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HTTP 세션을 정 하게 제어하여

다양한 종류의 웹 기반 공격을 차단합니다.

● 기업은 흐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HTTP 명령을 정 하게 제어함으로써 웹 컨텐츠 불법 삭제 또는

수정을 비롯한 여러 웹 기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트래픽과 스테이징 웹 서버에서 프로덕션 웹 서버로 전달되는 트래픽에 해 다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종류의 강력한 HTTP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RFC 준수 여부 확인, 

프로토콜 이상 감지, 프로토콜 상태 추적, 응답 유효성 검사, MIME 유형 유효성 검사, 

컨텐츠 제어 및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길이 확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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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점

터널링 애플리케이션 제어 ● 웹 애플리케이션 포트를 통해 터널링되는 인스턴트 메시징, 피어-투-피어 파일 공유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감지하고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검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AOL Instant Messenger, Microsoft Messenger, Yahoo Messenger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합니다.

● KaZaA 및 Gnutella와 같은 피어-투-피어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중단합니다.

● GoToMyPC와 같은 터널링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합니다.

보안 컨텍스트 (가상 방화벽) ● 단일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내에 여러 개의 보안 컨텍스트(가상 방화벽)를 만들 수 있으며, 

각 컨텍스트에는 고유의 보안 정책 세트와 논리 인터페이스 및 관리 도메인이 있습니다.

● 5, 10, 20 및 50과 같은 네 라이센스 수준의 보안 컨텍스트를 지원합니다(지원되는 보안 컨텍스트의

최 수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모델에 따라 다름).

● 여러 개의 방화벽을 하나의 물리적 장치나 장애 복구 쌍에 통합하고 각각의 가상 인스턴스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복된 장치 쌍을 통해 규모의 유연한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2 투명 방화벽 ● 안전한 레이어 2 브리징 모드에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배치를 지원하므로,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해 다양한 기능의 레이어 2-7 방화벽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각 측면의 장치에

해서는 투명하게 유지됩니다.

●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다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배치가 단순화됩니다.

● 관리자가 정의한 EtherType 기반 액세스 제어 정책을 레이어 2 네트워크 트래픽에 시행함으로써

레이어 2 보안 경계 생성을 지원합니다.

FTP 세션 명령 필터링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제공하는 기존의 FTP 검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프로토콜 이상 감지, 프로토콜 상태 추적, NAT/PAT(Port Address Translation) 

지원 및 동적 포트 열기/닫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수많은 FTP 명령의 사용을

더 잘 제어함으로써 사용자와 그룹이 FTP 세션(예: FTP gets 및 puts)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서버 명확화 기술 및 추가적인 공격 시그니쳐를 통해 공격으로부터 FTP 서버를 보호합니다. 

ESMTP(Extended Simple Mail ● SMTP 검사 엔진을 확장하여 ESMTP를 지원함으로써 프로토콜 이상 감지 및 프로토콜

Transport Protocol) 전자메일 검사 서비스 상태 추적을 지원하고, ESTMP 프로토콜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명령을 지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UTH, DATA, EHLO, ETRN, HELO, HELP, MAIL, NOOP, QUIT, RCPT, RSET, 

SAML, SEND, SOML 및 VRFY

● 자동 명령 필터링을 사용하여 악성 SMTP 및 ESTMP 명령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합니다. 

3G Mobile Wireless 보안 서비스 ●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터널링 프로토콜 표준(GTP)을 사용하여 패킷 스위치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3G Mobile Wireless 환경에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Mobile Wireless 제공업체가 GTP 전용 매개변수(예: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접두사 및 APN[Access Point Name] 값) 기반의 강력한 필터링 기능을 통해 파트너와

안전하게 로밍할 수 있도록 고급 GTP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별도로 사용 허가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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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점

Sun RPC/NIS+ 검사 서비스 ● Portmapper v2 또는 RPCBind v3/v4를 사용하는 Sun RPC 및 NIS+ 세션용의 새로운 상태보존형

검사 및 NAT 서비스를 통해 포트 홉 UNIX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 ICMP 연결을 위한 상태 추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ICMP 오류 메시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어를

검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향상된 네트워크 성능을 위해 ICMP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TCP 보안 엔진 ● 프로토콜 및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을 감지하기 위한 새로운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일련의 패킷을 통해 전파되는 공격을 감지하기 위해 TCP 스트림 리어셈블리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격을 감지하는 추가적인 기술을 위해 TCP 트래픽 정규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고급 플래그 및 옵션 확인, TCP 패킷 체크섬 검사, 전송되는 패킷의 데이터 변경 감지 등이 포함됩니다.

아웃바운드 액세스 제어 목록(ACL) ● 기존의 인바운드 ACL 외에 아웃바운드 ACL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서 액세스 제어 정책을 더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액세스 제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기반 ACL ● 선택된 ACL에 커스터마이즈 시간 범위를 적용하여 특정 ACL 엔트리가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정의함으로써

관리자가 리소스 사용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개별 ACL 엔트리 설정/해제 ● 관리자가 ACL 엔트리를 제거하거나 체하지 않고도 ACL을 테스트하고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편리한

문제 해결 툴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Websense URL 필터링 성능 ● Websense Enterprise EIM(Employee Internet Management) 솔루션을 사용하여

동시 URL 필터링 검색을 위해 상당히 향상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VoIP(Voice over IP) 및 멀티미디어 보안 서비스

T.38 FoIP(Fax over IP) ● FoIP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ITU 표준인 T.38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해 H.323 검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GKRCS ● 현재 지원되는 DCS(Direct Call Signaling) 방법 이외에 GKRCS 지원을 위해 H.323 검사 서비스를

(Gatekeeper Routed Control Signaling) 확장합니다.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H.323 게이트키퍼 사이의 전화 신호 메시지를 직접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고 세그먼트된 멀티미디어 스트림 검사 ● 분할되거나 세그먼트된 H.323, SIP 및 SCCP 기반 음성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검사를 제공합니다. 

MGCP 주소 변환 서비스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다양한 MGCP 보안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미디어 게이트웨이와 통화 에이전트 또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사이의 MGCP 기반 연결을

위해 NAT/PAT 기반 주소 변환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RTSP 주소 변환 서비스 ● 다양한 네트워킹 환경에서 향상된 지원을 위해 RTSP 미디어 스트림에 NAT 기반 주소 변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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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IPSec VPN 서비스

VPN 클라이언트 보안 상태 강화 ● VPN 연결 시도가 수신되면 VPN 클라이언트 보안 상태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합법적인 호스트 기반 보안 제품(예: Cisco Security Agent)을 사용하도록 시행하고, 

원격 사용자에게 회사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버전 번호와 상태를 검사합니다. 

운 체제 및 유형별로 VPN 클라이언트 차단 ● 클라이언트 유형, 설치된 운 체제 및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연결을

허용할 VPN 클라이언트(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라우터, VPN 3002 및 Cisco PIX)의 유형을 제한합니다.

● 호환되지 않는 VPN 클라이언트에 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합니다.

자동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VPN 연결이 설정되거나 현재 연결된 VPN 클라이언트에 해 업데이트가 요구될 때, 업데이트를

시작하는 기능을 통해 Cisco VPN Clients 및 Cisco 3002 Hardware Clients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비분할 터널링 원격 액세스 VPN 환경을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외부 인터페이스상에서 원격 액세스 VPN 연결을

위한 향상된 지원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격 액세스 사용자 VPN 터널에서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이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도달하여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벽 규칙, 

URL 필터링 정책 및 기타 보안 검사가 선택적으로 적용된 후에 통과합니다.

향상된 VPN NAT 투명성 ● 사이트 간 VPN 및 원격 액세스 IPSec 기반 VPN 지원을 네트워크 환경으로 확장하여 공항, 호텔, 

무선 핫스팟 및 광 역 환경과 같은 NAT 또는 PAT를 구현합니다.

● NAT/PAT 경계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존의 IETF UDP 래퍼 메커니즘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Cisco TCP 및 UDP(User Datagram Protocol) NAT 전송 방법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 서비스와의 ● Microsoft Active Directory, Microsoft Windows Domains, Kerberos, 

고유한 통합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및 RSA SecurID를 비롯한 널리 사용되는

인증 서비스와의 고유한 통합을 통해 VPN을 인증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때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RADIUS/TACACS+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VPN 터널을 통한 OSPF 동적 라우팅 ● IPSec VPN 터널상에서 네이버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OSPF 동적 라우팅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VPN 연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복원력을 향상시킵니다.

● 네트워크 성능 및 안정성의 향상을 위해 OSPF RRI(Reverse Route Injection)를 지원합니다. 

향상된 스포크-투-스포크 VPN 지원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허브로 작동할 경우, 스포크-투-스포크 VPN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VPN 트래픽이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통과하도록 합니다.

향상된 X.509 인증서 지원 ● PKCS(Public Key Cryptography Standard) #10 형식 인증서 요청을 통해 X.509 인증 기관에

직접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PKCS #7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직접 가져오고 PKCS #12를 사용하여 개인키로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N계층 인증 체인을 지원하므로 여러 수준의 인증 기관 계층 구조 환경에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 최 4096비트 범위로 RSA 키 지원을 확장합니다.

● 최 키 크기가 1024비트인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 기반 X.509 인증서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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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점

Cisco IOS Software 인증 기관 지원 ● Cisco IOS Software에서 새로운 인증 기관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X.509 인증 기관을 통해 공용키 인프라(PKI) 지원 사이트 간 VPN을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서비스

활성/활성 상태보존형 장애 복구 ● 뛰어난 성능의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활성/ 기 장애 복구를 보완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활성/활성 장애 복구 쌍의 두 시스템이 동시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달함으로써 돌발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조건 하에서 장애 복구 쌍의 전송량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킵니다.

● 비 칭 라우팅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고급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활성/활성 장애 복구 쌍 사이에

양방향 상태 공유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통해 트래픽이

들어오고 다른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통해 트래픽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UR(Unrestricted) 및 FOAA(Failover-Active/Active)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Failover) 모델을 FOAA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VPN 상태보존형 장애 복구 ● VPN 연결을 위해 새로운 활성/활성 상태보존형 장애 복구를 사용함으로써 VPN 연결 시간을 극 화합니다.

● 장애 복구 쌍의 두 요소 간에 모든 SA(Security Association) 상태 정보와 세션 키를

동기화함으로써 매우 유연한 VP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UR(Unrestricted), FO(Failover) 및 FOAA(Failover-Active/Active)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장애 복구 전환 시간 ● 직렬 케이블 기반의 장애 복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1초 미만, LAN 기반 장애 복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3초 미만의 장애 복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장애 복구 파트너 간의 하트비트/상태 공유 간격을

정 하게 제어합니다. 

가동이 중단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가동 시간에 향을 미치지 않고도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장애 복구 쌍에 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릴리스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여러 버전(버전 7.0(1) 이상)이 혼합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소프트웨어 버전 사이에

상태 공유를 지원합니다. 

인텔리전트 네트워킹 서비스

PIM 멀티캐스트 라우팅 ● Cisco IOS 멀티캐스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완벽한 PIM-SM(Sparse Mode) v2 및

양방향-PIM 라우팅 지원을 통해 화상 회의 협력 컴퓨팅 및 업무에 필수적인 실시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능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oS 서비스 ● 흐름별 장치 기반 QoS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LLQ(Low-Latency Queuing) 및 트래픽 폴리시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 폴리시 처리에서는 지연에 민감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관리자가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의 역폭 사용량을 제한합니다.

● 기업의 확장된 네트워크에 해 완벽한 QoS 정책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IPv6 네트워킹 ● 이중 스택 지원을 통해 고유의 IPv6 네트워크 환경 및 혼합된 IPv4/IPv6 네트워크 환경에

해 액세스 제어와 정 검사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HTTP, FTP, SMTP, ICMP, TCP 및 UDP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해 IPv6 지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Pv6을 통해 SSHv2, 텔넷, HTTP/HTTPS(Secure HTTP) 및 ICMP 기반 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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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터페이스를 위한 공용 보안 수준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인터페이스 보안 수준 개념을 확장하여 여러 인터페이스가

공용 보안 수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터페이스 사이의 트래픽 흐름에 해 관리자가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즈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트라넷 환경에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배치를 단순화합니다. 

이 때 모든 유형의 자동 트래픽 흐름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상된 VLAN 용량 ● Cisco PIX Security상에서 지원되는 802.1q VLAN 기반 가상 인터페이스의 수가 늘어납니다. 

각 플랫폼의 포트 도 향상을 위한 장치 ● 비즈니스가 네트워크를 다른 보안 구역으로 분할하여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Cisco PIX 515 및 515E Security Appliance에서 최 25개의 VLAN, 

Cisco PIX 525 Security Appliance에서 최 100개의 VLAN, 그리고 Cisco PIX 535 Security

Appliance에서 최 200개의 VLAN을 지원합니다. 

주소 변환 서비스(옵션) ●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을 허용하기 전에 주소 변환 정책을 설치해야 하는 이전의 요구사항을 제거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배치가 단순화됩니다. 따라서, 주소 변환이 필요한 호스트와

네트워크에서만 주소 변환 정책을 구성하면 됩니다. 

유연한 관리 솔루션

향상된 SNMP 모니터링 ● SNMPv2c를 지원하므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해 64비트 카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량 MIB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 SNMPv2 MIB(RFC 1907), Interfaces Group MIB(RFC 1573 및 2233), 

IP MIB(RFC 2011) 및 Entity MIB(RFC 2737)를 비롯한 여러 SNMP MIB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Cisco IPSec Flow Monitoring MIB 지원을 통해 상세한 터널별

통계(예: 터널 가동 시간 및 전송된 바이트/패킷)로 VPN 연결에 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SSHv2 및 SCP(Secure Copy Protocol) ● SSHv2를 사용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하므로

타사 SSH 툴과의 호환성이 향상됩니다.

● 구성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와 같은 파일을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로 안전하게 송수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SCP를 지원합니다.

여러 구성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 새로운 플래시 파일 시스템과 여러 구성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관리자가 구성 취소(rollback)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복구 ● 자산 복구/암호 재설정 프로시저가 수행되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는 경우, 플래시 메모리의 내용을

자동으로 삭제함으로써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상의 민감한 구성 데이터, 인증서 및 키 요소가

불법으로 액세스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예약된 시스템 리로드 ● 특정 시간이나 현재 시간으로부터 얼마 지난 시간에 관리자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에서

시스템 리로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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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역외 관리 인터페이스 ● 시스코의 SAFE 블루프린트에 설명된 로, 기업은 특정 인터페이스가 역외 관리 인터페이스로만

작동하도록 지정하는 새로운 성능을 통해 최선의 역외 관리 방법을 사용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ICMP 핑 서비스 ● IPv6 주소와 확장된 ICMP 옵션에 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ICMP 옵션에는 data pattern, df-bit, repeat count, datagram size, timeout interval,

verbose output 및 sweep range of sizes가 포함됩니다. 

CLI 사용성 향상 ● 널리 사용되는 여러 Cisco IOS 커맨드 라인 서비스(예: 명령 완성, 상황에 맞는 도움말 및 별칭)를

통합하여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CLI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SMTP 전자메일 알림 ●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정의한 전자메일 주소로 메일 알림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관리자에게 편리하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관리 TACACS+ 계정 관리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에 한 관리 액세스를 추적하고 또한 관리 세션 중에 변경된 모든 구성을

추적하기 위해 TACACS+ 인증, 권한 부여 및 계정 관리(AAA) 레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이미 지원하는 기존의 관리 로깅용 Syslog 지원을

보완합니다. 

여러 서버에 한 RADIUS 계정 관리 ● 여러 의 RADIUS 서버에 계정 관리 정보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Cisco VPN Client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IPSec VPN Client ● Cisco VPN Client for Windows, Version 3.6 이상

● Cisco VPN Client for Linux, Version 3.6 이상

● Cisco VPN Client for Solaris, Version 3.6 이상

● Cisco VPN Client for Mac OS X, Version 3.6 이상

하드웨어 IPSec VPN Client ● Cisco VPN 3002 Hardware Client, Version 3.0 이상

(Cisco Easy VPN Remote) ● Cisco IOS Software Easy VPN Remote, Release 12.2(8)YJ

●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6.2 및 6.3

기술 사양

표 2-4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와 VPN 클라이언트, VPN 제품 및 특정 암호화 표준 사이의 호환성을 나타냅니다.

Cisco VPN Client 호환성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표 2와 같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반 및 하드웨어 기반 Cisco VPN Client를 지원합니다.

표 2.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와 VPN 클라이언트 사이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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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사이트 간 VPN 호환성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수많은 타사 VPN 제품과의 호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 간 VPN 연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Cisco

VPN 제품과 호환됩니다.

표 3.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와 VPN 제품 사이의 사이트 간 VPN 호환성

Cisco VPN 제품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버전

Cisco IOS Router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6)T 이상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6.0(1) 이상

Cisco VPN 3000 Concentrator Cisco VPN 3000 Concentrator Software Version 3.0 이상

지원되는 암호화 표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암호화 표준과 관련 타사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표 4. Cisco PIX Security Appliance가 지원하는 암호화 표준 및 제품

암호화 표준 및 제품 설명

비 칭(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 ● RSA 공개/개인 키 쌍, 512 - 4096비트

● DSA 공개/개인 키 쌍, 512 - 1024비트

칭 암호화 알고리즘 ● AES: 128, 192 및 256비트

● DES: 56비트

● 3DES: 168비트

● RC4: 40, 56, 64 및 128비트

완벽한 전달 기 성(Diffie-Hellman 키 협상) ● 그룹 1: 768비트

● 그룹 2: 1024비트

● 그룹 5: 1536비트

● 그룹 7: 163비트(타원 곡선 Diffie-Hellman)

해시 알고리즘 ● MD5: 128비트

● SHA-1: 160비트

X.509 인증 기관 ● Baltimore UniCERT

● Cisco IOS Software

● Entrust Authority

● iPlanet/Netscape CMS

● Microsoft Certificate Services

● RSA KEON

● VeriSign OnSite 

X.509 인증서 등록 방법 ● SCEP(Simple Certificate Enrollment Protocol)

● 직접(PKCS #7 및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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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표 5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Version 7.0이 실행되는 Cisco PIX Security Appliance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표 5.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설명

지원되는 플랫폼 ● Cisco PIX 515 Security Appliance

● Cisco PIX 515E Security Appliance

● Cisco PIX 525 Security Appliance

● Cisco PIX 535 Security Appliance

최소 RAM Cisco PIX 515/515E Security Appliance

● RRestricted) 모델에서 64 MB

● UR(Unrestricted), FO(Failover) 및 FO-AA(Failover-Active/Active) 모델에서 128 MB 

참고: 이 릴리스에서는 이전 소프트웨어 릴리스보다 Cisco PIX 515/515E Security Appliance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므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isco PIX 525 Security Appliance

● RRestricted) 모델에서 128 MB

● UR(Unrestricted), FO(Failover) 및 FO-AA(Failover-Active/Active) 모델에서 256 MB

Cisco PIX 535 Security Appliance

● RRestricted) 모델에서 512 MB

● UR(Unrestricted), FO(Failover) 및 FO-AA(Failover-Active/Active) 모델에서 1024 MB

최소 플래시 메모리 ● 16 MB 

지원되는 확장 카드 ● 단일 포트 10/100 고속 이더넷 카드

● 4포트 10/100 고속 이더넷 카드

● 단일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다중 모드(SX) SC 카드

● VPN 가속 카드(VAC)

● VPN 가속 카드+ (VAC+)

제품 주문 정보

표 6은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의 주문 정보를 나타냅니다.

표 6. 주문 정보

부품번호 설명

PIX-SW-UPGRADE= 현재 Cisco SMARTnet� 지원 계약이 없는 고객을 위한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업그레이드 한번 시행

지원 서비스

시스코와 시스코 파트너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SMARTnet 서비스를 통해 고객 지원 리소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온라

인과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기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고

급 교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eries: http://www.cisco.com/go/pix

Cisco 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 http://www.cisco.com/go/asdm

Cisco Secure ACS: http://www.cisco.com/go/acs

CiscoWorks VMS, 방화벽용 Management Center, Auto Update Server Software 및 Security Monitor: http://www.cisco.com/go/vms

Cisco SAFE Blueprint: http://www.cisco.com/go/safe

최신 Cisco PIX Security Appliance Software 및 Cisco 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유효한 Cisco.com 로그인 포함)를 다운로드하려

면 http://www.cisco.com/cgi-bin/tablebuild.pl/pix를 방문하십시오.

www.cisco.com/kr 2005-07-15

■ Gold 파트너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ㄜ인네트 02-3451-53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800 �ㄜ콤텍 시스템 02-3289-0114 �쌍용정보통신ㄜ 02-2262-8114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400 �ㄜ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ㄜ 02-3787-6000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0114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SK 씨앤씨ㄜ 02-2196-7114/8114

■ Silver 파트너 �포스데이타ㄜ 031-779-2114 

■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ㄜ아이넷뱅크 02-3400-7490 �ㄜSK 네트웍스 02-3788-3673

■ IPT 전문 파트너 �인네트 02-3451-5300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ㄜ크리스넷 1566-3827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ㄜ링네트 02-6675-1216

■ IPCC 전문 파트너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114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4272 �GS 네오텍 02-2630-5280

�ㄜ인성정보 02-3400-7000 �삼성네트웍스ㄜ 02-3415-6754

■ WLAN 전문 파트너 �ㄜ에어키 02-584-3717 �ㄜ해창시스템 031-389-0780

■ Security 전문 파트너 �나래시스템 02-2190-5533 �인포섹ㄜ 02-2104-5114 �코코넛 02-6007-0133

�UNNET Systems 02-565-7034

■ Optical 전문 파트너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미리넷ㄜ 02-2142-2800

■ CN 전문 파트너 �ㄜ메버릭시스템 02-845-4280

■ Storage 전문 파트너 �ㄜ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매크로임팩트 02-3446-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