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cisco.com/go/midsize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ciscomidsize 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능률화된 온박스 또는 중앙 집중화된 관리 옵션으로 회사 환경에 맞는 유연성 

네트워크의 위험을 강조할 수 있는 위협 상관 관계 기능

효과적인 모니터링 우선 순위 지정 및 공격 치료 기능

내부 정책 및 산업 규정을 준수하려는 컴플라이언스 활동 및 평가 지원

이러한 기능을 지닌 NGFW 솔루션은 단일 인스턴스 구축 또는 분산된 사업장이나 지사에 구축을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위한 정책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와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과 같은 외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위협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기능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는 단순한 액세스 관리 및 내장된 보고 기능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보안 
솔루션의 통합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NGFW를 찾아야 합니다. 

손쉬운 관리 및 보고
보안 세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절차를 간소화하십시오.

© 2015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Public

위협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고가의 보안 포인트 솔루션 또는 불안정한 UTM(Uni�ed Threat 

Management) 제품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공격 전, 중, 후에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중견기업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
위협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낮은 총 소유 비용
구매, 관리 및 치료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AVC, AMP, NGIPS 및 VPN와 같은 여러 주요 위협 방지 테크놀로지를 긴밀하게 통합하는 고급 위협 방어

 자동화 설정, 분석 및 위협 상관 관계로 허위 경고를 줄일 수 있는 기능 내장 

회귀적 보안 기능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AMP 지원 

아무리 작은 보안 허점이라도 교묘해진 공격자들은 공격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중견기업을 보호하려면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보안 접근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차세대 방화벽(NGFW)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능형 악성 코드 침입, APT, 표적 공격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한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기능

실행 가능한 응답에 대한 상황 인식을 통해 위협을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NGIPS(Next-generation 
Intrusion Prevention System) 기능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및 위험 기반 제어를 지원하는 정밀한 AVC (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기능 

URL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각각의 웹 사이트에 대한 평판 점수를 나타내는 평판 기반 URL 필터링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실시간 지원 등 사이트 간 지원 및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긴밀하게 
통합된 상시 작동, 애플리케이션급 VPN

중견기업을 위한 NGFW를 선택할 때 적절한 가격에 조달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적인 총 소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NGFW는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NGFW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공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저지할 수 있습니다. 

3
중견기업을 위한 지능형 위협 차단 기능을  찾고 
계신다면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 차세대 방화벽 
선택기준

이러한 기능을 가진 NGFW 솔루션은 치료 시간을 보통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직원들은 허위 경보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실제 위협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Next-Generation Firewalls
(NGFW) for SMBs 백서

세 가지의 NGFW 필요 조건을 
확인하고 비즈니스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지금 읽어보기 

중견기업용 Cisco IT 평가 툴 
선별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가장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보기 

Cisco 중견기업 보안 웹 
사이트

Cisco의 보안 분야의 최신 
정보 및 동향을 
알아보십시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