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보안 솔루션

Cisco 중견기업 보안 솔루션을

방문하여 중견기업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보십시오.

지능형 악성코드 및 제로 데이 공격이 성행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특정 시점  탐지 기술만으로는 보안이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상의 악의적 활동을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 탐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격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보안 침해를 억제하며, 침해 
사항을 복구하여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위협 발생 지점에서 실행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공격 벡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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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대한 Cisco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보안 허점을 
줄이며 새롭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비즈니스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향 완화:
Cisco FirePOWER NGIPS(Next-Generation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및 
콘텐츠 보안 제품은 게이트웨이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  Cisco FirePOWER NGIPS 는 포괄적이며 매우 효율적인 지능형 위협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Email and Web Security Appliances는 변화하는 이메일 및 웹 위협을 탐지 및 차단 

합니다. 
•  Cisco Cloud Web Security는 분산되어 있는 기업에 업계 최고의 보안 및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  Cisco ASA with FirePOWER Services는 업계에서 증명된 ASA 방화벽, IPS,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와 더불어 대응 가능한 통합 위협 
방어를 제공합니다.

차단 및 방어:
 Cisco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악성코드 침입 및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발견, 조사, 분석, 

차단, 치료

 •  차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응답 시간 단축 및 교정 자동화, 피해 완화, 
재감염의 위험 배제 

 •  네트워크와 시스템 수준에서 악성코드의 영향 및 감염 지표를 가시화 및 
판단하는 한편 악성코드 동작의 자세한 분석을 제공

스위치, 라우터, 보안 
디바이스에 내장된 
Cisco TrustSec® 
기술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악성트래픽을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공격 중

공격 후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견기업을 보호하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모빌리티나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디바이스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보호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확장 가능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보안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비용 효율적인 위협 교정을 
제공하고 표준 보안 정책과 제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Cisco는 현실적인 인텔리전트 사이버 보안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가시성과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복잡성을 줄여주는 
위협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Cisco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공격 전, 중, 후 즉, 공격 전 범위에 걸쳐 
지능형 위협 차단이 가능해 집니다.

준비 사항:

공격 방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네트워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및 기타 잠재적 
취약점 등에 대한 리스트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액세스를 제어하며 정책을 시행하고,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데 사용하기 쉬운 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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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억제  •  치료

이제 정책과 제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묘해진 
공격자는 여전히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악성코드의 특성상, 최고의 위협 감지 기능 하나만으로 
기업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동화 및 간소화합니다.
•  유선, 무선 또는 VPN 연결에 대한 보안 액세스 

제어

•  컴플라이언스 및 향상된 보안 인프라의 실행

간소화된 보안 솔루션으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식별  •  수행 •  안정화

탐지  •  차단  •  방어

트위터에서 #ciscomidsize 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Cisco® ASA 5500-X Series NGFW(Next-Genera-
tion Firewalls) with FirePOWER™ Services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통합 위협 방어

•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및 정책

•  동급 최고의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및 차세대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