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코 보안 솔루션 소개

Cisco Security

비즈니스를 지키는 통합 보안 포트폴리오  

세계 최고의 보안 인텔리전스 Cisco Talos 



1,100 이상
수백만

텔레메트리

위협 탐지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

Threat Intelligence
전문가/분석가

 에이전트 수 100 이상
 

4개의 베이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 인터폴과 제휴
시스코는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조직인 인터폴(Interpol)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공조하는 첫걸음으로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공유하기로 합의, 이를 2017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인터폴과 제휴해 "단순 사이버 범죄"와 기존의 범죄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이버 기반 범죄"(Cyber-enabled Crime) 모두를 겨냥한 인터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가맹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범죄자 수사를 돕습니다.

 

【인터폴이란?】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조직으로 192개국이 가맹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경찰이 연계해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운용을 뒷받침하는 하이테크 기반을 통해 21세기 범죄 대책을 강화하는 과제에 대응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위협 검색

 

제품 
텔레메트리

6,000억
1일당 이메일 

메시지 수

압도적인 
데이터량을 

이용한 위협 분석

취약성 검출
(사내)

오픈 소스 
커뮤니티

160억
1일당 웹 
요청 수 

허니팟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

방대한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 보호

매일 200억 건의 위협을 차단
전 세계 인구 기준 일 3회 이상의
위협을 차단하는 규모

 

180건 이상의 제로데이 취약성
TLOS가 매년 분석하고 발표하는 신규 취약점 개수

100배의 검출 속도 
경쟁사 대비 위협 탐지 속도 

세계 최대 규모의 보안
인텔리전스 & 리서치팀 Cisco Talos

Cisco Talos는 시스코가 자랑하는 최강의 보안 인텔리전스 & 리서치팀입니다. 
압도적인 양의 위협 정보를 분석해 제로데이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협 감지 시간(Time to Detect)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50명 이상

세계 최대 규모의 빅 데이터 분석

150만
1일당 멀웨어 샘플 수 

매일 8,000만 건의 악의적인 
DNS 요청을 차단
Umbrella(OpenDNS)를 통해 차단되는 악성 사이트 접속

보다 빠르고, 높은 감지율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

고유의 멀웨어 샘플 수(1일당)

차단되는 위협(1일당. 이메일 제외) 

스캔되는 이메일 메시지(1일당)

감시되는 웹 요청(1일당)

자동화된 인텔리전스 필드

Cisco Talos A사

수만

보고 없음

보고 없음

보고 없음

있음

B사

수만

보고 없음

600만

3,500만

있음

C사

수만

보고 없음

보고 없음

보고 없음

있음

150만

200억

6,000억

160억

있음

Threat Intelligence
공유 파트너들



기업, 비즈니스를 지키는 Cisco Security 포트폴리오

과제 해결 

   
・ 2019년까지 80%의 트래픽이 

암호화된다고 예측(가트너 조사) 
・ 암호화 트래픽으로부터 악의적인 공격을 

감지해야 함

시스코는 암호화 트래픽을 온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Encrypted TraAc Analytics(ETA) 
솔루션"과 시스코가 만든 스위치와 라우터, 
NetFlow 기술, "Cisco Stealthwatch"와 
연계한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 센서화"를 통해 
보안 위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실현합니다. 

악의적인 웹 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방지
・ 회사 밖의 다양한 장소에서 회사가 지급한 

PC나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안 리스크가 더욱 증가

・ 멀웨어 감염 등으로 악의적인 외부 사이트에 
액세스를 시도할 때 재빨리 감지해서 
차단하기 어려움 

시스코는 악의적인 외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DNS로 차단하는 전혀 새로운 발상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Cisco Umbrella"로 회사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사용자를 보호하는 보안 대책을 
실현합니다.  다운로드하려는 파일에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보안(CASB) 대응
・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의 사용자 

계정이나 사내 인프라의 틀을 넘어 공유되는 
데이터 보호

・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사기성이나 리스크 
대책 

시스코의 클라우드 접근 보안 중개(CASB)인  
"Cisco Cloudlock"은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보안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정보의 보호, 중요 
데이터의 유출 방지(DLP),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의 
검출과 제어(어플리케이션 방화벽)를 
실현합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표적형 공격에 대응
・ 멀웨어, 랜섬웨어로 대표되는 표적형 

공격과 원활한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위협은 
여전히 활발

・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기능 뿐만 아니라,  

・ 임시 방편이 아닌, 네트워크 레벨과 단말 
레벨의 대책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수

시스코는 차세대 안티 멀웨어 솔루션으로 
"Cisco Advanced Malware Protection
(AMP)"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콘텐츠, 
엔드포인트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협 발생 전에서 발생 
후까지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연계를 통해 
위협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단말에 각각 대응하도록 
Cisco AMP Everywhere이라는 컨셉으로 

IoT 봇넷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
・ 각종 센서나 제조 설비, 의료기기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와 
연결되므로 장비 단위의 보안에는 제약과 
한계 존재

・ 가전 제품 등을 발판으로 한 사이버 공격도 
현실화되어 시스템(인프라) 전체의 안전성 
유지 어려움 

시스코는 세그멘테이션, 가시성과 분석, 안전한 
원격 엑세스 등 복수의 아키텍처를 조합한 
"IoT 보안 솔루션"과 고도의 보안 서비스로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IoT 장비를 
보호해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 조성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Cisco Cloudlock 

브랜치 

Cisco Meraki 
MX 시리즈

네트워크 경계 보안  

차세대 방화벽(Cisco ASA 
시리즈, Cisco Firepower 
시리즈) 차세대 IPS(Cisco 
firePOWER 시리즈)

 

게이트웨어 보안 

웹 보안(Cisco WSA) 
이메일 보안(Cisco ESA)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 멀웨어
（Cisco AMP for Endpoints）
Secure Mobility Client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보안 대책

감염 후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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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Threat Intelligence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인터넷

Cisco Umbrella
Cisco Cloud Email Security   
Cisco AMP Threat Grid
Cisco Stealthwatch Cloud

데이터센터

Cisco Firepower
시리즈 

내부 대책
(네트워크의 가시성과 적용)

네트워크 행위 분석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인증/액세스 제어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모바일 기기 관리(MDM)    
Secure Mobility Client    

iOS 보안
(Cisco Security Connector)

클라우드 기반 보안
Cloud Based Security 

Secure Internet Gateway
Cisco Umbrella

클라우드 보안 CASB
Cisco Cloudlock

이메일 보안
Cisco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CES)

클라우드형 트래픽 모니터링 
Cisco Stealthwatch Cloud

데이터 공유/위협 제어 플랫폼
Cisco Platform Exchange Grid(pxGrid)

네트워크 기반 보안
Network Based Security 

차세대 방화벽
Cisco Firepower 시리즈 NGFW

차세대 침입방어시스템(IPS)  
Cisco FirePOWER 시리즈 NGIPS

레거시 방화벽(Legacy Firewall)  
Cisco ASA 시리즈

클라우드 관리형 UTM  
Cisco Meraki MX 시리즈

사용자 인증/접근 제어/정책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ISE)

네트워크 분석/이상행위 탐지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이메일 보안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ESA)

웹 보안 
Cisco Web Security Appliance(WSA)  

사용자 단말 보안  
Endpoint Security 

APT 방어  
Cisco AMP for Endpoints

Secure Mobility Client
Cisco AnyConnect

iOS 보안
Cisco Security Connector(CSC)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index.html  

구현 서비스
다양한 보안 기술을 통합, 최적화해 보안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최적화 서비스
탁월한 긴급대응팀이 공격에 맞서 보안의 
취약성 해소를 지원합니다. 

 

www.cisco.com/go/ko/securit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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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코 보안전문가 서비스
 

시스코 보안 서비스 
보안 서비스에서는 컨설턴트와 기술 

전문가가 최신 지식과 능력을 제공해 

귀사의 인재를 지원합니다. 위협 

검출이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쉽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의 우선 

사항에 적응하는 능력 향상 등, 사이버 

보안을 활용한 비즈니스 성장 촉진에 

기여합니다. 

1471-1804-01A-F 

자문 서비스
디지털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리 서비스
  

 

장비를 관리할뿐만 아니라, 위협을 신속히

 

검출해 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테크니컬 서비스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IT 환경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전문가가 고객의

가동되도록 최신의 동향을 반영한 서비스

2019 시스코 
사이버 보안 보고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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