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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Cisco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통한 2배 강화된 
방어 실현 

네트워크 방어를 위한 5단계 

비즈니스 방어의 열쇠는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무엇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나쁜 소식은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Cisco® Security Services 팀은 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분석하면서 네트워크에 악성 트래픽이 보이는 기업이 몇 곳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2014 연례 보안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Cisco 팀에서 분석한 회사 네트워크 전부에 
악성코드를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트래픽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공격 표면은 모빌리티, 
클라우드 및 IoT(Internet of Things)로 인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킹이 산업화되면서 
교묘하고 탐지하기 힘든 위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느리고 
복잡한 차단 프로세스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은 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침투 지점을 보호하고 지능형 위협을 차단하고 
이러한 위협을 탐지 및 차단하는 역량을 신속히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네트워크 방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이러한 방어 기술의 다수가 이전에 구축한 Cisco 네트워크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 고객 및 금융 데이터와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비즈니스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계속 읽어 보십시오. 

증가하는 위협 
이전에 보안 분석가들은 공격이 가능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실에 
비춰볼 때 언제 네트워크가 표적이 될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isco 2014 연례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의 위협 경보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데이트가 아닌 새로운 위협에 대한 경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수백만 개의 레코드를 도난당합니다. 

지난 해 Cisco Security Services 팀은 다수의 Fortune 500대 기업을 포함하여 수백 개의 대기업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보호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Cisco Security Services 팀은 매일 악성 사이트에 대한 8천만 개의 웹 요청을 차단하고 
50,000건의 네트워크 침입을 탐지합니다. 

기업 공격 표면의 확대 

악의적인 위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침투 가능한 지점의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네트워크에는 10년 전보다 더 많은 엔드포인트와 침투 지점이 존재하며 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이터도 훨씬 더 많습니다. 

http://www.cisco.com/web/offers/lp/2014-annual-security-re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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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분석가에 따르면 현재 거의 80%에 가까운 미국 사무직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 세계 IP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트래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새 디바이스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디바이스가 특히 
공격에 취약합니다. 

회사의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매일 더 많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호스팅됩니다. Cisco Global Cloud Index의 예측에 따르면 2017년에 전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은 현재의 세 배가 될 것이며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매년 44% 증가할 것입니다. 

IoT가 확산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Cisco에서는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스마트 개체가 전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러한 스마트 개체의 일부는 침해 표적이 되거나 이후 
공격을 위한 발사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위협 
발전된 기술과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오늘날의 공격자들은 훨씬 더 위험한 위협을 만들어 냅니다. 
공격의 진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비교적 억제하기 쉬운 바이러스에서 더 지능적인 웜 및 루트킷으로, 
이어서 교묘한 스파이웨어로 변화한 다음 현재의 APT(지능형/지속형 위협)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범죄는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하나입니다. 교묘하지도 않은 피싱 시도로 시작된 
공격에 이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이 만드는 AaaS(Attack-as-a-Service) 상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 조직에서는 고도로 표적화된 악성코드를 만듭니다. 회사 직원보다 네트워크를 더 잘 
아는 범죄자를 통해 회사의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실무를 속속들이 감시한 다음 특정 취약점을 목표로 
맞춤화된 공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에 수개월간 상주하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경의 다른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APT가 포함됩니다. 

느리고 복잡한 차단 프로세스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증가하는 복잡성은 보안에도 적용됩니다. 더 많은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와 기업 내부/외부에서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서로 호환되지 않아 별도의 관리 및 
차단 프로세스가 필요한 여러 벤더의 보안 시스템이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악당을 쫓기 위해 
더 많은 방어 기술을 추가해도 위협 대응은 더 느려지고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Verizon의 2014년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2014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를 보면 악의적인 공격의 
거의 90%가 단 몇 분 만에 자산을 침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onemon Institute에 따르면 공격을 
발견하는 데 평균 80일이 소요되고 해결까지 12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가설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만 거의 3000개 대기업이 
다음을 포함하는 보안 침해로 데이터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소매 POS(Point-of-Sale) 시스템 공격으로 1억 개가 넘는 신용 카드 및 개인 정보 레코드 도난 

● 수천만 명의 전자 상거래 사용자 계정 해킹 

● 피싱 공격 및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 공격으로 수백만 개의 고객 이메일 레코드 도난 

귀사의 비즈니스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http://www.verizonenterprise.com/DBIR/2014/
http://www.ponemon.org/local/upload/file/Post%20Breach%20Boom%20V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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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방식 
비즈니스 침투를 위한 진입점이 될 수 있는 악의적인 위협, 보안 시스템 및 디바이스는 다양하지만 모두 
운영 및 통신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라는 이 공통 줄기는 
엔터프라이즈 인프라가 비즈니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네트워크로 악성코드 차단, 경계 보안 및 보안 정책/절차 등의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면 기업의 고객 및 데이터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공격의 전 범위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는 기능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그림 1). 

● 공격 전: 네트워크를 감지기 및 검사기로 사용하여 환경에 대한 가시성의 범위와 깊이를 개선함으로써 
탐지되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고 정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공격 중: 네트워크를 감지기 및 적용기로 사용하여 공격을 봉쇄하고 중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 공격 후: 네트워크를 감지기 및 적용기로 사용하여 새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기능을 통해 위협 
대응을 자동화하고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전체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인프라 업데이트를 
달성함으로써 신속한 위협 방어 및 차단을 실현합니다. 

그림 1.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협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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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목적의 기능을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Cisco ACI 
현대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정책은 기업에서 보안을 적용하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전부터 정책은 인프라에 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연결할 수 있는 
자산,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결정하는 규칙을 정책을 통해 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상 
리소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직원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는 보안을 시행하려면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른 엔터프라이즈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Cisco ACI(Application-Centric Infrastructure)는 현대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까지 적용되는 공통의 중앙 집중화된 정책 기반 운영 모델을 
제공합니다. Cisco ACI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AC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따라 정책을 중앙 집중화하고 자동화합니다. 특정 네트워크 
세그먼트, IP 주소 또는 연결 방법과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를 바탕으로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Cisco APIC EM(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하여 Cisco ACI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보안 구성을 
변경하고 위협 대응 조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isco APIC EM에서 정책을 네트워크 전체에 
전달하고 자동으로 모든 위치에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Cisco ACI를 사용하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복잡한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보안 정책을 시행하여 위협 차단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공격 전, 공격 중 및 공격 후에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최신 보안 기능이 포함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은 보안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감지기: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악성 트래픽 흐름, 정책 위반 및 손상된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탐지되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며 정상 상태를 파악합니다. 

● 적용기: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공격을 억제하고 공격 표면을 제한합니다. 또한 중요한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지점 위치를 보호합니다. 

● 차단 가속기: 네트워크 전체의 위협 차단 및 치료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Cisco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를 공격 전, 공격 중 및 공격 후에 보호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감지기로 사용 
보이지 않는 것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기업 안팎의 수많은 디바이스와 사람을 
거쳐가는 현재의 환경에서 모든 것을 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Cisco에서는 환경 도처에 있는 
의심스러운 트래픽 흐름, 정책 위반 및 손상된 디바이스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툴의 대부분은 이미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므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NetFlow를 감지기로 사용 
Cisco IOS Flexible NetFlow는 모든 네트워크 상호 작용에 적용되는 강력한 정보 소스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상호 작용을 장기간에 걸쳐 캡처합니다. IP 트래픽의 특성을 밝히고 해당 트래픽의 출처, 대상, 
시기 및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식별하여 전화 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누구와, 언제,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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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OS Flexible NetFlow는 보안 침해를 식별하는 핵심 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과학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며 
규정 준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IOS Flexible NetFlow의 데이터는 보안 알림 및 네트워크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의 과학 수사 분석을 위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IOS Flexible NetFlow와 “Lite” 또는 기타 샘플 기반 접근 방식의 NetFlow는 다르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보안에는 완전한 Cisco IOS Flexible NetFlow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작은 비율의 흐름이 아닌 모든 흐름을 식별하여 악성 트래픽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isco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협 탐지 
네트워크는 모든 디바이스, 트래픽 흐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및 악성코드 공격이 모이는 운동장과 
같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방법만 알면 볼 수 
있습니다. Cisco 인프라 및 보안 솔루션은 다음에 대한 가시성, 제어, 상황 및 분석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디바이스: 

◦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를 위한 Cisco Aironet® Access Point Module for Wireless Security를 통해 
불법 액세스 포인트를 탐지합니다. 

◦ Cisco Catalyst® 스위치에 내장된 Device Sensor 기능과 Cisco 유선, 무선 및 VPN 인프라에 대한 상황별 
ID 및 정책 제어를 위한 중앙 지점을 제공하는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를 통해 손상되거나 
정책을 위반한 디바이스를 탐지합니다. 

◦ Cisco IOS Flexible NetFlow의 데이터 및 분석 인텔리전스와 Lancope StealthWatch System의 기능을 
사용하면 내부 또는 외부 디바이스의 평판이 변경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ncope StealthWatch 
System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더 많이,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기 
위한 대화형의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트래픽: 

◦ Cisco IOS Flexible NetFlow, Lancope StealthWatch 및 Cisco ISE로 상황별 트래픽 흐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이상 트래픽 패턴, 악성코드 명령 및 제어 트래픽과 APT를 탐지합니다. 

◦ Cisco 인프라 디바이스의 Cisco IOS Software Control Plane Policing 기능 및 Cisco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및 
무선 LAN 컨트롤러의 Cisco CleanAir®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DoS(서비스 거부) 공격을 차단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 Cisco IOS Flexible NetFlow 및 차세대 NBAR2(Network Based Application Recognition)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고 애플리케이션 이상 동작을 탐지합니다. 

● 사용자: 

◦ 현재 구축된 Cisco 라우터, 스위치 및 액세스 포인트의 Cisco ISE 및 Cisco TrustSec® SGT(Security Group 
Tag) 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별 사용자 및 디바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액세스 정책을 위반하려는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http://www.cisco.com/c/en/us/products/interfaces-modules/aironet-access-point-module-wireless-security-spectrum-intelligence/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td/docs/switches/lan/catalyst3750/software/release/15-0_1_se/device_sensor/guide/sensor_guide.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en/us/td/docs/ios/12_2sb/feature/guide/cpp.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cleanair-technology/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trustse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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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 Cisco 지점 라우터 및 Cisco Cloud Web Security에 내장된 Cisco ScanSafe 보안 기능을 통해 분산된 기업 
전체의 악성 이메일 및 웹 트래픽을 탐지합니다. 

◦ Cisco 라우터, 스위치 및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위한 Cisco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모듈과 Cisco 
무선 인프라에 포함되는 Cisco Adaptive Wireless IPS 소프트웨어를 통해 광범위한 악성코드 공격, 침입, 
봇넷, SQL 삽입 및 기타 위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Cisco 웹 및 이메일 보안 어플라이언스와 Cisco Cloud Web Security 서비스와 통합되는 Cisco Advanced 
Malware Protection for Networks 기능을 사용하여 교묘한 APT를 탐지합니다. 

◦ Cisco IOS Flexible NetFlow와 Cisco 인프라 및 보안 솔루션에 통합된 Lancope StealthWatch System 
트래픽 분석 인텔리전스를 통해 내부 악성코드 전파 및 데이터 유출을 빠르게 탐지합니다. 

◦ Cisco Security 인텔리전스 운영에서는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조기 경고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벤더도 Cisco가 제공하는 규모의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가시성 및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Cisco 솔루션과 같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투자를 활용하는 제품도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적용기로 사용 
네트워크는 교묘한 위협을 탐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일 뿐 아니라 인프라를 통해 모든 사용자 및 
디바이스가 비즈니스의 모든 정보에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액세스를 제어하고 위협을 
차단 및 격리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Cisco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다음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공격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침투 지점을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통과한 위협이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 필요한 경우 통신을 암호화하여 회사의 중요한 트래픽을 활용하는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분산된 지점에서 포괄적인 위협 방어를 통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공격 억제 
성공적인 군사 작전의 전통적 관행은 분리와 방어입니다. 즉 보호하기 쉬운 더 작고 폐쇄된 영역으로 
영토를 나눠 전략적 이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두가 모든 항목에 자유로이 액세스할 수 있는 대규모의 개방된 환경을 유지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분리하면 공격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및 항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데이 공격, APT, DDoS(분산 서비스 거부) 또는 감염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를 공격하더라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다음을 통해 
억제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router-security/data_sheet_c78-655324.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cloud-web-security/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wireless/adaptive-wireless-ips-software/index.html
http://www.cisco.com/web/about/ac49/ac0/ac1/ac259/sourcefire.html
http://www.cisco.com/web/about/ac49/ac0/ac1/ac259/sourcefire.html
http://www.cisco.com/web/about/ac49/ac0/ac1/ac259/sourcefire.html
http://tools.cisco.com/security/center/ho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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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 Cisco TrustSec 솔루션과 Cisco ISE를 함께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역할 기반의 토폴로지 및 
액세스 독립적인 액세스 제어를 적용합니다. Cisco TrustSec 기술을 사용하여 조직의 보안 정책에 따라 
상황, 사용자, 디바이스 및 위치별로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이 있는 재무 부서 사용자의 SGT가 있는 트래픽만 재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GT를 시행하면 유지관리 계약업체의 인증서를 가진 사용자가 재무 데이터에 
액세스하려고 할 경우 이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나 액세스 방법(무선 또는 유선)에 
관계없이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리소스에 액세스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규정 준수를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또는 의료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환경의 나머지 네트워크와 분리하면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및 1996년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네트워크 
규정 준수 감사와 관련된 범위,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분화되고 일관적인 액세스 제어 적용: 

◦ Cisco Unified Access™ 네트워크 플랫폼은 유무선 도메인 전체에 일관적인 정책 및 사용자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Cisco 인프라에 포함된 기능과 Cisco ISE를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 시간, 연결 유형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액세스를 제어하고 유선, 무선 및 VPN을 포함하는 
모든 액세스 방법에 일관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ISE는 BYOD(Bring-Your-Own-Device)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회사에 특히 중요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의 자동화 및 간소화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특정 리소스에 대한 경영진의 액세스를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로그온한 경우 허용하고 스마트폰이나 가정의 컴퓨터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인 데이터 보호 및 감시망 차단을 위한 트래픽 암호화 
Cisco 네트워크는 감시망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어책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이동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 

◦ Cisco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보안 플랫폼 및 무선 인프라에는 유선(MACsec), 무선(DTLS[Datagram 
Transport Layer Security]) 및 WAN(IPSec, SSL) 연결 전체의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Cisco ISE는 Cisco MDM(Mobile Device Management) 파트너 통합 기능의 일부로 모바일 트래픽 
암호화도 지원합니다.  

● 스푸핑 차단: 

◦ Cisco 라우터, 스위치 및 무선 LAN 컨트롤러에는 스푸핑을 차단하는 Cisco Catalyst 통합 보안 기능 
집합(Port Security, DHCP Snooping, IP Source Guard, Dynamic ARP Inspection)과 Cisco IPv6 FHS(First 
Hop Security)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Cisco CleanAir 기술은 불법 액세스 포인트 및 무선 스펙트럼 공격을 차단합니다.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trustsec/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index.html?referring_site=smartnavRD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unified-acces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index.html?referring_site=smartnavRD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at_a_glance_c45-726284.pdf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at_a_glance_c45-726284.pdf
http://www.cisco.com/web/strategy/docs/gov/turniton_cisf.pdf
http://www.cisco.com/web/strategy/docs/gov/turniton_cisf.pdf
http://www.cisco.com/c/en/us/products/ios-nx-os-software/ipv6-first-hop-security-fh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ios-nx-os-software/ipv6-first-hop-security-fh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ios-nx-os-software/ipv6-first-hop-security-fh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cleanair-technolog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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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통신 보안 
지점 사무실은 규모가 작고 본사의 보안 인프라에서 떨어져 있어 기업 방어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이미 구축된 Cisco 지점 라우터와 고급 Cisco 보안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면 악의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봉쇄하여 나머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Cisco 네트워크는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지점 엣지: 강력한 로컬 방화벽 기능, 침입 차단 시스템 및 VPN 연결을 지원하는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를 통해 외부 위협을 차단합니다. 

● 보안 트래픽 세그먼테이션: Cisco 지점 라우터의 Cisco Intelligent WAN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보안 서비스를 통해 WAN의 트래픽을 안전하게 오프로드합니다. 

● 악성 웹 사이트 차단: Cisco ISR의 Cisco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기능을 통해 실행되는 
실시간 웹 필터링과 Cisco Cloud Web Security의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및 위협 분석을 통해 
악성 웹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귀사는 이미 Cisco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isco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암호화 및 분산된 지점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 기존 투자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차단 가속기로 사용 
Cisco 네트워크는 의심스러운 동작을 탐지하고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적은 지능적이고 자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귀사에서는 침해가 발견될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Cisco 보안 솔루션은 SDN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능과 Cisco Prime® 인프라 관리 및 기존 Cisco 
네트워크 인프라에 내장된 기능을 함께 활용하여 위협 대응을 급진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차단 가속 및 자동화 
지능형 차단 기술의 핵심은 Cisco APIC EM(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입니다. Cisco APIC EM은 Cisco ACI의 비전을 데이터 센터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로 
확대합니다. Cisco APIC EM을 사용하면 정책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생성한 다음 위협 
탐지, 차단 및 ACL(Access Control List) 관리 작업을 중앙에서 시행하고 네트워크 전체에 자동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동화된 네트워크 환경은 보안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변경을 수행해야 할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를 한 번 보십시오. 

● 위협 탐지 및 대응: Cisco 인프라에 통합된 위협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대학 캠퍼스의 한 건물에서 
디바이스의 위협을 탐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위협을 차단하려면 ACL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변경 사항을 환경의 모든 인프라 디바이스에 수동으로 프로비저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동 
프로세스는 짧게는 수일, 정확히는 수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Cisco APIC EM을 사용하면 ACL 변경을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Cisco APIC EM이 전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모든 캠퍼스, 모든 
지점에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프로비저닝합니다. 단 몇 시간 안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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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대응적 ACL 관리 및 오류 수정: 일반적인 기업의 모든 스위치 및 라우터에는 수천 줄의 ACL 코드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어느 위치에서든 구성 오류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공격에 
취약해지거나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수동 프로세스로 오류를 찾아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Cisco APIC EM은 위협에 대응하여 ACL 변경 사항을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모든 디바이스의 ACL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ACI를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부터 WAN 및 네트워크 액세스까지 적용되는 
일관적인 단일의 보안 규정 준수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전체 보안 정책을 위반하는 변경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리소스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비즈니스를 공격하는 악의적인 위협에 시간과 위치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방어를 위한 5단계 
악성코드 및 사이버 범죄자들을 통한 비즈니스 위협은 그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isco 네트워크의 방어 기능도 그렇습니다. 데이터, 고객 및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려면 
다음의 5단계에 따라 기존 Cisco 네트워크 투자를 100% 활용하십시오. 

1. Cisco IOS Flexible NetFlow기술을 실행하여 정상 트래픽의 기준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동작을 사전에 
식별합니다. 

2. Cisco TrustSec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기술을 구축하여 상황별 역할 기반 토폴로지 및 액세스 독립적 제어를 
통해 공격을 봉쇄하고 공격 표면을 축소합니다. 

3. 링크를 암호화하고 Cisco Catalyst 통합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이동 중인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4. Cisco Intelligent WAN을 구축하여 직접 인터넷 액세스로 지점 사무실을 보호합니다. 

5. Cisco APIC EM을 구축하여 보안 구성 및 위협 차단을 가속화합니다. 

자세한 정보 
Cisco 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e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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