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mbrella 

위협 방어의 최전선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IG(Secure Internet Gateway)

멀웨어 
C2 콜백 피싱 

Cisco Umbrella는 최전선에서 인터넷상의 위협을 방어하는
SIG(Secure Internet Gateway)입니다.

본사나 지사 또는 이동 중이나 VPN의 ON/OFF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와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도입 가능한 클라우드형 보안 서비스입니다.

    

최신 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텔리전스 전용 

하드웨어가 불필요하므로 도입이 간편

본사 국내외 지사 재택 근무자/모바일 

위협 방어의 최전선

Simple IT,
간편하게 시작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간편 도입 근무 방식 혁신에 최적 알기 쉬운 보고서

인터넷 이용에 필수적인 DNS 
계층에서제공하는 보안으로

모든 장비 및 사용자 보호가 가능

그래픽 보고서를
웹 대시보드와 메일로 제공하여

쉽고 안정적인 운용 가능

Cisco Umbrella 
208.67.222.222 + 208.67.220.220 



Umbrella SIG 

기존의 SWG

IP/DNS 계층에서 지켜주는 보안 

인터넷 

80 443 모든 보고서

Cisco Umbrella의 개요와 특징

Cisco Umbrella는 DNS(Domain

Name System)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SWG(Secure Web Gateway)와는

달리, 웹이나 메일은 물론

모든 포트/프로토콜에서 트래픽을

검열합니다. 또한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환할 때 Cisco Talos 

위협 인텔리전스와 연계해 위험한

IP 주소로 변환되지 않도록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고속! DNS 성능

Cisco Umbrella는 순수한 DNS 

서비스로서도 대단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Prospect One사가 제공하는 

DNS 성능 분석 "DNSPerf"의 퍼블릭 

DNS 확인 프로그램 부문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www.dnsperf.com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래픽 보고서

멀웨어나 피싱으로 의심되는 트래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웹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정기 이메일 보고서로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DNS 보안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비와

 모든 네트워크(장소)에 적용 가능하며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기존의 보안과 

충돌하거나 중복 없이 간단히 추가해서 네트워크 방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모든 장비를 커버

OPEN 

Umbrella 



클라우드 보안이기에 가능!   ❶ 

기존 환경은 그대로 전사 네트워크에 간편하게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인 Cisco Umbrella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DHCP 서버나 라우터, 방화벽의 DNS 설정만 변경하면 

불과 몇 분 안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곳에 산재한 지사, 

사업소, 공장 등 각 지사에 대한 도입도 수월하며, DNS 설정 후에는 웹 

대시보드로 일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 빠르다!  
DNS 설정만으로 완성!

Umbrella DNS
208.67.222.222 + 208.67.220.220 

국내 사업소
라우터

본사
DHCP 서버

해외 지사
방화벽

모바일 업무나 재택 근무 등 업무 방식이 변화하면서 원격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격 근무자에 대한 대표적인 보안인 VPN이 항상 켜져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노트북 사용자의 80%가 "VPN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1. 따라서 만일 VPN이 꺼져 있더라도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합니다. Cisco Umbrella는 클라이언트를 

간단히 설치하기만 하면 VPN 접속과 상관없이 항상 사내 네트워크와 

동일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IDG Research Services, 2016. Your users have left the perimeter. Are you ready?

인터넷

Umbrella 

VPN ON VPN OFF 

재택 근무자/모바일
Windows/macOS（Umbrella Roaming Client）
Chromebook（Umbrella Chromebook Client）

iOS（Security Connector） 

클라우드 보안이기에 가능!    ❷

근무 방식 혁신! 회사 밖에 있는 직원을 VPN 없이 보호  

사용 사례

사용 사례



시각화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보안이기에 가능! 사용 사례  ❹

전체 보안 환경 가시성 확보   

●  "DNS 계층의 보안을 적용하고 싶다", "콘텐츠 필터링을 적용하고 

싶다" 등의 목적에 따른 설정 

●  "멀웨어를 호스트하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 "피싱 사이트를 차단",  

"유해한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을 차단", "가상화폐 채굴을 차단" 등, 

보안 카테고리에 따른 설정

●  콘텐츠 필터링 설정: 차단하려는 콘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를 "높음",  

"중간", "낮음" 의 카테고리 그룹에서 선택하거나 오른쪽과 같이 개별 

카테고리에서 선택

  

Cisco Umbrella에서는 멀웨어나 피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통신 

활동(요청) 등 위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Umbrella Professional, Insights 및 Platform 패키지에서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상황도 시각화할 수 있는 "Application 

Discovery"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이 기능을 통해 예를 들면 

직원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함부로 사용하는 "섀도우  IT"(shadow 

IT)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가능합니다.

●  각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

●  리스크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파악

●  어플리케이션 벤더의 신뢰도를 확인

●  사용자 데이터나 리스크 점수 등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이용의 최적화 또는 이용 불가 판단용 재료로 사용

●  기존 어플리케이션 이용의 모니터링과 신규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발견해 무질서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방지

●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카테고리별 또는 개별 차단

  

*1　Umbrella Professional에서는 App Discovery for Professional 라이선스(UMB-APP-DISC)가 

필요합니다.

Cisco Umbrella는 원격 액세스용이나 게스트 액세스용 등,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이기에 가능! 사용 사례  ❸

간편하게 액세스 정책을 설정  



클라우드 보안이기에 가능! 사용 사례  ❺

Wi-Fi 보안을 간편하게 강화   

Umbrella 

Meraki MR (Mobility Express)나 
WAP 등, 기타 AP

무선 컨트롤러

Aironet

SSID별 정책 설정 등, 보다 
밀접하게 Umbrella와 통합 가능

클라우드 보안이기에 가능!   ❻

지사에서의 DIA(Direct Internet Access)를 안전하게 보호   

SaaS 

데이터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Salesforce 등
Umbrella 

IaaS 

Google Could,
AWS 등

VPN 
OFF 

Direct 
Internet 
Access 

직원이나 고객 등, 최종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이 주로 Wi-Fi인 경우, 

Cisco Umbrella를 도입하는 가장 간편하고 가성비 높은 선택지는 

Cisco Umbrella WLAN 패키지입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 5대분의 

라이센스 개수부터 구입 가능하며,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Cisco Meraki MR 클라우드 

관리형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및 시스코 무선 컨트롤러는 Cisco 

Umbrella와 관리 도구 수준으로 통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Meraki 

대시보드에서 직접 SSID나 기존의 그룹 정책에 Umbrella 정책을 

링크할 수 있습니다.

*1　참고자료: IDC, 2017. Network Evolution and Market Outlook.

재택 근무자
모바일 지사 본사 

사용 사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서비스의 기업 이용이 확대되자 
지사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VPN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는 DIA(Direct Internet Access)가 증가하고 있습니다*1. 
한정된 대역폭이나 지연으로 인해 속도가 느린 VPN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성능이나 서비스 품질이 낮은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커다란 보안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입니다.

그 때문에 각 지사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지만 고성능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도입 등 하드웨어 기반 보안으로는 구입과 
유지보수 비용, 운영 관리자 관리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Cisco Umbrella는 클라우드 기반의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사에서 
시스코의 라우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라우터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는 Cisco Umbrella Branch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 Cisco Umbrella 패키지 기능 비교

*1  Umbrella App Discovery for Professional 라이선스(UMB-APP-DISC)가 필요합니다.

SKU
UMB-ROAM 

SKU
UMB-BRAN-1100
UMB-BRAN-4221
UMB-BRAN-4321
UMB-BRAN-4331
UMB-BRAN-4351
UMB-BRAN-4431
UMB-BRAN-4451

SKU
UMB-WLAN

SKU
UMB-INSIGHTS-K9

SKU
UMB-PLATFORM-K9

SKU
UMB-PROFESSIONAL
UMB-APP-DISC

설명
Umbrella Roaming 사용자별 라이선스(사용자 수 10명~)

설명
Cisco ISR 1100 시리즈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Cisco ISR 4221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Cisco ISR 4321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Cisco ISR 4331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Cisco ISR 4351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Cisco ISR 4431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Cisco ISR 4451용 Umbrella Branch 라이선스

설명
Umbrella WLAN 액세스 포인트별 라이선스(5AP~)

설명
Umbrella Insights 사용자별 라이선스(사용자 수 10명~)

설명
Umbrella Platform 사용자별 라이선스(사용자 수 500명~)

설명
Umbrella Professional 사용자별 라이선스(사용자 수 10명~)
Umbrella App Discovery for Professional 라이선스*2

■ Cisco ISR용 Cisco Umbrella Branch 라이선스*1  

Cisco Umbrella 구입 가이드 

Cisco Umbrella는 조직의 규모를 막론하고 간단히 도입 및 운용 가능한 SaaS 모델로 제공됩니다.

사용자 수 또는 장비 수에 따른 라이센스를 1∼5년의 가입 기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Cisco Umbrella Roaming 라이선스*1   ■ Cisco Umbrella WLAN 라이선스*1

■ Cisco Umbrella Professional 라이선스*1

  

  

■ Cisco Umbrella Insights 라이선스*1

*1  UMBRELLA-SUB가 필요합니다.
*2  UMB-PROFESSIONAL과 같은 수가 필요합니다.

Cisco Umbrella 14일간 무료 평가판

  

■ Cisco Umbrella Platform 라이선스*1

14일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평가판을 통해 Cisco Umbrella DNS 계층 

보안의 효과를 체험하십시오. 사용 중인 라우터나 방화벽의 DNS 서버에 

"208.67.222.222" 및 "208.67.220.220"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불과 몇 분 

안에 간단하고 빠르게 설정이 완료됩니다.

간단한 등록만으로 Cisco Umbrella를 14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ignup.umbre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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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Roaming Branch WLAN Professional Insights Platform

보안/정책

DNS 계층에서 위험한 도메인 요청이나 IP 응답을 차단 ● ● ● ● ● ●
IP 계층에서 C2 콜백이나 DNS 우회를 차단 - - - - ● ●
콘텐츠 필터링 - ● ● ● ● ●

보안 범위

네트워크 내 사용자/장비 - ● ● ● ● ●
모바일 사용자/장비(Windows/macOS/Chromebook/iOS) ● - - ● ● ●
TCP/UDP 모든 포트 ● ● ● ● ● ●

정책 적용 범위

네트워크 단위 - ● ● ● ● ●
서브넷(네트워크 내 사용자/장비) 단위 - - - - ● ●
모바일 사용자/장비 단위 ● - - ● ● ●

가시성

보고서 기능 ● ● ● ● ● ●
바이러스나 멀웨어 파악 - - - - ● ●
클라우드 앱의 시각화, 섀도 IT 색출 - - - ●*1 ● ●

관리

맞춤 설정 가능한 차단/허용 목록, 차단 페이지 ● ● ● ● ● ●
Active Directory 연계 - - - - ● ●
Amazon S3 스토리지 서비스 연계 - - - - ● ●
서드파티 보안 제품과의 API 연결 - - - - - ●
Umbrella Investigate 지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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