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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Intelligence Director 

혜택 
•  개방형 업계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위협 
정보 수집 

•  서드파티 인텔리전스로 네트워크 센서 효과 증대 

•  보안 침해 지표를 Cisco 보안 센서에 스트리밍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자동으로 차단 또는 모니터링 

•  네트워크 센서에서 얻은 관찰 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사고에 대한 알림 전송 

•  향상된 보안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보안 상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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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스에서 생성된 정보 운용 
조직을 노리는 위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직원들이 
악성코드를 무심코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유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일에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의 증거를 확보하고 위협을 억제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Threat Intelligence Director
는 바로 이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Threat Intelligence Director는 서드파티 위협 
피드 및 위협 정보 플랫폼에서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Cisco 보안 센서에서 관찰된 
다양한 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보안 사고를 탐지하고 알려줍니다. 유해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알림을 수동으로 조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모니터링된 실제 사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로컬 위협 정보에만 의존하는 보안 디바이스와 달리, Threat Intelligence Director는 
서드파티 위협 피드를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실행 가능한 보안 침해 지표로 변환하므로 네트워크 방어에서 더 많은 위협을 차단 
또는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알림 수를 줄이고, 전체 보안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위협 정보 소스의 수집 및 배포를 운용하여 관리 복잡성을 완화하고 잘못된 
알림을 검토 및 추적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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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보안 인텔리전스 통합 

서드파티 소스 
•  위협 정보 피드 
•  위협 정보 플랫폼 

수집 STIX 
TAXII 

"플랫 파일" 

보안 인텔리전스 수집 

Threat Intelligence 
Director 

관찰 결과의 상관성 분석 

Cisco 보안 어플라이언스 
•  Cisco Firepower NGFW 
•  Cisco FirePOWER NGIPS 

관찰 

풍부한 사고 보고서 생성 보안 상태 세분화 

사고 대응 시간 단축 및 자동화 
서드파티 정보를 활용하여 보안 침해 지표의 상관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를 더욱 유용하며 실현 가능한 조치로 변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드파티 위협 정보 소스 및 위협 정보 플랫폼 파트너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려면 Cisco Technical Alliance Partners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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