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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로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보안 사고를  
자동으로 방지 
지속적인 공격과 보안 사고에 직면한 기업들은 또 다른 대규모 보안 공격이 발생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isco Firepower Next-Generation Firewall(NGFW)
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사고를 자동으로 방지하고, 조직을 보호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50명 이상의 위협 연구원 및 분석가로 구성된 시스코 Talos 위협 
인텔리전스로부터 시작됩니다. Talos는 매일 수백만 건의 악성 코드 샘플과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안 보호 조치(Snort 규칙 및 위협 지표)를 생성하며 해당 정보를 
Cisco NGFW와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방화벽은 해당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검사함으로써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조직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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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업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협 방지 기능으로 더 
많은 위협을 차단

•  네트워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장비,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 및 통제 능력 
확보

•  탐지 시간을 몇 개월에서 몇 시간으로 줄여 
맬웨어를 조기에 탐지하고 더 빠르게 조치

•  보안 기능을 통합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운영을 
단순화

•  다른 시스코 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과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Cisco Firepower Next-Generation Firewall 

 차세대 방화벽 심층적 가시성으로 위협을 빠르게 차단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 절약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5854525193001/next-generation-firewall-demo---breach-prevention?autoStart=true&q=NGFW%20Breach%20PRevention
https://www.cisco.com/c/en/us/about/case-studies-customer-success-stories/sugarcreek.html?socialshare=lightbox-anchor
https://www.cisco.com/c/en/us/about/case-studies-customer-success-stories/sugarcreek.html?socialshare=lightbox-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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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Cisco Firepower NGFW는 침입을 방지하고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과 가동 시간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사용 가능한 모든 방화벽의 심층적 가시성과 
최첨단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침입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차세대 방화벽이 있습니다. 시스코는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liates. 시스코 및 시스코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코 및/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시스코의 상표 
목록은 www.cisco.com/go/trademark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타사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파트너라는 단어는 시스코와 타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10R) 

위협을 보다 신속하게 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심층적 
네트워크 및 보안 가시성

맬웨어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졌으며 사이버 
범죄자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오늘날 IT 
팀은 은밀한 위협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및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지 않는 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

Cisco NGFW는 예방 및 액세스 제어를 넘어 사용자, 
호스트, 네트워크 및 인프라에서 원격 분석 및 
예상되는 악의적 파일 활동에 대해 심층적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 활동을 빠르게 탐지하고 
피해를 입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고급 
보안 기능은 더 많이 감시하여 더 많이 차단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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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성을 줄이며 
더 똑똑하게 작업 수행

보안 문제에 직면한 IT팀은 리소스, 직원 및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들은 경고에 압도당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심사하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 및 통합 솔루션 
부족에 시달립니다.

Cisco NGFW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하십시오. 
자동 정책 적용 및 시행으로 시간이 절약되므로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위협 경고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Cisco NGFW는 시스코의 여타 통합 보안 
도구와 원활하게 연동되므로 더 많이 확인하고 더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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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   차세대 침입 방지 시스템(NGIPS)

•   네트워크용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   애플리케이션 제어 및 URL 
필터링 

•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 모두에 대한 탁월한 위협 방지 및 
완화

•   탐지, 차단, 추적, 분석 및 치료를 통해 표적화된 지속적인 맬웨어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

•   애플리케이션 계층 제어 (애플리케이션, 지리적 위치, 사용자, 웹 
사이트의 제어) 및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및 URL을 기반으로 
활용을 강화하고 탐지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

다음 단계
Cisco Firepower NGF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com/go/ngfw를 참조하십시오. 

상세 내용 

http://www.cisco.com/go/trademarks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5854530189001/ngfw-demo---automation-with-the-cisco-next-generation-firewall?autoStart=true&q=NGFW%20Automation%20Demo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arc-of-three-rivers.html?socialshare=lightbox1
http://www.cisco.com/go/ngf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