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Cisco Web Usage Control 필터링 범주
Cisco Web Security Appliance의 S-Series에 속하는 Cisco® Web Usage Controls는
URL 분류를 위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어 기능은 기존 URL 필터링
솔루션보다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는 성능이 50% 이상 뛰어납니다.
제품 개요
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Talos)이 제공하는 Web Security Appliance는 모든 규모의 조직에
웹 트래픽에 대한 보안, 제어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고도로 안전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를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웹 보안이 원격 및 모바일 사용자(예: 태블릿, 스마트폰
사용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에서 생성된 상황별 사용자 정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제어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분류를 제공하여 기존의 웹 콘텐츠를
처리합니다. 또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및 웹 크롤러에 표시되지 않는 액세스가 제한된 기타 콘텐츠 등을 비롯한
동적 웹 2.0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실시간 분류 기능은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는 기능이 뛰어난 Cisco Dynamic
Content Analysis Engine의 지원을 받습니다.

범주
Cisco는 독보적인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범주 내의 사이트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표에는 웹
사이트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범주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목록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범주

약어

코드

설명

URL 예

성인

adlt

1006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꼭 외설적인 게시물은 아닙니다.
성인 클럽(스트립 클럽, 스와핑 클럽, 성접대 서비스,
스트리퍼), 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실질적으로 외설
의도가 없는 콘텐츠, 생식기 피어싱, 성인용 제품 또는
축하 카드, 건강 또는 질병 이외의 성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http://www.adultentertainmentexpo.com

종종 웹 페이지가 함께 열리는 배너 및 팝업 광고,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타 광고 웹사이트입니다. 광고
서비스 및 세일즈는 "비즈니스 및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adforce.com

즐겁게 마시는 알코올, 맥주 및 와인 제조, 칵테일 제조법,
주류 판매업체, 와이너리, 포도원, 맥주 공장, 주류
유통회사가 해당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건강 및
영양"으로 분류됩니다. 술집과 식당은 "식당 및 주점"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samueladams.com

갤러리 및 전시회, 예술가 및 예술, 사진, 문학 및 책, 공연
예술 및 극장, 뮤지컬, 발레, 박물관, 디자인, 건축이
해당됩니다. 영화 및 TV는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됩니다.

http://www.moma.org

점성술, 별자리, 운세, 숫자점, 심령 상담, 타로 카드가
해당됩니다.

http://www.astro.com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경매, 경매 주택 및 분류 광고가
해당됩니다.

http://www.craigslist.com

광고

주류

예술

점성술
경매

adv

alc

art

astr

auct

1027

1077

1002

1074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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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dultnetline.com

http://www.doubleclick.com

http://www.whisky.com

http://www.nga.gov

http://www.astrology.com

http://www.e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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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약어

코드

설명

URL 예

비즈니스 및 산업

busi

1019

마케팅, 상거래, 기업, 비즈니스 관행, 인력, 인사, 수송,
급여, 보안 및 벤처 자금, 사무용품, 산업 장비(프로세스
장비), 기계 및 기계 관련 시스템, 난방 장비, 냉방 장비,
재료 처리 장비, 포장 장비, 제조: 고형물 처리, 금속 제조,
건설 및 건축, 승객 수송, 상거래, 산업 디자인, 건설, 건축
재료, 선적 및 운송(운송 서비스, 트럭 수송, 화물
운송업체, 전세화물 수송업체, 운송 및 수송 중개업자,
특송 서비스, 적재 및 운송 대조, 추적 및 기록, 철도 운송,
해운 배송, 복합 물류 서비스, 이송 및 보관)이
해당됩니다..

http://www.freightcenter.com

웹 기반 인스턴트 메시징 및 채팅방이 해당됩니다.

http://www.icq.com

채팅 및 인스턴트
메시징

chat

부정행위 및 표절

plag

1040

http://www.staples.com

http://www.meebo.com
1051

기말 리포트 같은 창작물을 표절할 수 있도록 창작
과제물의 부정 도용 및 판매를 조장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http://www.bestessays.com
http://www.superiorpapers.com

아동 학대 콘텐츠

cprn

1064

전 세계의 불법 아동 성 학대 콘텐츠입니다. Cisco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콘텐츠를
차단하며, 법적인 이유로 로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
범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 보안

csec

1065

기업 및 가정 사용자를 위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computersecurity.com

컴퓨터 및 인터넷

comp

100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지원과 같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정보, 프로그래밍 및 네트워킹, 웹 사이트 디자인,
일반적인 웹 및 인터넷 정보, 컴퓨터 공학, 컴퓨터 그래픽
및 클립아트 등이 포함됩니다. “프리웨어 및 셰어웨어"는
별도의 범주에 속합니다.

http://www.xml.com

데이트 업체, 온라인 개인 상담 업체, 결혼중개업체가
해당됩니다.

http://www.eharmony.com

http://www.all-yours.net

데이트

date

1055

http://www.symantec.com

http://www.w3.org

http://www.match.com

디지털 엽서

card

1082

디지털 엽서 및 e-카드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식당 및 주점

food

1061

식사와 음주가 가능한 시설, 레스토랑, 바, 소규모 주점 및
펍, 레스토랑 가이드 및 평가가 포함됩니다.

http://www.hideawaybrewpub.com

DIY 프로젝트

diy

1097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물건 및 물품을 만들고 개량하고 수정
및 장식하고 수선하기 위한 안내 및 정보입니다.

http://familyhandyman.com

일반적으로 홈 네트워크 액세스를 시도하는 사용자를
나타내는 광대역 링크의 IP 주소입니다. 가정용 컴퓨터에
대한 원격 세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09.60.192.55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수업 자료, 교사 리소스, 기술 및
직업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문제 및 정책, 재정 지원,
학교 기금, 표준 및 테스트 등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http://www.education.com

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토론, 음악 및 밴드, TV,
유명인 및 팬 웹사이트, 엔터테인먼트 뉴스, 유명인 가십,
유흥 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예술" 범주와 비교해
보십시오.

http://www.eonline.com

http://www.delivr.net

동적 및 주거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dyn

edu

ent

1091

1001

1093

http://diy-tips.co.uk

dynalink.co.jp
ipadsl.net

http://www.greatschools.org

http://www.ew.com

극단적인 내용

extr

1075

성폭력 또는 범죄 관련 자료, 폭력 및 폭력적인 행위,
http://www.car-accidents.com
유혈이 포함된 참혹한 사진(예: 부검 사진, 범죄 현장, 범죄 http://www.crime-scene-photos.com
및 사고 희생자 사진, 과도하게 선정적인 자료), 충격적인
웹사이트가 해당됩니다.

패션

fash

1076

의상과 패션, 미용실, 화장품, 액세서리, 보석, 향수, 성형
관련 사진 및 텍스트, 문신 및 피어싱, 모델 에이전시가
해당됩니다. 피부과 제품은 "건강 및 영양"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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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staurantrow.com

http://www.fashion.net
http://www.findabeautysalon.com

페이지2/

범주

약어

코드

설명

URL 예

파일 전송 서비스

fts

1071

다운로드 서비스 및 호스팅된 파일 공유 제공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파일 전송 서비스입니다.

http://www.rapidshare.com

필터 회피

filt

1025

탐지 불가능한 익명 웹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로 여기에는 CGI, PHP, Glype 익명 프록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http://www.bypassschoolfilter.com

회계 실무 및 회계사, 과세, 세금, 은행업무, 보험, 투자,
국가 경제, 모든 유형의 보험과 관련된 개인 금융,
신용카드, 퇴직 및 부동산 계획, 융자, 모기지 등의 재무
정보가 주로 해당됩니다. 증권 및 주식은 "온라인 거래"로
분류됩니다.

http://www.finance.yahoo.com

무료 및 셰어웨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http://www.freewarehome.com

금융

fnnc

프리웨어 및
셰어웨어

free

도박

gamb

게임

정부 및 법률

1015

1068

http://www.filterbypass.com

http://www.bankofamerica.com

http://www.shareware.com

game

gov

1049

1007

1011

카지노 및 온라인 도박, 마권업자 및 승률, 도박 정보, 도박
경주, 스포츠 예약, 스포츠 도박, 증권 및 주식 스프레드
베팅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도박 중독을 다루는
웹사이트는 "건강 및 영양"으로 분류됩니다. 정부 운영
복권은 "복권"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888.com

다양한 카드 게임, 보드 게임, 단어 게임, 비디오 게임,
전투 게임, 스포츠 게임,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 게임 평가,
치트시트,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게임(예: 롤플레잉
게임)이 해당됩니다.

http://www.games.com

정부 웹사이트, 외교 문제, 정부/선거 관련 소식 및 정보,
법조계 관련 정보(예: 변호사, 로펌, 법률 공포, 법률 참조
자료, 법원, 사건 일람표, 법률 협회), 법령 및 법원 판결,
시민권 문제, 이민, 특허 및 저작권, 법 집행 및 교정 제도
관련 정보, 범죄 보고, 법 집행, 범죄 통계, 군사 정보(예:
군대, 군사 기지, 군사 조직), 대테러 관련 내용이
해당됩니다.

http://www.usa.gov

http://www.gambling.com

http://www.shockwave.com

http://www.law.com

해킹

hack

1050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모의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hackthissite.org

혐오 발언

hate

1016

사회 계층, 피부색, 종교, 성적 성향, 장애, 계급, 민족,
국적, 연령, 성별,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증오나 편견 또는
차별을 부추기는 웹사이트 그리고 인종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신학, 인종차별 음악, 신나치주의 조직,
백인우월주의, 홀로코스트 부인론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http://www.kkk.com

보건, 질병 및 장애, 의료 서비스, 병원, 의사, 의약품, 정신
건강, 정신 의학, 약리학, 운동 및 피트니스, 신체장애,
비타민 및 보충제, 성 건강(질병 및 보건),
흡연/음주/마약/도박 건강(질병 및 보건), 일반적인 식품
정보, 식음료, 요리 및 조리법, 식품 및 영양, 건강,
다이어트, 요리(조리법 및 조리 웹사이트 포함), 대체
의학이 해당됩니다.

http://www.health.com

농담, 촌극, 코미디 및 기타 재미있는 콘텐츠입니다.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인 유머는 "성인"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humor.com

건강 및 영양

유머

hlth

lol

1009

1079

http://www.gohacking.com

http://www.nazi.org

http://www.webmd.com

http://www.jokes.com

사냥

hunt

1098

전문 사냥 또는 스포츠 사냥, 총기 클럽 및 기타 사냥 관련
사이트입니다.

http://africanskyhunting.co.za

불법 행위

ilac

1022

도난, 사기, 전화망 불법 액세스, 컴퓨터 바이러스, 테러,
폭탄, 무정부 상태 등의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 살인과
자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 웹사이트 등이 해당됩니다.

http://www.ekra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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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sendit.com

http://gillsprimitivearchery.com

http://www.thedisease.net

페이지3/

범주

약어

코드

설명

URL 예

불법 다운로드

ildl

1084

저작권 계약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타 자료, 시리얼 번호, 키
생성기 및 도구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토렌트는 "피어 파일 전송"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keygenguru.com

환각제, 마약 용품, 마약 구매 및 제조에 대한 정보입니다.

http://www.cocaine.org

불법 약물

drug

1047

http://www.zcrack.com

http://www.hightimes.com
인프라 및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infr

인터넷 전화

voip

1018

1067

콘텐츠 전달 인프라 및 동적으로 생성된 콘텐츠로, 현재
안전하거나 분류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웹사이트가 해당됩니다.

http://www.akamai.net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http://www.evaphone.com

http://www.webstat.net

http://www.skype.com
채용 정보 검색

job

1004

경력 조언,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직무 적성 서비스,
일자리 데이터뱅크, 상근직 및 임시직 에이전시, 고용업체
웹사이트가 해당됩니다.

http://www.careerbuilder.com

http://www.swimsuits.com

란제리 및 수영복

ling

1031

주로 모델이 등장하는 속옷 및 수영복 콘텐츠입니다.

복권

lotr

1034

로또, 시합 및 정부에서 주관하는 복권 사업입니다.

http://www.monster.com

http://www.victoriassecret.com
http://www.calottery.com
http://www.flalottery.com
군대
휴대 전화

자연

mil

cell

natr

1099

1070

1013

군대, 군사, 군사 기지, 군사 조직, 대테러 활동이
해당됩니다.

http://goarmy.com

SMS(문자 메시지 서비스), 전화 연결음 및 휴대 전화
다운로드가 해당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 웹사이트는
"비즈니스 및 산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http://www.cbfsms.com

천연 자원, 생태계 및 보존, 삼림, 황야, 식물, 화훼, 삼림
보존, 삼림, 황야, 임업 실무, 삼림 관리(재조림, 삼림 보호,
보존, 수확, 삼림 실태, 간벌, 계획 산불), 농업 실무(농업,
조원, 원예, 조경, 이식, 잡초 방제, 관개, 가지치기, 수확),
오염 문제(대기 청정도, 유해 폐기물, 오염 방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용수 품질, 환경 정화 산업), 동물, 애완동물,
가축, 동물학, 생물학, 식물학이 해당됩니다.

http://www.enature.com

http://www.zedge.net

http://www.nature.org

뉴스

news

1058

뉴스, 헤드라인, 신문, TV 방송국, 잡지, 날씨, 기상 상태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http://www.cnn.com

비정부 기구

ngo

1087

클럽, 압력 단체, 커뮤니티, 비영리 조직, 노동조합 같은
비정부 기구가 해당됩니다.

http://www.panda.org

예술적 노출

nsn

1060

나체주의 및 나체, 자연주의, 나체주의자 캠프, 예술적
누드가 해당됩니다.

http://www.artenuda.com

동호회 단체, 특수한 관심사를 공유한 그룹, 웹 뉴스그룹,
게시판이 해당됩니다. "전문 네트워킹" 또는 "소셜
네트워킹"으로 분류된 웹사이트는 제외합니다.

http://www.igda.org

온라인 커뮤니티

comm

1024

news.bbc.co.uk

http://www.unions.org

http://www.naturistsociety.com

http://www.ieee.org

온라인 회의

meet

1100

온라인 회의, 데스크톱 공유, 원격 액세스 및 다중 위치
협업을 지원하는 기타 툴이 해당됩니다.

http://webex.com

온라인 스토리지
및 백업

osb

1066

백업, 공유, 호스팅을 지원하는 오프사이트 및 P2P(Peerto-peer) 스토리지입니다.

http://www.adrive.com

온라인 거래

trad

온라인 중개, 사용자가 온라인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함께 주식 시장,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중개업자, 주식 분석 및 해석, 주식 선별, 주식 차트, IPO,
주식 분할과 관련된 정보가 해당됩니다. 증권 및 주식에
대한 스프레드 베팅 서비스는 "도박"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금융 서비스는 “금융”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tdameritrade.com

비즈니스 이메일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웹사이트입니다(종종 Outlook Web Access를 통해 실행).

-

조직 이메일

pem

1028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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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f.mod.uk

http://gotomeeting.com

http://www.dropbox.com

http://www.scottrade.com

페이지4/

범주

약어

코드

설명

URL 예

초자연적 현상

prnm

1101

UFO, 귀신, 미확인 동물, 염력, 도시 전설 및 신화가
해당됩니다.

http://phantomsandmonsters.com

파킹된 도메인

park

1092

광고 네트워크의 유료 리스팅을 사용하는 도메인의
트래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고자 하는 "도메인 선점자"가
소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유료
광고 링크를 반환하는 허위 검색 웹사이트도 포함됩니다.

http://www.domainzaar.com

P2P(Peer-to-Peer) 파일 전송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파일 전송을 자체적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http://www.bittorrent.com

개인에 대한 웹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서버, 개인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 특정한 주제가 없는 개인
블로그가 해당됩니다.

http://www.karymullis.com

VPN(Virtual Private Network) 사이트 또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의 툴로써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http://bartvpn.com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의 저장 및 검색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flickr.com

정치인, 정당, 정치/선거/민주주의/투표에 대한 뉴스 및
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입니다.

http://www.politics.com

노골적인 성적 표현 또는 묘사가 수반됩니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애니메이션 및 만화, 전반적으로 노골적인 묘사,
기타 페티시 자료, 노골적인 채팅방, 성관계 시뮬레이터,
스트립 포커, 성인 영화, 외설적인 작품, 노골적인 표현이
포함된 웹 기반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http://www.redtube.com

경력 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이
해당됩니다. "소셜 네트워킹" 항목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linkedin.com

부동산, 사무실 및 상업용 공간, 부동산 리스트(예: 임대
시설, 아파트, 주택, 가옥) 검색을 지원하는 정보입니다.

http://www.realtor.com

피어 파일 전송

개인 사이트

개인 VPN

p2p

pers

pvpn

사진 검색 및
이미지

img

정치

pol

음란물

전문 네트워킹
부동산

porn

pnet

rest

1056

1081

1102

1090

1083

1054

1089

1045

http://www.parked.com

http://www.limewire.com

http://www.stallman.org

http://hotspotshield.com

http://www.photobucket.com

http://www.thisnation.com

http://www.youporn.com

http://www.europeanpwn.net

http://www.zillow.com

참조

ref

1017

시/도 가이드, 지도, 역사, 참조자료 출처, 사전,
라이브러리가 해당됩니다.

http://www.wikipedia.org

종교

rel

1086

종교적 콘텐츠, 종교에 대한 정보, 종교 커뮤니티가
해당됩니다.

http://www.religionfacts.com

SaaS 및 B2B

saas

1080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 온라인 회의를 지원하는 웹
포털입니다.

http://www.netsuite.com

어린이의 액세스가 허용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입니다.

kids.discovery.com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항공우주, 전자, 공학,
수학, 기타 유사 학문, 우주 탐사, 기상학, 지리학, 환경학,
에너지학(화석연료, 핵연료, 재생연료), 통신학(전화,
통신) 등이 포함됩니다.

http://www.physorg.com

검색 엔진 및 인터넷의 정보에 처음 액세스하는 기타
지점입니다.

http://www.bing.com

성, 성 건강, 피임, 임신에 대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웹사이트입니다.

http://www.avert.org

어린이 안전
과학 및 기술

검색 엔진 및 포털
성교육

kids

sci

srch

sxed

1057

1012

1020

1052

http://www.yellowpages.com

http://www.religioustolerance.org

http://www.salesforce.com

http://www.nickjr.com

http://www.science.gov

http://www.google.com

http://www.scarleteen.com

쇼핑

shop

1005

물물교환, 온라인 구매, 쿠폰 및 무료 서비스, 일반적인
사무용품, 온라인 카탈로그, 온라인 몰이 해당됩니다.

http://www.amazon.com

소셜 네트워킹

snet

1069

소셜 네트워킹이 해당됩니다. "전문 네트워킹" 항목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facebook.com

사회과학

socs

1014

사회, 고고학, 인류학, 문화 연구, 역사, 언어, 지리, 철학,
심리학, 여성학 연구와 관련된 과학 및 사학입니다.

http://www.archaeology.org

가족 및 관계, 민족, 사회 조직, 계보학, 노인, 보육이
해당됩니다.

http://www.childcare.gov

사회 및 문화

scty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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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yptozoology.com

http://www.shopping.com

http://www.twitter.com

http://www.anthropology.net

http://www.familysearch.org

페이지5/

범주

약어

코드

설명

URL 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swup

1053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업데이트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입니다.

http://www.softwarepatch.com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sprt

1008

모든 스포츠, 전문가와 아마추어, 레크리에이션 활동,
낚시, 판타지 스포츠, 공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테마파크,
동물원, 아쿠아리움, 스파가 해당됩니다.

http://www.espn.com

스트리밍 오디오

aud

1073

인터넷 라디오 및 오디오 피드를 비롯한 실시간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http://www.live-radio.net

스트리밍 비디오

vid

1072

인터넷 TV, 웹 캐스트, 비디오 공유를 비롯한 실시간
스트리밍 비디오입니다.

http://www.hulu.com

담배

tob

1078

애연가 웹사이트, 담배 제조사, 파이프 및 흡연 제품(불법
약물 흡입을 위한 제품이 아님)이 해당됩니다.

http://www.bat.com

개인 운송 수단,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정보, 신형 및
중고 자동차/오토바이 구매 정보, 자동차 동호회,
보트/항공기/RV(레크리에이션용 차량) 및 기타 유사
제품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경주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cars.com

출장 및 개인 여행, 여행 정보, 여행 자료, 여행사, 휴가
패키지, 크루즈, 숙소 및 숙박시설, 여행 교통수단, 항공권
예약, 항공료, 자동차 렌트, 별장이 해당됩니다.

http://www.expedia.com

운송

여행

trns

trvl

1044

1046

http://www.versiontracker.com

http://www.recreation.gov

http://www.shoutcast.com

http://www.youtube.com

http://www.tobacco.org

http://www.motorcycles.com

http://www.lonelyplanet.com

분류되지 않음

-

-

Cisco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웹사이트는 보고를 위해
미분류로 기록됩니다. 잘못 입력된 URL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기

weap

1036

총포상, 총기 경매, 총기 분류 광고, 총 부속품, 총기류
전시회, 총기 교육, 총기 관련 일반 정보 등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해당되며,
여기에는 기타 무기류 및 사냥 지역 그래픽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군사 웹사이트는 "정부 및 법률"로
분류됩니다.

http://www.coldsteel.com

웹사이트 호스팅, 대역폭 서비스입니다.

http://www.bluehost.com

웹 호스팅

whst

1037

http://www.gunbroker.com

http://www.godaddy.com
웹페이지 번역

tran

1063

웹 페이지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웹 기반 이메일

mail

1038

공용 웹 기반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소속 회사
또는 조직의 이메일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조직 이메일"로 분류됩니다.

babelfish.yahoo.com
translate.google.com
mail.yahoo.com
http://www.hotmail.com

참고: Web Usage Controls에서 사용되는 범주 및 사이트 분류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로 든 URL은
단순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Cisco를 선택해야 할까요?
Cisco에서는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네트워크 사용 현황을 제어하고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하며 브랜드를
보호하고 평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족스럽고 성과 높은 사용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직의
정책 무결성을 보장하려면 웹을 비롯한 모든 통신 채널 전반에 걸쳐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Cisco는 이 중요한 기능을 위해 배포가 간편하며 간소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Capital
시스코 금융 지원 솔루션
Cisco Capital®이 목표 달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고객의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성장을 가속화하십시오. 투자 및 ROI를 최적화하십시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적인 서드파티 장비 도입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해진 일자에 비용 결제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Cisco Capital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 사이트에서
알아보십시오.
© 2017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Cisco 외부 공개용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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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Cisco 세일즈 담당자, 채널 파트너 및 시스템 엔지니어는 Cisco 제품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이면서 더욱
관리하기 쉬운 기업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귀사와 함께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최고의 제품이 귀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전화 866 428-9596(미국 또는 캐나다)으로 문의하시거나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web-security-appliance/index.html 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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