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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및 SecureLogix 와 함께 BT 파트너는 
고객이 단일 통합 솔루션을 통해 음성 및 
데이터 위협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과제 
170개가 넘는 국가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BT는 
유선 전화 서비스 , 광대역 , 모바일 및 TV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 기업 고객 , 공공 
부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BT Global Services 는 이 기업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4 개 사업체 중 하나로 , 대기업 및 공공 부문 고객들에게 관리되는 네트워크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핵티비즘”( 정치적 목적의 해킹 행위 ) 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여러 BT 고객을 
위해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 BT Global Services 의 비즈니스 연속성 , 보안 및 
거버넌스 글로벌 책임자인 Jeff Schmidt 에 따르면 “해커의 공격을 받은 기업 중 98% 가 
다이얼 방식의 사기로부터도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해커들이 이 사기 방법을 이용하여 
활동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실제로 전 세계 통신 사기 피해는 매년 400 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T 는 상황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성 및 데이터 위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능적인 시각적 데이터 분석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 
솔루션은 네트워크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고 기준을 정한 후에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이러한 이상 상황을 시각적으로 매핑함으로써 
BT 는 대량의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위협을 식별하고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통신사로서 최초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제공 

• 고객 이름: BT
• 업종: 통신

• 위치: 영국 런던

• 직원 수: 92,600명

과제

• 엔터프라이즈 음성 네트워크의 
보안 개선

•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총괄적인 
관점 부재

• 음성 네트워크를 보호함으로써 
데이터 보안 강화

솔루션

• 음성 및 데이터 위협을 식별하고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도구인 BT Assure Analytics 
클라우드 서비스

• 단일 플랫폼에서 음성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 그리고 
파트너가 TDM 또는 SIP 트렁킹에 
관계없이 음성 트래픽에 대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Cisco UC Gateway Services 
API

• SecureLogix 음성 정책 및 보안 
애플리케이션

전체 요약

1 CFCA(Communications Fraud Control Association) Telecom 2011년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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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 의 팀은 내부적으로 , 그리고 외부적으로 대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엔진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 엔진의 목적은 당시 데이터 보안 서비스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BT Assure Threat Monitoring Service 를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안 , 데이터 및 음성 분야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 그래서 이 회사는 파트너인 SecureLogix 와 Cisco 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솔루션
자사 음성 정책 및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Cisco 음성 게이트웨이와 통합함으로써 
SecureLogix 는 Cisco® UC Gateway Services API 를 활용하는 최초의 Cisco 기술 개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 Cisco UC Gateway Services API 는 Cisco ISR G2(Integrated 
Services Router Generation 2) 에서 지원되는 웹 기반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로 , SIP 트렁크의 경우에는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TDM(Time-Division Multiplexing) 트렁크의 경우에는 Cisco TDM Gateway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SecureLogix 와 Cisco 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BT 는 SIP 기반이든 , TDM 기반이든 데이터 
및 음성에 완전하게 액세스하여 Cisco ISR G2 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ecureLogix 의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인 Joe O’Donnell 에 따르면 “Cisco UC Gateway 
Services API 는 실시간으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 과거에는 이로 인해 고객들이 
전용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 이제는 API 를 Cisco ISR G2 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어디서나 고객의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 
Cisco 와 SecureLogix 는 서비스 공급자 및 대기업이 음성 네트워크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가시성 및 제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chmidt 는 “Cisco 와 SecureLogix 를 통해 BT 는 이제 TDM 및 SIP 트렁킹을 포함하며 
Cisco ISR G2 라는 단일 플랫폼에 통합된 업계 최초의 데이터 및 음성 겸용 전사적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더불어 우리는 공급업체나 통신사가 아닌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 세트를 결정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따라서 해당사의 고객이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 자사의 에지 전송 서비스에 BT 가 아닌 다른 어떤 
통신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BT 는 이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얕고 느린 (low and slow)” 
공격으로 알려진 위협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Schmidt 는 덧붙입니다 . “이러한 
공격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그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라고 
Schmidt 는 말합니다 . “하지만 Cisco 및 SecureLogix 솔루션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이상 상황과 변동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후의 워크플로는 고객에게 무언가를 
살펴보고 교정해야 함을 알리는 티케팅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 

이제 음성 및 데이터에 대한 위협을 전역적으로 식별하는 BT Assure Analytics 는 Cisco 
ISR G2 에서 실행되는 서버 블레이드인 Cisco UCS® Express 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 
“Cisco ISR G2 에서 Cisco UCS Express 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SecureLogix 및 BT 의 
주요 인프라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융합 컴퓨팅 및 네트워킹 플랫폼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O’Donnell 은 말합니다 . “덕분에 BT 는 자사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업무 환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단일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

결과

• 전 세계 대기업 고객에게 단일 음성 
및 데이터 보안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최초의 공급업체로서 
경쟁력 확보

• 모든 서비스 공급자의 SIP 또는 TDM 
전송 서비스에서 작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제공 

• 대기업 고객이 음성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안 문제 해결 시간을 몇 
주에서 몇 분으로 단축 

전체 요약(계속)

“이제 우리는 서비스 
공급자에 관계없이 , 
그리고 TDM 또는 SIP 
트렁킹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전사적 음성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가시성과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Jeff Schmidt
비즈니스 연속성 , 보안 및 
거버넌스 , 글로벌 책임자 
BT Global Services



결과
BT 는 이제 단일 음성 및 데이터 보안 뷰를 제공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서비스 공급자로서 
통신업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chmidt 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서비스 공급자에 관계없이 , 그리고 TDM 또는 SIP 트렁킹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데이터 보안 외에 전사적 음성 보안까지 제공합니다 " 라며 “고객이 
사내에서 보유하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가시성과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Cisco 및 SecureLogix 기술을 통해 BT, 그리고 BT Assure Analytics 엔진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미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 “해결하는 데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었던 음성 문제를 이제 몇 분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라고 Schmidt 는 말합니다 .

BT 의 새로운 보안 서비스가 여러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표는 사이버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Schmidt 는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라며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파괴력도 엄청납니다 . 우리는 BT, Cisco, 
SecureLogix 가 대기업 고객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믿습니다 .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보안까지도 표준화하여 IT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 BT Global Services 는 음성 및 데이터 환경에서 더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BT Assure Analytics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 Schmidt 는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파트너인 Cisco 및 
SecureLogix 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Cisco 인프라 구성 요소로부터 필요한 유형의 
알림 및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추가 정보
Cisco UC Gateway Services API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http://developer.cisco.com/web/gsapi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cisco.com/go/cube  
Cisco Cloud Intelligent Network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cisco.com/en/US/netsol/ns1172/networking_solutions_solution_category.html  
Cisco ISR G2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cisco.com/go/isr  
Cisco UCS Express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cisco.com/go/ucse  
Cisco Cloud Connected Solution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cisco.com/go/cloudconnected  
SecureLogix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SecureLogix.com  
BT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www.b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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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 Gateway Services API 
•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 Cisco TDM Gateway
• Cisco UCS Express
• Cisco ISR G2(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 
• BT Assure Analytics
• SecureLogix 음성 정책 및 보안 
애플리케이션

제품 목록

BT Assure Analytics 가 전 세계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엔진은 BT 자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 도구는 원래 
BT 가 동 케이블 도난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 BT 는 이 분석 
엔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문에서의 
도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 그 결과 , 
Schmidt 는 “우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케이블 도난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며 “도난당한 케이블로 인한 
고객 가동 중단 시간을 방지함으로써 
브랜드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제 이 도구는 
전 세계 대기업이 음성 및 데이터 
사기와 도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른 보안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로도 확장되었습니다 .

기업을 뛰어 넘는 보호

http://developer.cisco.com/web/gsapi
http://www.cisco.com/go/cube
http://www.cisco.com/en/US/netsol/ns1172/networking_solutions_solution_category.html
http://www.cisco.com/go/isr
http://www.cisco.com/go/ucse
http://www.cisco.com/go/cloudconnected
http://www.SecureLogix.com
http://www.b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