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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ervices for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는 시스코 자가 방어 네트워크(Self-Defending Network) 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Cisco Services for IPS는 시기 적절한 정보, 시그니쳐 파일 업데이트 및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Cisco IPS 솔루

션이 위협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악성 트래픽이나 피해 유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식별, 분류 및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보안은 인텔리전트 정보 네트워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네트워크 운 에서 개별 장비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어디에나 보안 기능을 구현해

야 합니다. 통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SDN(Self-Defending Network)을 구축할 수 있으며 위협에 처하고 감염된 장비가 네트워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네트워크는 바이러스, 웜 및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될 것이며,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키고 민감한 데이터의 무결성과 개인 정보를 손상시키고 비즈

니스의 지속성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

한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이와 동시에 합법적인 트래픽

은 정상적으로 전달하는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위해서는 Cisco Services for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와 같은 기술 지원 서비스에 인텔리전트 제품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보안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장된 광범위한 시그니쳐 파일 라이센스는 악성 트래픽이나

불법 트래픽 그리고 네트워크 악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Cisco Services

for IPS에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IPS 솔루션이 최신 정보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시그니쳐 파일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협의 특성은 끊

임없이 변화하므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Cisco Services for IPS의 보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Cisco IPS 솔루션 및 Cisco Services for IPS가 더불어 SDN(Self-Defending Network) 인프라의 구성요소를 이룹니다. Cisco IPS는 알려진

네트워크 위협을 차단합니다. Cisco Services for IPS는 네트워크를 추가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IPS 솔루션과 시그

니쳐 파일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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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인 Cisco Services for IPS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 운 체제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네트워킹 전문가로부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보안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들 전문가 중 상당수는 고급 기술 지식과 Cisco CCIE� 또

는 Cisco CC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또한 최신 IPS 시그니쳐 파일 및 정책에 한 정보를 알려주며 또한 네트워크나

비즈니스 자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 바이러스, 웜 및 기타 위협에 해 경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 지원 및 도움이 모두 연중무휴로 제공되므로 네트워크가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일관성 있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

운 악성 공격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Cisco Services for IPS는 네트워크와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잠재적인 위협의 수와 그 향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산성, 네트워크 가용성 및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켜줍니다. 

● 웜, 바이러스 및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위협이 발생 시 조기에 경보를

발생하고 신속하게 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알림으로써 위험을 줄여줍니다.

● 위협을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중단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없애줍니다.

● SDN(Self-Defending Network)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보안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와 이에 연결된 자산의 전반적인 보안을 향상시켜주고 비즈니스, 

직원 및 고객의 민감한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해줍니다.

● 공격이 발생한 후에 네트워크 가용성과 복구 시간을 향상시켜서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계획된 보안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여줍니다.

● 연중무휴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직원의 생산성과 비즈니스의 효율을 개선하여 총소유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증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 알림

최신 시그니쳐에 한 경보 및 전자메일 메시지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옵션 기능입니다.

시그니쳐 파일 정보

네트워크 바이러스 차단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시그니쳐 파일과

시그니쳐 파일 기반 네트워크 레이어 보호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운 체제 릴리스

다음과 같은 침입 방지 운 체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릴리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패치

● 서비스 팩

● 마이너 업데이트(5.0 - 5.1)

● 메이저 업데이트(5.0 - 6.0)

Cisco.com 지원 툴 및 애플리케이션

Cisco.com의 기술 지원 툴과 애플리케이션에 정식 액세스합니다.

기술 지원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의 보안 엔지니어에 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고급 하드웨어 교체

하드웨어 부품 고장 시에 다음과 같은 고급 교체 옵션을 제공합니다.

● 다음 업일

● 당일 업일

● 당일 업일 4시간 이내

● 당일 업일 2시간 이내

작업 및 제공 기능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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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정보

Cisco Services for IPS는 전세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문

Cisco Services for IPS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시스코 공인 리셀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시스코 시스템즈는 비즈니스의 중단을 막아주는 광범위한 종류의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sco Services for IPS는 수많은 위협으로

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며 공격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우터와 스위치에 IPS 기술을 사용하든 시스

코 보안 장비가 제공하는 오버레이 보호 기능을 사용하든 간에 시스코는 네트워크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위협 방어 장

비를 제공합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 또는 시스코 Advanced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Services for IPS에 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cisco.com/CustAdv/services/cbr/ips/를 방문, 또는 시스코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

하거나 IPS-svc-mktg@cisco.com으로 전자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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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파트너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ㄜ인네트 02-3451-53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800 �ㄜ콤텍 시스템 02-3289-0114 �쌍용정보통신ㄜ 02-2262-8114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400 �ㄜ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ㄜ 02-3787-6000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0114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SK 씨앤씨ㄜ 02-2196-7114/8114

■ Silver 파트너 �포스데이타ㄜ 031-779-2114 

■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ㄜ아이넷뱅크 02-3400-7490 �ㄜSK 네트웍스 02-3788-3673

■ IPT 전문 파트너 �인네트 02-3451-5300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ㄜ크리스넷 1566-3827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ㄜ링네트 02-6675-1216

■ IPCC 전문 파트너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114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4272 �GS 네오텍 02-2630-5280

�ㄜ인성정보 02-3400-7000 �삼성네트웍스ㄜ 02-3415-6754

■ WLAN 전문 파트너 �ㄜ에어키 02-584-3717 �ㄜ해창시스템 031-389-0780

■ Security 전문 파트너 �나래시스템 02-2190-5533 �인포섹ㄜ 02-2104-5114 �코코넛 02-6007-0133

�UNNET Systems 02-565-7034

■ Optical 전문 파트너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미리넷ㄜ 02-2142-2800

■ CN 전문 파트너 �ㄜ메버릭시스템 02-845-4280

■ Storage 전문 파트너 �ㄜ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매크로임팩트 02-3446-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