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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pearPro v2.0

업계최초의 DDoS 대응능력검증솔루션

DDoS/Botnet에의한사이버테러예방



업계최초의 DDoS 대응능력검증젂문솔루션

DDoS/Botnet에의한사이버테러예방

 …

 2009년 7월 한국, 미국의 주요기관 및 보안회사, 

금융기관이 DDoS 공격을 받음(77 DDoS 대란) 

 2009년 2월 Russia Kyrgyzstan 2개 ISP 마비

미 공굮기지 이메일에도 영향

 2008년 8월 영토분쟁 중인 Russia Georgia 정부의

주요 기관 DDoS 공격

 2008년 6월 중국해커가 미국 국방부 DDoS공격

 2008년 4월 Biełaruś 정부의 미국 의회 지지의 RFE  

공격

 2007년 5월 Estonia 정부, 국회, 기업, 은행, 정당, 

싞문사 3주갂 마비

 2007년 2월 Root DNS 서버 DDoS 공격

(12시갂 영향)

 2005 ~      금품 갈취성 DDoS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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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공격은급속한증가추세
공격규모나빈도또한증가추세
사이버테러및사이버젂쟁증가

다양한 DDoS 공격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77 DDoS와 같은
대규모 botnet을 이용한

DDoS 공격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다양한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의 각종 DDoS 공격에

의한 영향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형화된 트래픽 생성

- 예측 가능 트래픽

 고가격

 제한적인 DDoS 테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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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대응능력검증의어려움

DDoS 공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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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이상의 DDoS 공격 및 각종 혼합공격 생성 및 검증

대규모 DDoS Botnet 시뮬레이션을 통한 77 DDoS 검증

공격의 종류/강도에 따른 네트워크/보안 장비 영향도 평가

 저비용, 고효율의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DDoS 대응 능력 및 DDoS 위험 관리 능력 평가

 각종 시나리오 기반의 DDoS 공격에 따른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영향 분석(BIA)

 77 DDoS와 같은 대규모 Botnet에 의한 DDoS 대응 능력 개선 및 사업연속성 계획 수립 지원

 각종 Anti-DDoS 장비의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실제 DDoS 공격 방어 능력 평가

 All-in-One DDoS 테스트 및 방어 능력 평가 및 영향모니터링

 2.5년에 걸친 다양한 고객 환경 및 상용 Anti-DDoS 장비에 의해 검증된 솔루션

NetSpear 특장점

NetSpear Benefits

References

• 국공립 연구소 : 3 , 지방자치단체 : 1, ISP : 1, 공공기관 사이버안젂센터 : 1

다수 프로젝트 진행 중

업계최초의 DDoS 대응능력검증젂문솔루션

DDoS/Botnet에의한사이버테러예방

Product Lines

• NetSpear Pro NSP-1000      :  1 Gbps

• NetSpear Pro NSP-4000      :  4 Gbps

• NetSpear Pro NSP-10000    : 10 Gbps

• NetSpear Pro Software       : 1, 4, 10 Gbps 

• NetSpear Pro Audit Service : 1, 4, 10 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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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판매문의

(주)씨큐비스타

TEL: 031-621-0235~0236

FAX: 031-621-02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 II C-326 (46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