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단 하나의 솔루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가장 최적화된 보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astronsec.com



ASTRON-CWS는 클라우드 API 연동과 에이전트 기반으로 정밀한 보안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멀티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유일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ASTRON-CWS를 통해 클라우드 워크로드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환경 구현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의 핵심 요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가장 최적화된 보안솔루션 제공

클라우드 보안 통합 위험 관리 솔루션

정밀한 워크로드 보안 구현

클라우드 사업자의 API 연동과 자체 보안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한 정밀한 보안 감시

통합화된 보안 운영 환경 제공

하나의 보안 플랫폼을 통해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등 하이브리드 지원

보안 운영 편의성 극대화

GUI환경의 UI/UX를 통해 통합 대시보드
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확실한 시각화

· 클라우드 변동 감시 · 계정 감시

· 취약점 진단 및 감시

· 네이티브 방화벽 관리 및 제어

· 보안 토폴로지

생성, 삭제, 변경 내역 감시
오토스케일링 변화 감시
설정 정보 검사

계정 관리, 변화 감시, 행위추적

취약점 진단/실시간 탐지

방화벽 변화 관리, 정책 변화 감시
정책 중복/오류 감지
글로벌 정책, 편집 및 적용, 템플릿

환경 및 자산 감시

· 시스템 계정 감시

· 자산 및 어플리케이션 감시

· 위·변조, 파일 변경 감시

· 자원 및 상태 감시

· 시스템 로그, 방화벽 로그 감시

· 호스트 방화벽 관리 및 제어

에이전트를 통한 보안

· 6가지 핵심 감시기능을 통한 

  시나리오 기반 탐지

· AI 기반으로 탐지

실시간 이상행위 탐지

API 연동을 통한 보안

                                      는 클라우드 자산 식별 및 시각화, 클라우드 취약점에 대한 탐지,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과 같은
클라우드 보안에 가장 필요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기본이 되는 워크로드 보안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API 보안 에이전트

API 연동 모듈 수집 데몬

보안 토폴로지 보고서 생성

통합 관리 시각화 운영 현황DB 멀티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연결하며, 탁월한 시각화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장점

Technology 4

컨테이너 보안

취약점, 이미지  무결성
자원 사용량, 변화량 감시

Technology 8

컴플라이언스 지원

컴플라이언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공공, 금융, 
민간 분야의 각종 컴플라이언스 적용 지원

Technology 3

호스트 보안

계정, 어플리케이션, 무결성, 
상태 감시

Technology 7

AI 기반 이상 행위 탐지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실시간 
이상 행위 탐지 및 자동 대응

Technology 1

멀티 클라우드 자동 연동

클라우드의 API 연동 통한 설정값 등 
다양한 정보 실시간 자동 파악

Technology 5

네트워크 보안

네이티브 방화벽, 호스트 방화벽을 관리 및 
통제하고 시각화하여 네트워크 보안 제공

Technology 2

취약점 진단 및 감시

국내·외 Public 및 Private 클라우드와 
연동해 취약점 진단/실시간 탐지

Technology 6

보안 토폴로지 및 시각화

보안 토폴로지를 즉시 자동 생성, 보안에 
필요한 필수 정보 및 연결 정보 등을 시각화



지원환경

매니저 권장 스펙

CPU : 4C 이상
MEM : 16GB 이상
가상서버, 물리서버 모두 가능
보안 관리서버 수량에 따라 변경 가능

Windows 7, 10
Windows Server 2008R2, 2012, 2012R2, 2016, 2019
CentOS 7, 8, Redhat 7, 8, Ubuntu 16, 18, Amazon 
Linux 2, Oracle Linux 7

* Upgrade를 위해 예고없이 스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설치 OS

구성도

TEL 02-6930-5920 FAX 02-6716-8141 EMAIL biz@astron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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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프라이빗 클라우드

* 지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