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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stone CloudView

클라우드 기반 보안 관리 및 분석 플랫폼
Hillstone CloudView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관리 및 분석 플랫폼으로, Hillstone A 시리즈 및 E 시
리즈 차세대 방화벽 (NGFW), T 시리즈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iNGFW), S 시리즈 네트워크 침
입 방지 시스템(NIPS), I 시리즈 서버 침입 탐지 시스템(sBDS),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ADC), 및 Hillstone 가상 NGFW CloudEdge에 대해 SaaS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illstone
CloudView 서비스는 여러 장치에 대한 실시간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트래픽 및 보안 위협 분
석, 실시간 경보, 포괄적인 보고 및 로그 보관을 통해 보안 관리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되는 모바일 및
웹 액세스로 최적화된 보안 관리 및 운영 효율성과 함께 최적의 고객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앙 집중식 장치 모니터링

보안 위협 분석 및 경보

• 시스템/보안 위협 모니터링

• 보안 위협 및 이벤트 로그

• 장치 라이센스 상태 및 갱신

• 종합적인 보고서

• 클라우드 검사

• 실시간 메시지 및 경보

제품 주요 정보
실시간 시스템 및 트래픽 모니터링

심층적인 보안 위협 분석 및 모니터링

Hillstone CloudView는 폼 팩터(하드웨어 또는 가상 어플라이

전 세계 보안 위협 현황 정보와 보안 위협 이벤트 분석 및 모

없이, 지원되는 모든 Hillstone 장치의 상태와 트래픽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비정상 행위

언스) 또는 구축 모델(경계, 서버 전면 또는 클라우드)에 관계
한 곳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www.HillstoneNet.kr

니터링 세부 정보를 통해 고객은 간편하게 네트워크 상태를

나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
안 위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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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요 정보

(계속되는)

종합적인 로그 보관 및 보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액세스

클라우드 기반 로그 보관 기능은 유연한 가입 모드를 사용하

Hillstone CloudView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에 호스팅되

이 규제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감사를 수행할 수 있

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IOS 또는

여 장기간 로그를 보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고객
습니다. 사용자 정의 가능한 종합적인 보고 기능 또한 유연하
게 활용 가능하며 보안 위협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

록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 또는 상위 관리 팀에 보고할
때 유용합니다.

는 SaaS 서비스로서, 고객이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ndroid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최적의 사용자 환경에서 보다 유연

하게 물리적 제약 없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
장치 모니터링

• CPU, 메모리
• 모델, OS 버전, 시리즈 번호, IP 주소 등
• 라이센스 및 갱신 상태
• 이상 감지

트래픽 모니터링

• 업링크/다운링크 트래픽
• 세션
• 트래픽 기준 상위 10명의 사용자
• 트래픽 기준 상위 10개의 애플리케이션
• 인터페이스 트래픽
• 이상 감지

클라우드 검사

• CPU 리소스, 메모리 리소스, 전달 리소스, 하드웨
어 상태 및 운영 환경, 시그니처 라이브러리 및 라
이센스 검사
• 수동, 정기 또는 규칙 기반 검사(지능형 검사)
• 단일 장치 또는 복수 장치 동시 검사
• E 시리즈, S 시리즈, CloudEdge용
클라우드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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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분석

• 글로벌 보안 위협 모니터링: 좌표 분포, 보안 위협
이벤트 세부 정보 파악
• 보안 위협 분포 및 이름/유형/심각도/출발지
IP/목적지 IP/상태 별 순위 지정
• 중요 자산, 위험한 호스트 및 iNGFW
sBDS용 킬체인
• 위협 인텔리전스

메시지 및 경보

• 사용자 정의 가능한 알림 정책: CPU 사용량, 메모
리 사용량, 장치 트래픽 및 인터페이스 트래픽
• 알림 방법: 이메일, SM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트래픽, 세션, 인터페이스 상태, 장치 오프라인 등
을 포함한 복수 경보 규칙 지원

로그 보관

액세스

• 웹 액세스: cloudview.hillstonenet.com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OS 8.0 및 Android 4.4 이상

보고서

• 클라우드 기반 보고서 기능
• 디폴트 또는 사용자 정의 템플릿: 컨텐츠/장치/스
케쥴 등
• 온라인에서 PDF 형식으로 보기 또는 이메일로 전
송

MSSP 서비스 모델

• 다중 계층 관리자 권한 지원: 수퍼 관리자, 레벨 1
관리자 및 장치 소유자
• 관리자 통계: 장치 목록, 장치 검색, 사용자, 장치,
트래픽 상태 등

• 다양한 장지에 대한 중앙 집중식 로그 보관
• 최대 6개월에 이르는 로그 보관 용량
• 심각도 및 기간에 따른 로그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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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Comprehensive Log Retention and Reporting
Feature

Essential Edition

Professional Edition

Device Status Monitor

1 Week

3 Months

Traffic Monitor (1)

1 Week

3 Months

Report

1 Week

3 Months

Alarm

Yes

Yes

Log Retention (threat/event)

1 Week

6 Months

Threat Analysis

1 Week

3 Months

Threat Intelligence

Yes

Yes

Cloud Inspection

N/A

Yes

Support Platform

A-Series, E-Series, T-Series, CloudEdge, NIPS, sBDS, ADC

A-Series, E-Series, NIPS, CloudEdge

Subscription Mode

Free

Pay to subscribe

Professional Edition Models
Models

Description

CloudView Pro. 1000

CloudView Professional Edition subscription, applicable to E1100/E1600, S600/S1060/S1560, VM01

CloudView Pro. 2000

CloudView Professional Edition subscription, applicable to E1606/E1700/E2300, S2160/S2660, VM02 , A1000

CloudView Pro. 3000

CloudView Professional Edition subscription, applicable to E2800/E2860/E2868/E3662/E3668/S3560/S3860, VM04, A1100/
A2000/A2600

CloudView Pro. 5000

CloudView Professional Edition subscription, applicable to E3960/ E3965/E3968/E5168/E5260/ E5268/E5568/E5660/E5760/
E5960/E6160/E6168/E6360/E6368, S5560, A3000/A3600/A3700/A3800

참고:
(1) 현재 트래픽 모니터링은 A 시리즈 NGFW, E 시리즈 NGFW 및 CloudEdge에서만 지원됩니다.

Hillstone CloudView 애플리케이션 다
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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