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WAF 보안 관제 서비스

보안 그이상의 믿음

AWS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보안 관제 서비스
Overview
AWS WAF 서비스는 웹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보안 규칙 생성, 배포 및 유지보수 자동화 등에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Self-Operation 개념의 AWS WAF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 위협에 대한 빠른 인지 및 대응, 체계적인 보고 체계 등
다양한 운영/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SK인포섹은 AWS Advanced Technology Partner로서 AWS 환경에서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AWS WAF 서비스 고객을
위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WS WAF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보안에 대한 운영, 관리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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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SK인포섹 AWS WAF 보안 관제 서비스는 국내 1위 보안관제 서비스 사업자로 검증된 클라우드 보안 관제 플랫폼 및 글로벌
수준의 보안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및 탐지, 알림 등 AWS WAF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WS WAF 모니터링 전용 대시보드

AWS WAF 이벤트 알림

- AWS WAF 실시간 모니터링
- 사이버 위협 현황에 대한 가시성 확보
- Event 통합 View 및 상세 내역 확인

- 이벤트 발생 시 상세 내용 자동 이메일 알림
- Amazon SNS 설정 없이 지원 가능

AWS WAF 로그 관리
- Dashboard에서 최근 24시간 동향 정보 확인
- AWS WAF 로그 장기(최소 3개월) 보관/조회
- 기존 AWS WAF Console 대비 편의성 향상

월간 리포트 발행
- 이벤트 발생 내역 리포트 제공
- 내·외부 보안감사 대비로 활용

AWS WAF Rule 컨설팅/개발(지원 예정)
- 고객사 운영 환경에 적합한 WAF Rule 컨설팅
- AWS WAF Rule 개발/적용

SK infosec’s AWS WAF Dashboard

특장점
국내 1위 보안 관제 서비스

3rd Party 관리형 규칙 지원

AWS WAF 서비스 대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글로벌 벤더의 AWS WAF용 *관리형 규칙 연계 지원으로

제공합니다. 보안 위협 예방 활동과 함께 보안 이슈 발생 시

자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관제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 고객사 별도 구매 필요, AWS 홈페이지 참고 )

있습니다.

3rd Party WAF 관제 서비스 대비 합리적 비용

AWS Advanced Technology Partner

운영 예산과 보안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고객사가

AWS Advance Technology Partner로서 AWS 클라우드 기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보안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보안 관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로 구성하여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 도입 부담을

최상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줄였습니다.

Standard

Advanced

Consulting
Partner

Technology
Partner

The AWS APN logos are available for Partners that are
standard tier and above. These logos allow you to
showcase your program level, knowledge, and competencies
related to the AWS platform and technology. We recommend
using these badges on your web site and business card.
You can build your own logo in the APN logo builder on
the APN portal.

Tel. 02-6361-9224 | www.skinfosec.com | awswaf@sk.com

The
This
arch
Part
asso
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