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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Networks Overview

㈜클라우드네트웍스는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첫번째로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IT서비스와 열린 소통으로 고객의 만족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균

설립일

2012년 1월

사업분야

보안 및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컨설팅

자체 솔루션 보유

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매출액(2020년기준)

약 210억

인원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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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Security, Infra 분야의 솔루션 구축 및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최고의 전문가와 개발자들이 모여 IT서비스의 최정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한 ㈜클라우드네트웍스의 IT서비스는 고객만족과 가치 창출에 꾸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으로 최신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ud Networks Organization

㈜클라우드네트웍스는 경영지원부, 전략사업본부,  전략기술본부, 해외 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O

경영지원부

해외 지사

전략사업본부

전략기술본부

- 경영혁신팀

- 베트남 하노이 지사
- 미국 버지니아 지사

- 솔루션사업팀
- 인프라사업팀
- 빅데이터사업팀

- 빅데이터융합팀
- 솔루션기술개발팀
- IT 인프라기술팀
- 연구소(R&D)

재무, 회계, 인사

해외 지사

영업

솔루션 개발, 보안 및 네트워크
컨설팅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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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네트웍스는 경영지원부 , 전략사업본부 , 전략기술본부 , 해외 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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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네트웍스는 2012년 설립되어 각종 인증과 수상을 통해 기업과 제품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신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Cloud Networks History

2012.01

㈜클라우드네트웍스

설립

2012.06

Citrix

파트너 체결

2013.05

PNPSecure

파트너 체결

2015.05

HPE

파트너 체결

2016.01

Oracle Linux

파트너 체결

2017.02

회사 확장 이전

2017.10

베트남 하노이

지사 설립

2017.12

Carbon Black

파트너 체결

2018.02

SAORS

(위협동향분석솔루션) 개발

2018.01

Menlo Security 

파트너 체결

2018.01

CN-Eye 

(이상징후탐지솔루션) 개발

2018.01

Citrix

Platinum 등급 상향

2014.12

Splunk

파트너 체결

2019.12

Citrix

Top Growth Partner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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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네트웍스는 Big Data, Security, Infra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IoT 

시스템 구축 등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loud Networks Business

Big Data
Security

Infra
CloudNetworks

CUSTOMER

고객만족

Big Data Security

√ SAORS (위협동향분석솔루션)

√ CN-Eye (이상징후탐지솔루션)

√ INFOSAFER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DBSAFER (DB통합 접근제어)

√ Menlo Security (이메일, 웹 접속

격리 솔루션)

√ FireEye (APT 탐지 대응 솔루션)

√ Trend Micro (서버 보안 솔루션)

Infra

√ Citrix L4/L7 스위치

√ Citrix SD-WAN 

√ HPE

√ Oracle Linux

√ HashiCorp

통합유지보수

√ 시스템 컨설팅

√ 시스템 관제

√ 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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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unk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 Phantom (SOAR 자동화 플랫폼)

√ dataPARC (IoT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솔루션)

√ CTC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IT운영, 보안, 비즈니스 분석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Cloud Networks Solution – Big Data

Splunk

통합빅데이터플랫폼

√ 일 수 GB에서 수백 TB에 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

√ 단일 소스 뿐만 아니라 수 만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및 인덱싱

√ 데이터 수집 후 사용자는 검색 및 분석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시각화 하거나 대시보드를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쉽게 공유 가능

<IT 운용관리>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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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

SOAR자동화플랫폼

√ SOAR(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플랫폼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보안 위협 데이터를 취득

하고, 정의된 워크플로우에 따라 이벤트 분석 및 대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보안대응자동화

반복작업 자동화로 역량증대 복잡한 워크플로우 조율

커뮤니케이션으로 스킬 증가 이벤트 관리 및 분류

케이스 작업 내에 자동화 임배드 운영상태 리포팅 및 평가

도입 효과

 SOC 프로세스 표준화

표준화 프로세스로 보안관제 능력 향상

 보안 관제 역량 강화

자동화로 오류방지 및 효율성 확대

자동화로 분석 시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및 변경에 따른 대처 가능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IT운영, 보안, 비즈니스 분석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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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Cloud Networks App for Streaming Collector

√ 뛰어난 검색 및 검색 속도, 방대한 데이터 수집 범위, 실시간

리포트를 통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제공

모든 환경의 데이터 수집
Map-Reduce 기반의

검색 엔진

데이터 상관분석 앱 제작 및 리포팅

<통합 운영관리는 기관 내 운영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관리, 연동 기능>

dataPARC

IoT 데이터수집및모니터링솔루션

• 4차 산업기반 신기술을 적용, 탁월한 시스템 성능

 데이터 가속화 (PDE) : Performance Data Engine

 통합 Visualization : 동일 데이터의 중복보관 불필요, 자체 DB가 아닌

타 시스템과 직접 연계 가능

 최대 100개 Trend 동시 표기 및 분석 가능

 타 RTDB 및 Application에 대한 Migration 기능

 초고화질 (UHD) 기반 화면 제작 Tool, 로직 제작

 원본 Trend 기준으로 일, 시간, 분, 초 단위의 평균 Trend 표시 가능

 각종 차트(FFT, Tabular, Histogram, Pareto, X-Y Plot 등) 제공

 미래 데이터 표시 기능 제공

 제품(Grade)별 공정 변수 비교 모니터링 가능

 설비 기반 Application 구현을 위한 Asset Model 제공

 다변수 통계 기술(PLS/PCA)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OPC

ERP MES CMMS
(Maximo)

IP21 PHD

Relational
Databases

Other
Historians



Cloud Networks Solution – Security

고객사이트 서버의 각종 어플리케이션 및 OS 버전 관리를 통해 해당 버전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 기능을 실기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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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Analysis of Risk Systems

√ 대규모 자산장비에 대한 신속한 보안취약점 탐지를 제공

√ 자산정보 수집, 실시간 위협대응정보 업데이트, 취약점 진단을

통한 자동화 위협대응 체계 구축

CN-Eye

이상징후탐지솔루션

√ CN-Eye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Splunk를 기반으로 한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벤트

룰셋을 통해 이상징후 탐지

√ 이상징후에 대한 사전분석, 원인 규명 및 집중 분석, 소명 절차 기능 제공

이상징후 정의

이상징후 탐지

행위 집중 분석

이상행위 대응

통합 모니터링

SAORS

위협동향분석시스템



Cloud Networks Solution – Security

비정상 공격에 대한 최적의 방어 기능 및 방화벽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최상의 안정적인 대내 / 대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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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 DBMS에 저장된 개인정보 조회 행위의 이상징후 분석을 위해

관련 로그의 실시간 수집 가공, 저장 및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관련 Compliance 100% 만족)

개인정보

접속기록 저장

알림/소명

안전한 보관

 모든 개인정보 접근 및 조회 기록의 저장 및 확인
 사용자 정보(IP, USER, APP), 업무 정보, 수행 업무

등을 모니터링 (5W+1H 원칙 준수)

 WAS(APP)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접속기록

 DB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접속기록

 Console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접속기록

[관리정보]

 Email사용자 정보(IP, USER, APP), 업무 정보, 수행
업무 등을 모니터링 (5W+1H 원칙 준수) 

 변동량 측정을 통한 업무패턴 이상징후 알림
 이상징후에 대한 소명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

현황 점검

 WORM 디스크 기능을 제공하여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접속기록을 암호화 저장하여 유출 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검증필 암호화 모듈 사용)

DB 통합접근제어솔루션

• DB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SQL 감시/로깅 등을 통해 DB를

통한 대량의 내부정보유출의 위험 최소화

접근통제

권한통제

감시 및 로깅

보고서 기능

 사용자 IP별 제어
 DBMS 접속 계정 차단
 Application 별 차단
 특정 명령어와 Table 및 Column명까지 조합하여

명령어에 대한 사전 차단

 테이블 단위 접근통제 설정
 SQL 명령어, DB Table 등의 모든 조건을 이용하여

권한 제어
 특정 명령어와 Table 및 Column명까지 조합하여

명령어에 대한 사전 차단
 주석이나 힌트 절에 대한 차단 지원

 암호화 통신(또는 로그인 정보만 암호화)에 대한 감시
및 로깅 기능 제공

 보안관리자의 접근 내역 별도 관리
 모든 DB 접속 SQL 및 BIND 값 로깅 및 결과값

(OPTION)로 로깅

 DB접근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 및 출력 기능 제공
 SQL 구문 별 명령어 구분대로 검색 및 통계 보고서

기능 제공
 PDF, HTML, DOC, XML, XLS, TXT, HWP 등 다양한

형태 제공
 사용자 정보, 서비스 객체 명세서, 접속제어 정책

명세서, 사용자 Query 제어 정책 변경 이력 명세서, 
일/주간/월간 요약 및 상세보고서 제공



Cloud Networks Solution – Security

각 단말기의 비정상 트래픽 방어 기능과 각 서비스단 접근 통제 및 권한 통제를 통해 단말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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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 Security

APT 탐지대응솔루션

 FireEye는 네트워크 및 사용자에 대한 지능형 지속적 위협(APT)을 탐지 및

대응하는 솔루션

 다중벡터 가상실행(MVX) 엔진 기능을 통해 악성 URL, 이메일 첨부파일 등

사이버 공격을 탐지 및 차단

 APT 탐지만을 위해 특화된 가상 머신,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Exploit 탐지

FireEye NX Series :웹취약점을이용한사용자대상APT 공격탐지및대응

의심스러운 트래픽 분석 및

완벽한 차단 지원

알려진/알려지지않은 Exploit 

탐지

최고 성능의 자체 VM으로

빠른 분석 지원
FireEy EX와 연동하여 혼합공격 차단

Email의 악성URL에 대한 분석정보를 공유하여 차단[ ]

FireEye EX Series :악성메일을통한사용자대상APT 공격탐지및대응

문서, 파일, 접속유도 링크 등

직접분석을 통해 악성여부

확인 및 뛰어난 위협 감지

실시간 위협 DIT를 활용하여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신속

대응 정상적인 메일로 위장한

악성메일의 분석/차단을 수행[ ]

Web Isolation

100% 안전한 격리

 모든 Active Contents의 실행이 격리된 플랫폼에서 실행됨
 실행 가능한 원본 컨텐츠가 사용자 단말에 도달하지 않음

기존 사용자 경험 유지

 인터넷 사용자 경험이 그대로 유지됨. (Smooth Scrolling, No 
Pixelation, Native Fonts, etc.)

컴퓨팅 및 네트워크 리소스 사용

 사용자 End-Point 에서 Layout -> Painting 처리로 CPU/Memory 
사용량 10배 이상 절감

 Bandwidth 영향 – Rendering 소스 전송 vs. 전체 화면 이미지 전송
(10배 이상의 차이)

E-mail Isolation

 Credential 이메일 링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드라이브-바이
다운로드 위협 방지

 클라이언트리스 방식으로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필요 없이 보안 인프라
구성이 가능 하고, Exchange, Gmail, Office365 등 기존의 메일 서버와
손쉽게 연동

Menlo Security

이메일및웹접속격리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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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Micro Deep Security

서버보안솔루션

 물리 서버, 가상화, 클라우드 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서버 환경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 내 OS, Apps, Web Apps의 취약점 방어 및 의심되는 악성행위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보안 솔루션(AV, IPS/IDS, F/W, 무결성 검사, 로그 감사)을 통합, 가상 패치로

취약점 사전 방지 기능 제공

 VMware vCloud 및 NSX 보안기능을 지원하며 엔터프라이즈의 AWS 보안표준, 

국내 최다 사용

 국제 CC 최고 등급 획득 및 서버 보안 시장 점유율 1위

각 단말기의 비정상 트래픽 방어 기능과 각 서비스단 접근 통제 및 권한 통제를 통해 단말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trix ADC, Citrix SD-WAN, HPE, Oracle Linux, HashiCorp 솔루션은 클라우드 및 레거시 환경에서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Cloud Networks Solution – Infra

Citrix ADC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 L4/L7 스위치

√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 시켜주는 업계 최고의

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솔루션

Offload SecurityAvailability Performance

Citrix SD-WAN

소프트웨어기반WAN 최적화솔루션

√ 복잡한 WAN 환경에 대한 관리의 편의성 증대 및 보안 /  

QoS 및 SD-WAN의 기술적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MPLS

Internet

LTE/SatelliteNetScaler

SD-WAN

다수의 물리적인 웬 회선을
단일 논리적 회선으로 통합관리

SD-WAN Data 

Center

Branch

Cloud

SD-WAN

SD-WAN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간소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인프라 전환

DevOps와 친숙한

ADC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

레거시 부하

분산기 통합

비즈니스 연속성

및 IT 재해 복구

보장

WAN 비용 절감 모바일, 원격 및

지점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Azure Virtual 

WAN으로 지점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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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HPE System Server

• HPE ProLiant Gen10은 Compute시대에서 서비스

지향적인 IT인프라를 통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성과 창출

Cloud Networks Solution – Infra

코어비즈니스를 위한
랙, 타워제품군

미션크리티컬 업무를
위한 제품군

빅데이터, HPC, 확장형 웹을
위한 제품군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위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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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Linux

U2L 최적의리눅스솔루션

•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위한 높은

수준의 확장성, 안정성 및 극도의 성능 제공

 고품질의 안전한 엔터프라이즈급 Oracle Linux 지원

 Oracle Linux Premier Support에 Ksplice를 이용한 제로

다운타임 커널 업데이트 포함

 추가 비용없이 관리 및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 포함

 Oracle Premier Support for Systems에 Oracle Linux 지원

포함 (재구매할 필요 없음)

 Oracle Cloud 서브스크립션에 추가 비용없이 Oracle Linux 

Premier Support 포함

 프리미어 백포트(Premier Backports), 포괄적인 법적 배상, 

전체 스택 테스트 등 포함

Citrix ADC, Citrix SD-WAN, HPE, Oracle Linux, HashiCorp 솔루션은 클라우드 및 레거시 환경에서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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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aform : Infrastructure as Code(IaC)를 활용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자동화 기반을 제공함

√ Vault :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서 신뢰할 수 있는 ID Source를

활용해 클라우드 보안의 기반을 제공함

√ Consul :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동화의 기반을 제공함

√ Nomad : 워크로드 조정을 지원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자동화의 기반을 제공함

HashiCorp

클라우드향인프라자동화솔루션

Citrix ADC, Citrix SD-WAN, HPE, Oracle Linux, HashiCorp 솔루션은 클라우드 및 레거시 환경에서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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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클라우드네트웍스는 다양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Cloud Networks Major Customers

공공 및 교육 금융 일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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