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lance®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 보안 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본사가 위치하며 업계 전문가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저명한 팀에 의해 2012년 7월에 설립된 Cylance는 보안위협 
예방차원에서 기업보호를 위한 엔드포인트 표준을 재정립 중입니다.Blackstone, 
Khosla Ventures, Fairhaven Capital, Dell Ventures, DFJ, KKR, Capital One Ventures, 
TenEleven Ventures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Cylance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Cylance의 차세대 엔드포인트 위협 차단 제품인 CylancePROTECT®는 기존의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안티 익스플로잇 제품, 화이트리스팅 솔루션, 호스트 기반 침입 감지 
및 차단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CylancePROTECT
의 변형 감지 및 차단 기능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보수적인 서명 방식, 경험적 지식 및 행위 
모니터링 등과 달리, Cylance는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파일의 특성을 
분석한 후 로컬 호스트에서 해당 파일이 실행되기 전에 안전한지, 위협이 될 것인지 
예측합니다.

CylancePROTECT는 다른 솔루션에서 문제가 되는 높은 허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 운영 오버헤드 및 관리 복잡성 등이 없이, 시스템 및 메모리 기반 공격, 스피어 
피싱, 제로데이 멀웨어, 권한 상승 시도, 스크립트, 악의적이고 잠재적인 유해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단순한 경량 에이전트입니다. CylancePROTECT를 
통해 이제는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더욱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Cylance는 다른 업체에서는 차단할 수 없는 위협도 차단합니다.

Cylance의 혁신적인 기술은 사전 침투 공격 및 취약성 테스트, 침해흔적 진단(CA), 사후 
공격 사고 대응 능력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보완됩니다. 또한 
Cylance의 숙련된 전문가 팀이 위협 모델링, 산업용 제어 시스템, 의료기기뿐 아니라 
판매 시점 관리(POS) 및 기타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ylance의 사이버 위협 차단 전문가에는 위협 행위자들이 악의적인 행위를 교묘하게 
수행하고 달아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SPEAR™(Sophisticated Penetration, 
Exploitation, Analysis and Response) 연구 팀이 있습니다. SPEAR 팀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숨어 있는 해커를 찾아내서 
방해합니다. Cylance의 SPEAR 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팀은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이란의 사이버 공격 활동 중 하나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Cylance는 기술, 사람 및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표면적인 공격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진입 지점인 엔드포인트에서 멀웨어를 차단하는 전면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보안 
접근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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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또한 기타 모든 상표 또는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Cylance 소개:
Cylance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 과학, 기계 학습 등을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여 기업, 
정부, 최종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보안 문제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향상된 방법을 제공하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 Cylance는 획기적인 
예측 분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단순히 무엇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에 내에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협이 될 것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또한 정밀한 기계 학습과 인공 지능을 해커의 사고방식에 대한 고유한 이해 
방법과 접목하여, 첨단 위협을 실제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ylance.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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