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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이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 무단으로 송신되는 메일의 종류.  

비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함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기존의 광고를 위한 스팸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 악성코드 유입, 불법릴레이를 통한 불법도용 등에 대한 공격성 메일이 증가. 

악성메일로 인한 피해 (방송통신위원회 IT통계 포털/내부자료) 

BlackList 등록으로 인해 메일 발송불가 

유입되는 80%이상의 스팸메일로인한 메일 부하 

수,발신되는 메일의 유실에 대한 대책 필요 

불필요한 메일로 인한 필요정보 수신방해 

선정적인 내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최근 스팸메일 동향 

ㆍ이미지 스팸/링크 스팸/정상 도메인을 갖는 스팸메일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연결 등 광고와 홍보가 아닌 악성코드를 포함한 

   공격성 메일이 꾸준히 증가 

ㆍ메일서버의 IP를 도용하여 스팸 메일 릴레이에 악용 : 

 메일서버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CBL, Spamhaus, KISA등의 

 RBL에 등록으로 외부로 메일 발송 불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유형, 자료 :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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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1위로 다져온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 보유!! 

1. 메일내용의 특정키워드 또는 키워드 출현 횟수를 바탕으로 스팸메일을 판단하는 강력한 Heuristic 엔진
2. 별도의 학습을 통해 차단율을 향상시키는 Bayesian 엔진
3. Media Filtering Engine:텍스트 없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만 포함한 채 발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엔진

강력한 
필터링 엔진 

1. 대용량 환경에서도 고성능의 안정적인 메일 서비스를 지원
2. Dual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
3. Fault Tolerant Mail System 구성이 가능
4. 메일릴레이 공격 및 Auth공격 차단
5. SPF를 이용한 피싱 차단, 송/수신자 검증 및 위조방지 기능 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메일시스템 운영 가능

안정적인 
메일 서비스 

1. 스팸 패턴 수집 및 트랜드 분석 전문 조직인 Anti Spam Lab 이 24/365 신고 접수된 스팸메일을 분석,
최신의 스팸패턴을 5~10분당 1회씩 업데이트

2. 스팸&정상메일 오판 관련 신고를 자동화: 고객이 오탐지된 메일 신고시 오류보정 및 관리 시스템 작동하여
고객사들과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신속한  
업데이트관리 

1. 스팸 차단 서비스를 위한 총 10여 단계의 차단 정책 (SMTP단, 전체, 도메인별,그룹별, 개인별 차단,허용필터 등)
2. Unicode Engine 시스템 지원: 관리자/개인별 다국어 UI 지원 및 외국발 스팸메일 차단 지원

유연한 정책 

1.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24/365 상시적인 고객지원
2. 전문적인 Anti Spam Lab의 스팸 차단 정책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3. 중앙 관제 센터의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을 통한 스팸메일차단 서비스 관리 강화
4. One-click 원격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면서도 밀접한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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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Virus Pre-Process System) Anti-Virus Engine 멀티적용 SOPHOS/CYREN 

• 변종 및 암호화 바이러스 메일 대처

-신속한 바이러스 메일 분석과 정규식 표현 script를 통해 

신종/변종 및 암호화된  바이러스에 대한 메일 대처 가능 

• 바이러스성 스팸메일의 완전 방역

-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차단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성 스팸에  

대한 완벽한 격리 및 삭제 

• 신고 후 즉각적인 바이러스 방역 가능

- 신고접수 후 30분 이내에 Virus Prevention Script 업데

이트로 신속한 방역 가능 

•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가능
-첨부파일, 매크로 바이러스 및 스크립트 바이러스와 압축 파
일에 대한 바이러스 방역 지원  
- InterCheck® 기술의 Heuristic 엔진을 통한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지원 

• 24/7 Automatic update
-SOPHOS/CYREN 사의 Virus Lab 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바이러스  엔진 및 모듈 업데이트 지원 
-업데이트 내역을 반영한 점진적 업데이트 적용 
- 네트워크 부하 최소화 

• Leading Anti Virus Protection
- 바이러스 유형에 따른 특화 차단 엔진 사용(VDL)으로 신
속하고 정확한 바이러스 차단 지원 
- 멀티 쓰레딩 바이러스 검색 엔진 사용으로 시스템 및 네트
워크 부하율 최소화 

• 다양한 수상경력과 인증
- 각종 연구소와 매체 등에서 제품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수
상 경력과 인증을 보유. 
- Virus bulletin, ICSA Lab 등에 의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바
이러스 백신으로 인정  

메일서버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듀얼백신 제공 

• 인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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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Support” 버튼 클릭  

한번만으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엔지니어로부터 직접 원격 점검 및  

실시간 장애처리(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Client가 오탐지 된 스팸이나 정상메일을 신고하면 즉

시 AntiSpamLAB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 최단 시간 내

에 패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오탐 신고에 대한 대응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65일 24시간  
ONE-CLICK 고객지원 

오탐 처리 자동화 시스템 

실시간 스팸 분석 및 
업계 최다 업데이트 

Honey pot 운영을 통한 실시간 

스팸 분석 및 하루 24회 이상의 

업데이트  

탐지율은 높이고!   

오탐율은 줄이고! 

제품 특장점 

타사 아카이빙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 하도록 저널링 기능을 추가하여  

수/발신 되는 메일 중에서 정상메일은  

별도의 저널링 메일 주소로 별도 전송 가능 

Gateway단의 수발신 되는 모든 메일을 압축 저장하고 

색인하여 메일 DATA유실 방지 및 정확하고 유연한  

검색기능 제공 

수발신 메일에 대한 아카이빙 

저널링(Journal) 기능을 추가하여 
정상 메일 메시지를 별도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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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대량 메일 공격 및 메일 서버 공격 방어를 통해 메일 트래픽의 적절한 분배 및 메

일 서버 보호 기능으로 365/24 무사고 안정적인 메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메일 서비스 
품질 제고 

스팸 및 바이러스 메일로 인한 과도한 메일 트래픽 잠식과 메일 시스템 자원 낭

비를 방지하므로 시스템 자원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내부 

사용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원 절약 

과도한 스팸 메일 및 바이러스 메일을 차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메일 앞단에서 악성코드 대응, 불법릴레이 방지 설정,  AUTH인증 방식을 이용한 

수발신 정책 설정을 이용해 각종 메일 서버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각종 공격 방어 

송 수신되는 모든 메일을 압축 저장하고 첨부파일 내용까지 검색/복구 할 수 있

는 검색엔진 탑제로 단순한 스팸차단뿐만이 아닌 아카이빙 효과를 지원합니다. 메일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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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트래픽 관리 

메일데이터 아카이빙 

메일서버장애 관리 

바이러스메일차단 

스팸메일차단 

메일서버 보호 

Spam 
Sniper 

SpamSniper 란? 

 

 
 

Mail Gateway 역할을 통해 대량메
일 공격이나 메일 릴레이를 효과적
으로 차단하며 
전체메일의 ~80%에 해당하는 정크
메일 제거를 통해 메일서버의 부하 
절감. 

메일서버 보호 

 

 
 
 
 
 

스팸메일 차단 

19개의 알고리즘과 4layer의 필터링 
& 관제 엔진을 통한 스팸&정크메일 
차단 안티피싱, 미디어 필터링,바이
너리 기반의 메타체크 등을 통한 최
고의 차단율과 정확성 보유 

 

 
 

바이러스 메일 차단 

세계적인  SOPHOS / CYREN 
듀얼 백신엔진과 패턴을 이용한 신속
하고 정확한 바이러스 메일 판단 및 
대응 

 

 
 
 
 

메일 아카이빙 

송수신 되는 메일을 별도의 색인을 통
해 본문 뿐만아닌 첨부파일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압축저장을 통해 
용량 절감 효과까지 제공 

 

 

메일서버 장애관리 

스팸스나이퍼 중앙관제 센터를 운영하
여 장애발생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중앙관리와 SMS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장애 알림 / 처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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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Mail 

Mail Server 

Unicode Engine 
(다국어 지원) 

SMTP Receive handler Anti-virus Engine 

악성메일 

바이러스메일 

스팸메일 

정상메일 

SpamSniper는 스팸 & 정크메일 차단 및 바이러스 블러킹과 인/아웃바운드의 모든 메일을 대상으로 한 스캐닝을 통해 불필요한 
메일 및 메일에 포함된 유해컨텐츠를 차단하고 메일 서버를 보호하며 내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또한 인/아웃바운드 메일에 대한 트래픽 현황 파악과  트래픽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 기업의 보안성을 향상시킵니다. 

Anti-Spam 
Filtering Engine 

RSC (Realtime Session Controller) 
실시간 블랙리스트(RBL) 체크  
불법적인 Relay 차단 
Enhanced Gray Listing 
유효성 검사 
SPF (Sender Policy Framework) 

SMTP Session 제어 
Al Blocking (자동차단기능) 

VPS Scanning 

(Virus Pre-Process System) 

Sophos Anti-Virus 

악성 바이러스 관리 

도메인별 바이러스 검사 

Queueing 
Processed 
Outbound 

URL Engine 

Global Spam 

Heuristic Engine 

Media Engine 

RFC 규약 준수 검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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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Proxy 방식 

DNS 서버의 MX 레코드를 변경하여 기존 메일 서버로 유입되던 메일이 SpamSniper로 우선 유입되도록 설정합니다. 

Bridge 방식 
메일 서버와 lnline상에 위치하여 메일서버로의 SMTP 트래픽이 SpamSniper로 유입되도록 설정하며, 메일서버와 함께 작동하는 
Enterprise edition에 적용을 권장 합니다. 

크로스케이블 연결 

node 

메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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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이중화 지원) 

Internet 방화벽 
스위치 

MX 1 

MX 1 

메일 ZONE 

MX이중화 방식 

DNS 서버의 MX 레코드값을 스팸 1,2호기에 각각 동일하게 입력하여 랜덤으로 메일을 수신하여 메일 서버로 전달함. 
장애 발생시 1기의 시스템이 전체 메일을 처리함. (L4스위치 필요없음) 

L4이중화 방식 

메일 수신 IP를 최종 L4스위치로 설정 모든 메일을 정책에 따라 각각의 스팸서버로 전달하는 방식. 
구성도의 스위치 자리에 L4스위치가 위치하여야 함. 

Client 

(시스템 통합 관리) 
관리자 

메일수신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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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sniper Enterprise Edition 은.. 

SpamSniper 구축형은 메일서버 앞에 별도의 SpamSniper 서버를 설치하여 스팸메일과 바이러스 메일, 메일서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내부로부터 전송되는 메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으로 중요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SpamSniper 구축형은 H/W형과 S/W형이 있으며 기본은 H/W와 S/W가 함께 납품됩니다. 유휴장비가 있거나 H/W를 따로 구매해 둔 

경우에는 S/W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하시기전 BMT를 지원하여 충분한 성능과 안정성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False Positive - 정상메일을 스팸메일로 오판,  평균 0.0002~0.0003 이하 
False Negative - 스팸메일을 정상메일로 오판,  평균 0.01~0.02 이하 

제품군(Enterprise Edition) 

안정적입니다. 

 
 
 
 

견고합니다. 

 
 
 
 

편리합니다. 

 
 
 

Spamsniper Appliance 는.. 
SpamSniper Appliance는 2000user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량화된 일체형제품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나 설정 없이 
전원 연결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티스팸 전용 장비 입니다. 

간편합니다. 

 
 
 
 

별도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할 필요 없이 
장비의 전원 연결 만으로 스팸메일, 
바이러스 메일, 피싱메일 차단 서
비스가 가능 합니다. 

관리자가 제품 업그레이드 및 운영 
시스템을 변경, 콘솔 작업등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어 운영이 편리해졌습니다. 

SpamSniper 서비스만을 윈한   
Secure OS와 전용 H/W를 사용하
여  최적의 상태로 구성, 최대 일일 
100만건의 메일 트래픽 처리가 가
능하므로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Bypass 기능의 FOD를 기본적 
으로 탑재하여 SpamSniper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는 정상적인 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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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서버 없이 모든 메일을 지란지교시큐리티가 자체 운영하는 
 SpamSniper 서버가 우선 수신 

SpamSniper 

안티스팸 호스팅 

SpamSniper  안티스팸 호스팅은 메일서버를 호스팅 받고 있거나, 독립적인 스팸메일 차단 서버를 구축하기에 

비용부담이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솔루션입니다. 

기업 

기업 

기업 

 스팸메일 및 바이러스 메일 필터링을 거친 후에, 정상메일만 고객사의 
 메일서버로 전달 

 DNS MS값만 변경해주면 다른 변경이나 설치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 

별도의 서버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관리 인력이 절감 

스팸서버를 호스팅 하므로 구축 비용, 서버 관리 비용이 절감 

Reference 

제품군(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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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대시보드 

• 스팸스나이퍼 전체 현황 파악을 위한 일목요연한 대시보드 제공

• 스팸, 바이러스, 정상, 거부메일 비율 및 일별 메일 수신 현황 확인

• 실시간 스팸스나이퍼 시스템 현황 확인(CPU/Memory/HDD 사용율, 사용자/도메인수, 라이선스 만료일)

• 스팸메일 수신 현황, 업데이트 현황(필터 업데이트, 패키지 버전), 최신 수신 스팸메일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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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전체 통계 

• 관리자 웹 페이지 내에 수/발신 메일에 대한 전체 통계 및 상세 통계 제공

• 기간별 통계 검색, 그래프 지원을 통해 일별 메일 수신 추이 확인 가능

• 수신/발신메일 별 사유(필터, 바이러스, IP, 발신자, 수신자, 도메인, 그룹)등을 통한 상세 통계 및 엑셀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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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상세 통계 

• 수신 / 발신된 정상, 스팸, 바이러스, 거부 메일의 날짜별 수신 건수 및 비율 파악 가능

• 필터별, 바이러스별, 거부사유별, 보낸 IP별, 발신자별, 수신자별, 수신자 도메인별, 수신자 그룹별 통계 제공(발신메일도 통계 제공)

• 수신자 도메인별, 수신자 그룹별 관리자는 해당 권한에 따른 메일의 요약/통계/열람 가능

• 특정 기간별, 조건별 검색 가능, 통계 출력 및 파일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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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관리 

전체 필터 

• SMTP 필터(Black/WhiteList), 시스템 필터(스팸메일 차단 패턴), 도메인, 그룹별, 개인별 차단 및 허용 정책 등록 및 검색과 수정

• SMTP 공격에 대한 차단 설정 및 내역 제공

• 필터의 구분, 내용, 동작, 등록 경로에 따른 상세 검색 및 파일 저장 지원

• RBL의 선택적 적용 및 수신 차단 필터 Live Updat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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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관리 

SMTP 필터 

• Black List에 등록된 IP및 도메인은 SMTP 엔진 단에서 원천적 차단

• White List를 지원하여 중요한 메일이나 도메인 등이 스팸메일로 차단되는 것을 방지

• 등록된 Black / White List는 검색 및 파일로 저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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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관리 

차단 필터 

• 허용필터, 차단필터, 수신필터, 차단필터 별도
구분

• 시스템 필터 자동 업데이트, 수동 등록 가능

• 스팸스나이퍼 중앙관리서버를 통한 시스템 필
터 자동 업데이트 : 1일 24회

• 스팸필터 실시간 업데이트 적용으로 최신의 차
단 패턴 실시간 반영

• 삭제한 필터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저장소
제공

• 저장소에 보관중인 필터는 시스템에 미적용

• 임시 저장소에서 완전 삭제된 필터는 자동업데
이트 때 재등록됨.

• 관리자에 의한 허용필터, 차단필터 수동 추가

• 기본헤더, SMTP, 제목, 본문, 첨부파일, 헤더에
의한 다양한 조건으로 필터링 규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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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관리 

SMTP 공격 차단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불법 릴레이 공격을 사전에 탐지 및 차단

• 지속적으로 SMTP AUTH를 시도 및 실패한 IP에 대한 처리(차단/로그만기록/사용안함)와 로깅 지원

• SMTP 공격 차단 내역 로그에 대한 검색, 해제, 파일로 저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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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관리 

전체 메일 

• 스팸스나이퍼를 통해 수 발신 되는 메일의 현황 및 메일 큐 상태 관리

• 수신메일 발신메일 실시간 조회 및 검색 및 복사본 저장

• 수신/발신 거부 메일에 대한 리스트 제공

• 관리자 권한에 따른 해당 메일 열람 및 검색과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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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관리 

수신/발신 메일 

• 기간별, 메일종류별, 송신자별, 수신자별, 제목별, 내용별등 조건에 따른 상세 검색 지원

• 스팸 및 바이러스 메일에 대한 검색 및 삭제, 출력, 복구 및 허용/차단 설정, 메일 복구 및 관리자에게 발송 기능

• 오판신고 기능을 통한 스팸메일 또는 정상메일에 대한 오탐 처리 자동화

• 특정 메일의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와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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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관리 

안티-바이러스 

• 메일 본문의 첨부파일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 검증된 SOPHOS / CYREN 듀얼 백신엔진 사용, 1일 24회 자동 업데이트

• VPS(Virus Pre-process System) 기능 제공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신규 바이러스 패턴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및 차단 지원

• VPS 필터와 백신 실행 우선순위 설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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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아카이브 

• 관리자 웹 페이지 내에 수/발신 메일에 대한 전체 통계 및 상세 통계 제공

• 기간별 통계 검색, 그래프 지원을 통해 일별 메일 수신 추이 확인 가능

• 수신/발신메일 별 사유(필터, 바이러스, IP, 발신자, 수신자, 도메인, 그룹)등을 통한 상세 통계 및 엑셀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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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아카이브 상세 

• 상세 조건(기간별, 도메인, 수신자, 발신자, 발신자 IP, 제목, 본문, 첨부파일 이름, 첨부파일 내용)에 의한 아카이브 메일 상세 검색 지원

• 검색 결과 및 검색속도에 대한 결과 값 제공

• 수신/발신메일 별 아카이브 사용 유무 및 저장기간 설정

• 아카이브 메일 저장을 위한 저장소 확장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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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관리 

회원등록 및 변경 

• 스팸스나이퍼 사용자 등록, 변경 및 삭제, 그룹 및 도메인 관리 제공

• 사용자 그룹 지정 및 권한 지정(개인사용자, 그룹관리자, 도메인관리자, 슈퍼관리자)

• 사용자 별 필터 관리(차단필터, 허용필터), 필터 우선순위 설정 및 운영모드 개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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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Relay 

• 상세 조건(기간별, 도메인, 수신자, 발신자, 발신자 IP, 제목, 본문, 첨부파일 이름, 첨부파일 내용)에 의한 아카이브 메일 상세 검색 지원

• 검색 결과 및 검색속도에 대한 결과 값 제공

• 수신/발신메일 별 아카이브 사용 유무 및 저장기간 설정

• 아카이브 메일 저장을 위한 저장소 확장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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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차단 정책 

• 발신자가 없는 경우, 송/수신자가 동일한 경우, 송/수신자 메일 유효성, 발신자/수신자 메일 주소 패턴 검사로 불량 수신자 차단 지원

• 일정시간 하나의 IP, 시스템에서 접속 허용 연결수를 제한하여 블록킹 시간동안 메일유입을 막도록 지원

• 특정 메일 개수 초과시 스팸스나이퍼에 의해 정크 메일로 분류하여 관리자에게 경고 메일 발송, Black List 자동등록

• CBL, KISA RBL, SpamHaus등 멀티 RBL 지원으로 스패머로부터 원천적 스팸메일 및 악성 공격 차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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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메일 저장 / 백업 

• 스팸스나이퍼 서버에 메일 복사본 메일로그, 시스템로그, 통계데이터 저장기간 설정

• 수신(정상, 스팸, 바이러스, 거부)메일 및 로그, 발신(정상, 스팸, 바이러스, 거부)메일 및 로그에 대한 보관 기간 설정,

• 메일 복사본 및 환경설정에 대한 백업 정책 설정

• 백업 주기, 백업 범위(환경설정, 스팸메일, 정상메일), 백업방법(FTP, Local) 선택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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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시스템 감시 / 저널링 

• 운영중인 스팸스나이퍼에 대한 시스템 감시 기능 제공

• HDD 임계치, DBMS 이상여부, 메일 큐 적재량에 따른 SMS, 이메일 알림 제공

• 타 아카이빙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 하도록 저널링 기능을 제공

• 수신/발신 메일 별 저널링 및 계정 지정, 별도의 저널링 서버 설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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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이벤트 로그 

• 스팸스나이퍼에 대한 모든 이벤트 로그 기록 및 내역 관리

• 기간, 구분(성공/실패/오류), 범주(로그인, 백신, 필터 등), 작업내역(업데이트, 추가), 작업자, IP등의 내역 저장

• 감사 목적의 이벤트 로그 보관, 파일로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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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 

시스템 현황 

• 운영중인 스팸스나이퍼에 대한 시스템 현황 제공

• 네트워크 사용률, 시스템 자원, 디스크 사용률에 대한 그래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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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 

일일 리포트 

• 스팸메일을 수신받는 사용자에 대한 일일 리포트 메일 제공

• 리포트 메일 제공 대상, 리포트 메일종류, 허용, 차단, 리포트 발송 시간, 데이터 수집시간 지정

• 한국어, 일본어, 영어 지원 및 스팸 리포트 메일 문구 지정

• 일일 리포트 전송 결과 및 발송 로그 조회 제공



3. 기능의 소개

37 

부가 기능 

스팸편지함 

• 운영중인 웹메일 시스템과 스팸스나이퍼와의 스팸편지함 연동 지원

• 웹메일 로그인 후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스팸편지함으로 이동

• 사용자가 수신한 메일에 대한 검색, 복구, 저장, 오판신고, 허용, 차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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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Mail APT 대응 
(별도 / 추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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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려는 피싱공격 

기존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 피싱과는 달리 

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함. 

스피어 피싱은 피해자가 범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다른 피싱에 비해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피해금 회
수가 거의 불가능. 

46% 

16% 

13% 

11% 

6% 4% 4% 

Malware

(Trojans, rookits, worms, viurses)
Spear Phishing

Driveby Downloads / Malicious websit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Malicious USB's and Devices

SQL Injection



4. 이메일 APT

이메일 첨부파일 APT 공격 사례 유형 

<카드명세서 이메일 첨부> 

<업무메일을 사칭한 메일 첨부> 

공격 대상의 업무와 취향 등을  
파악하여 고도화된 수법으로  

시스템에 침투하여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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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APT

SpamSniper APT Edition란? 

스팸스나이퍼를 통한 메일 진단 및 치단 

이메일 본문 URL 및 첨부파일 검사 

가상환경 내 행위기반 분석 

메일 분석 결과 제공 

악성 메일 차단 

메일서버로 유입되는 스팸메일 

및 바이러스메일 차단 

해킹메일 및 스피어피싱 등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하여 

APT모듈을 통한 진단 및 차단 

본문 URL 및 첨부파일 검사 

이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과 

이메일 본문의 URL 링크에 

대한 악성행위 탐지 

가상환경 내 행위기반 분석 

가상머신을 이용한 행위 기반  

분석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 다수의 가상 머신이  

10여개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분석  

메일 분석 결과 제공 

스팸스나이퍼와  APT에서 

분석한 모든 메일에 대한 

일목요연한 실시간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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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APT

기존 보안 솔루션의 한계 및 APT 특장점 

스팸 필터 

침입탐지시스템 (IDS/IPS) 

바이러스 백신 

 사전에 정의된 차단 정책에 따라 작동

 허용된 서비스의 경우 정상/비정상 구분 불가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대응 어려움

문서 파일은 모든 버전에서 실행 되야 합니다 
비실행 파일 

대응 

•문서 파일은 어느 버전에서 실행되는 악성코드인지 알 수 없음

•가능한 모든 버전에서 확인해야만 탐지 가능

32bit? 64bit? 실행 파일 

•탐지에 사용되는 가상머신은 32bit/64bit 모두 지원해야 함

•32bit 실행 파일은 32/64 2개의 OS 버전에서 확인 필요

스피어 피싱은 반드시 차단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차단 

•가상머신을 통한 실시간 분석을 통한, 차단이 필요

•빠른 시간안에 가상머신 분석이 완료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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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APT

시스템 구성도 

F/W 

Mail Zone 

정상, 스팸, 바이러스메일 

APT외 악성코드 의심파일 탐지 메일 

1. 모든 메일 스팸스나이퍼 서버에서 먼저 수신

2. 백신엔진을 통한 바이러스 메일제거

3. 스팸메일 제거

4. 정의된 정책에 위배되는 메일 제거

5. APT외 의심파일 첨부시 APT장비로 전달 확인후 제거

6. 정상 메일만 메일서버로 전달

1. 스팸스나이퍼로부터 전달받음 EML파일 검출

2. 가상서버에서 악성코드 탐지이후 정상메일만

스팸스나이퍼로 전달

인터넷 

파일 전송/조회 

검사 결과 전송 SpamSniper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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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APT

메일 흐름도 

거부메일 

바이러스메일 

스팸메일 

APT메일 

Internet Mail 

Mail Server 

1 2 
정상메일 

 SMTP Level Filter (RBL, Black
List, RSC)

 SMTP Session 제어
 Anti-Virus Engine(Sophos /

Cyren)
 Anti-Spam Mail Filter(PRD / JS)

3 

4 

APT 솔루션 

vm(1) 

…… 

vm(N) 

 APT를 통한 의심메일 실시간 분석

 가상머신 내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에서 악성파일 탐지

 분석 결과를 스팸스나이퍼로 전달

 정상메일 메일서버로 전송
 메일 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리포트 제공

복수의 가상머신이 실시간으로 
첨부파일 및 메일본문 URL 분석 
스팸스나이퍼로 분석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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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메일 APT

45 

대시보드 

• 스팸스나이퍼와 APT에서 분석한 모든 메일에 대한 그래프 제공(년/월/일)

• 대시보드 형태의 통계 및 실시간 시스템 현황 제공

• 차단 항목별 그래프 및 통계 제공



4. 이메일 APT

46 

APT 메일 관리 

• 실시간으로 메일서버에 유입되는 메일에 대한 처리 내역 제공

• APT 의심 메일에 대한 진단결과 확인 및 처리방법(삭제/파일로저장/관리자 전달) 제공

• 설정 기간 및 상세 조건을 통한 APT 의심 메일 조회



4. 이메일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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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상세설정 

• APT 모듈 동작방법에 대한 환경 설정 제공

• APT 모듈 가상머신 개수 설정, 탐지 시간 설정, 용량 및 시도 횟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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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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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SNIPER는 국가공인 S/W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가 일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험한후 품질을 보증 
하는 “Good Software 마크” 를 부여한 제품입니다. 

- 최초의 GS인증 제품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5-22호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안티스팸 제품으로는 최초 국가가 인정한 안전한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엄격한 심사와 테스트를 거쳐 
   인증한 신뢰 있는 제품. 
- 우선구매대상 제품 -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 획득 
( 인증 일자 :2006-08-22 ) 

동종 업계 유일의 인증 -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보호 기기에 대한 종합적 보안성능 및 신뢰도에 
대한 검증 실험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신력 있는 제품 

관계규정 (관련 기관 : 국가정보원) 
국가 및 공공기관은 검증필 정보보호제품을 사용함. 
2006년 국가정보 보호 백서 전자정부시행령 제 34조 
전자문서보안조치 수행지침 제 7조 

CC인증 KTL평가 EAL2 등급 획득 

SpamSniper는 동종업계 유일의 국가의 인정을 받은 공신력 있는 제품으로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 획득, 최초의 GS인증, 정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 
엄격한 보안 심사와 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 입니다.  

인증번호 : 05 – 0032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IT 보안성 평가 

EAL2 등급 획득, 공통평가기준(CC) 기반의 IT보안제품 

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 인증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신력 있는 제품 

관계규정 (관련 기관 : 국가정보원) 
국가 및 공공기관은 검증필 정보보호제품을 사용함. 
전자정부법 제 27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전자문서의 보관, 유통 관련 보안조치) 

조달청 등록 

조달청에 조달 제품으로 등록, 정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도입 시 수의계약 

이 가능하고 감사원의 구매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국내 동종 솔루션 중 유일 

인증 사항 



5. 인증 및 사례

구축사례 

하이마트 

애경유화 

한일건설 

연합뉴스 

풀무원 

한양 ENG 

한미파슨스 

선익인터내셔날 

다음다이렉트보험 

한누리투자증권 

김앤장법률사무소 

LG도요엔지니어링 

일산 백병원 

영풍문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포스코건설 

한일시멘트 

아주IT 

노틸러스효성 

법무법인화우 

한화증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SK 해운 

티켓몬스터 

삼성생명 

빙그레 

TG삼보 

매일유업 

우리조명 

삼성몰 

남양알로에 

국순당  

와이비엠시사닷컴 

에이스생명 

노비타 

LG파워콤 

용평리조트 

오뚜기 

한국알콜산업 

경향신문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서울증권 

마이에셋자산운용 

한독약품 

외 1500여개 기업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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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및 사례

구축사례 

공공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공제조합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외교통상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조달청 

세계경영연구원 

전력거래소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교육정보원 

서울 관악구청 

서울 양천구청 

국가청렴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시 역사 박물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여수세계박람회조직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환경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충남도청 

경북관광개발공사 

울산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영상자료원 

서울문화재단 

국방홍보원 

외 200여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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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및 사례

구축사례 

교육기관 

중앙대학교 

인천대학교 

백석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세명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경대학교 

창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울산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경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영산대학교 

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순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호서대학교 

극동대학교 

조선대학교 

삼육대학교 

위덕대학교 

상지대학교 

중부대학교 

외 80여개 대학 

한북대학교 

경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동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신라대학교 

중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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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