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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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송경로]

1. 스팸메일이란?
o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
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o 스팸메일은 대량으로 반복 전송되기 때문에 이를 받는 이용자의 짜증을 유발하고 나아가
필요한 정보 수신을 방해하는 등 물리적 피해까지 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 스팸메일 솔루션이란?
o 스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차단방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o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관리자나 개인 이용자가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대
응방안이‘차단(blocking)’또는‘필터링(filtering)’기능입니다.
- 즉, 스팸으로 인식된 메일을 이용자의 받은 편지함이나 휴대폰으로 수신되기 전에 미리
차단하거나, 이용자에게 전달은 시키되 받은 편지함 외에 별도의 스팸메일함으로 수신시
키는 기능입니다.
※ 스팸으로 판단하는 요소들 : 스팸전송자로 알려진 특정 이메일주소, 스팸발송 메일서버 IP,
스팸전송 사이트로 알려진 특정 웹사이트 URL, 스팸메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목란의 특정
단어, 대량 전송 여부 등

- 다음, 네이버 등 웹메일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개인 선호에 따라 해당 웹메일서비스업체
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팸 차단 및 필터링(서버 단계 / 이용자 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으며,
- 회사메일 등 메일전용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본 기능을 본
인이 직접 설정하여 활용하거나, 솔루션 개발 전문회사로부터 이용자용 프로그램을 구입
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회사 메일서버 관리자가‘서버용’스팸메일 솔루션을 구입하여 설치한다면, 이용자
는 별도의‘이용자용’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필터링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o 이러한 스팸 차단 또는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스팸메일 솔루션”입니다.
- 메일전송경로 중 스팸 차단 및 필터링 기능을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솔루션
은‘서버용’과‘개인 이용자용’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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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웹메일서비스업체는 스팸 차단 및 필터링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최종

3. 스팸메일 솔루션 설치의 필요성

수신되는 스팸메일의 양을 감소시킨 반면,
o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신자를 성가시고 짜증나게 한다는 정신적인 피
·회사메일 등 자체 메일계정을 발급·관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팸

해보다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메일의 피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하여 스팸메일 솔루션 활용률이 저조하고, 결과
- 국제전기통신연합체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지난해 스팸
으로 인해 소모한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 2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적으로 해당 메일계정 이용자에게 수신되는 스팸수신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
습니다.
[이메일 이용자 1인당 하루평균 스팸 수신량 비교]

-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스팸으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 12억(한화 약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스팸피해를 대상자별로 분류할 때, 자체 메일계정을 발급하는 일반기업이나 기관이 개

스팸메일수

전체 이메일 중 비율

웹메일서비스

24.3개

58.7%

메일전용프로그램

31.7개

76.6%

전체 평균

27.9개

67.4%

인 이용자나 웹메일서비스업체에 비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메일계정을 발급하고 그 메일계정을 근무시간에 이용
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이 해당 메일계정으로 수신되는 스팸메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o 이에 관공서, 학교, 기업 등 메일서버를 구축하거나 임대하여 자체 메일계정을 발급·관리
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 대상으로

소모하거나 과다한 스팸메일로 인해 필요한 메일을 제대로 수신하지 못할 경우, 기업
- 서버용 스팸메일 솔루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최종 이용자에게 수신되

및 기관의 생산성에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는 스팸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3년도 각 부문별 피해규모(KISA)]
피해대상

피해규모(원)

비중(%)

일반기업(기관)

955,348,737,341

71.7

웹메일서비스업체
(ISP 및 ESP)

362,947,450,939

27.2

개인(수신자)

12,184,379,999

0.9

정부

1,487,000,000

0.1

합계

1,331,967,568,2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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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팸메일 솔루션 사용효과
o 그렇다면, 메일서버에 스팸메일 솔루션을 설치하였을 경우 스팸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대부분의 서버용 스팸메일 솔루션의 스팸감소 효과는 70~90%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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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A 도청 (이용자 수 : 30만 명)
- 1개월 평균 3,700,000 여통 스팸메일 수신 차단
- 연간 9억 2천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

6. 스팸메일 솔루션 제품 소개

•B 기업 (이용자 수 : 2만 명)
- 1개월 평균 600,000 여통 스팸메일 수신 차단
- 연간 1억 5천만원 비용 절감 효과
※ 1통당 20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경우

5. 스팸메일 솔루션 선택 방법

●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것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o 기업이나 기관 메일 이용자 규모에 따라 솔루션을 Package로 구입하는 방법과 월 단위로
임대서비스를 받는 방법 (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이 있습니다.
- Package 구입 : 이용자 수 250명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메일서버를 운용할 경우 추천
- ASP 서비스 이용 : 이용자 수 250명 이하 경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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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소개되는 스팸메일 솔루션 제품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업체로

●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해당업체 담당자
에게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비전
•홈페이지 : www.nurivision.co.kr •문의전화 : 02-959-6438, 6434
•문의메일 : solution@nurivision.com •제품 기능설명 및 상담 : 김종희 실장
•제품 설치 및 A/S 담당자 : 장종호 팀장, 이은숙 대리 •제품 구매 담당자 : 김종희 실장

마음메일 스팸차단 솔루션 (Maummail Anti-Spam Solution)
사용환경
구분

하드웨어

마음메일 스팸차단 게이트웨이
최소사양
·CPU : P3 1G
·HDD : 20G
·RAM : 256MB

권장사양

Client Mail Server
최소사양

·CPU : P4 1.8G
·HDD : 40G
·RAM : 1G

권장사양
관계 없음

OS

Linux
Unix

Linux
Unix

관계 없음

DB

My SQL
Oracle DB

My SQL
Oracle DB

관계 없음

네트워크

TCP/IP
LAN

TCP/IP
LAN

TCP/IP
LAN

TCP/IP
LAN

* 그러나, 대부분 사용환경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

주요고객층
•초, 중, 고, 대학(전문대, 대학원 포함) 중심의 교육시장
•행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
•대형/유명 그룹 및 일반 회사(삼성, 현대,...)
•유명 포털업체(KT, 데이콤, 하나포스, 네이버, 다음,....)
•ASP, 호스팅 서비스
•OEM 서버 탑재형 판매 : LGIBM, Sun..(스팸방지서버)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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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마음메일 스팸차단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스팸메일 차단기술은‘옵트플러스’(Opt-Plus)라고 불리는 신
개념의 스팸차단기술로, Bouncing Back, Extension ID, Friend List, Mail Fetch 등 4가지 원천기술에
기반한 99.9% 스팸차단 기술
- 기존의 스팸차단기술들은 주로 필터링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옵트플러스는 그러한 필터링 방식
과는 전혀 다른 신 개념의 차단 방식으로서 송신자에게 인증을 요구하는‘송신자 자가인증형’의 스팸
차단기술임.
·즉, 옵트플러스를 통해, 메일을 보낸 송신자에게 인증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어 인증과정을 거치도
록 유도하고 이를 완수할 경우 메일을 수신자에게 전달함
·인증과정은 약 10여 초 간 소요되며 인증을 1회 완료한 송신자는 이후부터는 인증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송신자 입장에서는 그리 불편하지 않으나 수십 수백만 통을 발송하는 스패머가 백
만 통의 스팸메일을 송신했다면 이를 인증하는 데는 무료 15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완료하기란 불가능함

주요기능
1) 마음확인기능
- 주소록(마음친구리스트)에 미등록된 메일주소로부터 오는 메일(비인증메일)들을 마음메일 스팸차단 게
이트웨이에서 일단 대기후 송신자에게 인증요청메일(마음확인메일)을 보내어 인증유무에 따라 메일수
신가부를 결정하는 기능
- 인증을 완료하면 메일은 즉시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1회 인증으로 추후 인증 과정은 생략되므로 송신자
의 불편함도 거의 없음
- 메일서버 관리자가 지정한 일정기간동안 인증 미완료된 메일은 스팸메일로 간주되어 송신이 취소/삭
제됨
- 송신자의 미인증으로 수신되지 않은 메일은 Pending List(인증대기 중인 메일 리스트)를 통해 수동으
로 수신 가능

있다면 주소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 마음친구리스트에 등록하도록 하면 해당 주소록에 있
던 주소들로부터 오는 메일들은 마음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제공
3) 마음친구리스트
- 일종의 사용자 주소록이며 자동적으로 사용자를 등록
·마음확인기능에서 인증과정을 완료한 송신자의 메일주소가 등록되며, 마음확장메일로 들어오는 메
일주소들도 자동적으로 추가
- 마음친구리스트는 수동편집도 가능
·인증과정을 거쳐 들어오거나 마음확장메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의 경우 해당 메일주소를 삭제하면
또 인증과정을 거쳐야함
4) 한마음기능(옵션)
-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POP3 계정이나 웹메일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들을 마음익스프레스
에서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마음확인기능을 사용해서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여러 계정들을 마음익스프레스에 등록시켜 굳이 익스플로러나 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메일을 수신하고 관리할 수 있음

차단원리
•송신자에게 인증을 유도해서 인증유무에 따라 메일을 차단/전달하는데 있음
- 스패머가 보통 수십 수백만 통의 스팸메일을 한번에 발송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정상적인 송신자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지만 스패머에겐 부담스런 노동(인증)을 부과해서 이를 사실상 수행치 못하도록 하
는 아이디어에 착안했다는 점이 스팸메일을 99.9% 차단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2) 마음확장기능
-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스팸메일처럼 대량/기계적으로 송신 되어 오는 뉴스레터, 청구서
등과 같이 마음확인과정을 거치기가 곤란한 경우 마음확장메일주소(예를 들면 abc@maummail.com
이 기본이면, 확장은 abc-test@maummail.com)를 사용해서 인증과정을 생략하도록 하는 기능
- 만약 확장메일주소가 노출되어 스팸메일이 들어올 경우에는 확장메일주소를 변경/삭제하면 스팸메일
차단 가능
- 지인들이나 은행청구서등의 메일들이 변경/삭제된 마음확장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더라도 이미 주소
록(마음친구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신. 단 스패머의 메일주소는 주소록(마음친구
리스트)에서 이미 삭제되어서 또 다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음
- 수신자가 미리 관리하고 있던 별도의 주소록(아웃룩, 아웃룩익스프레스, 메신저, PDA 등의 주소록)이
10 / 누리비전

누리비전 / 11

차단효과

•마음메일 스팸차단 ASP

•99.9%에 이르는 강력한 스팸메일 차단효과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효과 : 강력한 스팸메일 차단효과로 스패머들이 자신들의 메일리스트에서 해당
메일주소를 삭제하여 생기는 효과
•신종바이러스메일 차단효과 : 송신자의 주소를 가지고 차단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종바이러스메
일같은 경우 전문 백신업체가 백신 업데이트를 내놓기도 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임. 다만 이러한 효
과는 신생의 송신자 메일주소를 가지는 특성을 지닌 최신의 바이러스메일에만 해당되며 전문 백신업
체가 백신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효과를 나타냄

제 품 명

마음메일 스팸차단 ASP : MMAS-ASP
(Maummail Anti-Spam ASP)

모델 형태

직접 메일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및 단체에 적합한 모델로
서, (주)누리비젼 IDC의 ASP 전용 게이트웨이를 통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임대형
서비스 제품

판매 가격

•마음메일 스팸차단 게이트웨이
마음메일 스팸차단 게이트웨이 : MMP-GW
(Maummail Package Gateway)

제 품 명
모델 형태

직접 메일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규모 기업 및 단체에 적합한 모델
로서, 메일서버 앞단에 설치하여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게이트웨이 형태의 제품
년 라이센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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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격
(천원, VAT포함)

고

선납 구분

월

3,000/월

월

3,500/월

6개월

2,500/월

6개월

3,000/월

1년

2,000/월

1년

2,500/월

계정수(개)

1~49

38,500

~ 100

26,411

50~149

30,800

~ 200

37,730

150~449

25,200

~ 500

53,900

500~999

21,400

~ 1,000

77,000

세부 기능

1,000~2,499

19,400

~ 2,500

110,000

계정 크기

~ 2,500

17,600

2,500 이상

협의

•2개월간 무료 테스트 지원

•2개월간 무료 테스트 지원

•1년간 무상 A/S
•하드웨어는 유상임대
•유상임대료 : 120만원/년
(VAT별도)
•하드웨어 직접 구비 가능

•하드웨어가 포함된 가격
•1년간 무상 A/S
•2년째부터 유상 A/S
: 유지보수계약 필요
•유지보수계약
: 공급가의 15%/년

•15일간 무료 테스트 지원
•선불기준, VAT 별도

계정당 가격
(원, VAT별도)

•사용료 완납시 적정 할인율 적용 가능

•마음메일 스팸차단 Hosting

일인당 가격
(원, VAT포함)

계정수(개)

판매 방식

일괄구매방식(턴키방식)

비

MMAS-ASP+Anti-Virus

계정당 가격
(원, VAT별도)

선납 구분

구매비용

비

MMAS-ASP

세부 기능

제 품 명

마음메일 스팸차단 Hosting : MMAS-Hosting
(Maummail Anti-Spam Hosting)

모델 형태

메일서버를 보유치 않은 개인, SOHO, 소규모 기업 및 단체에 적합한 모델로서,
(주)누리비젼 IDC의 Hosting 전용 서버를 통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임대형 웹메
일 호스팅 서비스 제품
MMAS-Hosting
기본 : 20MB / 계정
추가 : 100MB / 천원

비

고

기본 : 20MB / 계정
추가 : 100MB / 천원

계정당 가격
(원, VAT별도)

선납 구분

월

3,500/월

월

4,500/월

6개월

3,000/월

6개월

3,500/월

1년

2,500/월

1년

3,000/월

선납 구분
판매 가격

MMAS-Hosting+Anti-Virus

계정당 가격
(원, VAT별도)

•호스팅에 필요한 도메인은 필히 보유해야 함 •15일간 무료 테스트 지원
•사용료 완납시 적정 할인율 적용 가능
•선불기준,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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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소프트
•홈페이지 : www.deepsoft.co.kr
•제품 기능설명 및 A/S 담당자 : 유태영대리 02-562-9061
•제품 구매 담당자 : 김유정과장 02-562-8545

WBlock (더블블럭)
사용환경
•지원 OS
- Windows NT 4.0 이상
- Linux Redhat 계열 7.3 이상
- Solaris 6이상 등)
- 기타 OS 별도 문의
•권장 H/W
- CPU : Pentinum III 500이상
- Memory : 512M 이상
- HDD : 36G 이상

주요고객층
•공공기관 (50 여곳)
- 대한민국국회, 경기도청, 충북도청, 제주도청, 계룡시청, 동두천시청, 농수산물공사
- 중소기업청, 대검찰청, 기상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정신문화연구원, 국방연구원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연구원, 한국산업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기업, 대학(250 여곳)
- 삼성물산, 현대해상, 우리금융그룹, CJ그룹, 태평양그룹, 한양대학교, 중앙대, 전북대

특

징
•자체개발 SMTP 엔진
•Mail Server 보호 필수 솔루션
•패턴 차단을 이용한 지능적 Spam mail 차단 (자가 학습)
•Zero Admin 개념의 관리자 운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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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일체형 SMTP엔진
•Intelligent Queue System 적용
•대용량 Mail Traffic 관리

주요기능
•접속제어
- Sender Domain DNS Resolve
- White list / Black list
- RBL(Real-time Blackhole List) 등
•서버필터
- 헤더 관련 제어
- 용량 관련 제어
- 발송수 제한
- 접속 제한
•동일문건 차단
•스팸웜 차단
•메시지 필터링
- 메일 envelope, 메일 Header 등 메일 전체에 대한 부분
•패턴(유형분석) 차단
- Active URL
- 유형 분석 등
•Traffic Control
•효율적인 Mail 관리
•자체 부하 분산 기능
•Traffic Spooling
<시스템구성도>

Reguler Mail
Spam & Virus Mail

외부 Mail Server 외부 Mail Server

더블블럭

Mail Server

INTERNET
Firewall

SP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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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비 젠

차단원리
외부환경

1. Mail Server에 대한 Network Traffic 제어
2. Virus Mail에 대한 중요 정보 자산의 보호
3. 메일서버 장애 시 Queuing Server 역할
4. 유지/관리 비용 절감
5.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정상메일
SPAM/VIRUS메일

대량메일필터
1. Relay 방지
2. 서버보호
·Mail Bomb,
·Dos(Denial of Service) 공격 등
3. 메일 송수신 안정성 증가
4. 대량의 스팸메일 방지
5. 헤더관련, 용량관련, 발송수 및 접속수
제어

관리자필터
메
세
지
필
터

패턴
필터

소켓접속초기화

접속제한/동시 연결수 제한

Mail From

보내는 사람

000 to

받는사람, 참조 수

Data

제목/본문/메일헤더
첨부파일 Type
본문사이즈
바이러스 검사, 치료

RSET

RSET 카운트 제한

Quit

소켓 접속 종료

Mail Server

사용자필터

•홈페이지 : www.mobigen.com •대표전화 : 02-538-9360, Fax : 02-538-9369
•제품 문의 및 영업 담당자 :
- 총괄 오종선 팀장(sun@mobigen.com), 내선 : 403
- 기업영업팀 김형준 대리(skid123@mobigen.com) 내선 : 402
- 공공/대학영업팀 이영직 대리(cap@mobigen.com) 내선 : 405
•기술 문의 및 컨설팅 : 곽여송 팀장(kwak@mobigen.com) 내선 : 308

1. 차단등급설정
2. 스팸정책설정 ·IP
·domain
·email address
·메일제목
·메일본문 등
3. 고급설정 (상세설정 및 예외설정)

패턴 분석을 통한 SPAM DB 자동 등록

CrediShield-E
(크레디쉴드 엔터프라이즈 : 기업용/대학용/공공기관용/ISP/망사업자)
CrediShield-ASP (크레디쉴드 ASP : ASP 사업자용)
CrediShield-IPX (크레디쉴드 IPX : ISP 및 망사업자용 발신 스팸 차단)

차단효과
•Zero Admin
- 추가적인 운영/관리 비용의 절감
•비용 절감 효과
- 스팸메일로 인한 지속적인 System 도입 비용 및 Network 관리 비용 절감
•안정적인 메일 서버 운영 가능
- Mail Server의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
•업무 효율성 향상
- Spam Mail 및 Virus Mail 차단으로 쾌적한 메일 송수신 환경 제공
•중요 자산 보호
- 정상 메일 정상 수신 환경 제공

사용환경
•OS : 모든 Linux, Unix 지원(Windows용은 2004년 하반기 지원예정)
•하드웨어 사양 : 1일 메일 유통량 또는 계정 수에 따라 다름, 아래는 권장사항
- 계정 수 1,000 미만 : CPU 2.4G/Memory 1G/HDD 36G
- 계정 수 5,000 미만 : CPU 4.8G/Memory 2G/HDD 72G
- 계정 수 10,000 미만 : CPU 4,8G/Memory 4G/HDD 144G
- 계정 수 10,000 이상 : 별도 협의 필요

주요고객층
•ISP 및 망사업자 : KT-IDC등
•대 학 교 : 숭실대학교, 전주공업대학, 영진전문대학, 대구교육대 등
•공공기관 :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일반기업 : 한미르, 하이텔, 엘지텔레콤, 엘지생활건강, 일양약품 등

구매비용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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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lock(더블블럭), DEEPMail(딥메일)

ASP

•이메일계정당 월평균 2,000원 ~ 3,000원 /
연평균 22,000원 ~ 34,000원

기타

DEEPMail SI, SPAM Block 등

특

징
•2001년 정보통신부 신기술 선정(국내 최초)
•2004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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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차단]
- 유인메일 주소활용(특허출원)
- 동일/유사본문 검출(특허출원)
- 동적IP제어를 통한 스팸메일 차단

•검증된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안정성 확보
•다수의 특허출원으로 스팸 분야 기술력 국내 최고(연구개발 4년)
•1,600만 대형 싸이트 구축(한미르, 하이텔 등)
•자체개발한 MTA로 탑재로 안정성 강력, 대용량의 커넥션 유지

차단원리
1. 실시간 동일/유사본문 차단
2. 스팸정보공유센터를 이용한 동일본문차단
3. 유인메일을 이용한 동일본문 차단

[트래픽 제어]
- 메일트래픽 분산기능 / 실시간 트래픽 자동제어
- 트래픽의 IP별 차등 적용

서버

Mail Sever

정상적
커넥션

접
속
제
어

방
화
벽

방화벽

동
적
스
팸
차
단

룰
별
스
팸
차
단

바
이
러
스
차
단

부
하
분
산

과도한
트래픽

1. 대량의 불법 트래픽차단
2. White IP : 무조건 허용
3. Black IP : 무조건 차단
4. 접속시간 초과메일차단
5. 최대동시접속 초과IP차단
6. 릴레이 차단기능

개인설정
스팸정보
Queue

서버룰
스팸메일
스팸메일 삭제

개인룰
스팸메일

개인룰
저장

스팸메일
요약정보

1. 메일헤드, 제목, 본문, 첨부파일 검색 차단
2. 메일 사이즈에 의한 차단
3. 발송자/수신자에 의한 차단
4. 동보전송 메일수신 제한 기능에 의한 차단
5. 이어보내기 제한 기능

•스팸 완벽 차단으로 조직원의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향상 증대
•불법 메일 서버 릴레이도용, 원천차단으로 기업간 분쟁 방지
•바이러스 원천 차단으로 메일감염으로 인한 시스템 및 데이터 유실 방지
•메일서버의 시스템 증설비용 절감 및 관리비용 억제
•스팸, 릴레이, 바이러스 차단으로 안정적인 메일서버 운용
•스팸 메일/바이러스로 인한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저하 예방 및 비용 절감

[스팸센터운영]
- 실시간 스팸메일 샘플링 및 패턴분석
- 패턴검색 모듈의 자동 업그레이드
- 음란 URL 및 스팸메일 정보 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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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룰
설정

개인사용자

차단효과

주요기능

메일수신

[필터링 기법]
- 메시지 제목 및 본문 키워드 검색에 의한 차단
- 동보전송수 제한[RCPT TO(수신자)의 수 제한 기능]
- 메일헤더에 의한 차단기능
- 발신 IP에 의한 차단
- Domain Reverse Lookup에 의한 차단
- 메일 헤더의 Data의 유효성, 도메인 위조 차단
- 관리자별/개인별 스팸 룰에 의한 차단
[바이러스 차단]
- SMTP에 대한 바이러스 검색,치료 및 제거
- 메일 내 첨부파일 및 스크립트 형태의 바이러스 검색, 치료 및 제거
- 바이러스 메일에 대한 Tagging 및 리스트 제공
[운영자 관리]
- 지정 기간별 통계 제공 및 수신한 메일 제목 표시
- 전체/도메인별/사용자별/IP별/바이러스별/스팸규칙별 통계기능
- 보고서 작성을 통한 통계. 로그. 검색 데이터 Excel다운로드 기능
- 수신한 메일제목/발송자/수신자/시간표시
- 쉽고 간편한 스팸 Ruel 설정 및 관리 기능
- 그룹별[부서별]스팸정책 설정기능, 허용IP/차단IP 관리기능
- 관리자 IP/레벨 설정기능
- 스팸메일 서버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개인사용자 인터페이스]
- 개인별 스팸룰 설정 기능/ 개인별 수신현황 리스트 제공
- 개인별 스팸메일 수신주기 설정 기능 / 개인별 스팸메일 열람 및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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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강화]
- 서비스에 필요한 포트[SMTP/9000]만 사용함으로써 해킹 미연에 방지
-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하여 외부의 해킹위험 제거
- 운영자용 웹 인터페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IP부여 및 등급 설정기능
- 차단된 스팸메일 확인 페이지의 접근 권한 제어

솔메이즈
•홈페이지 : www.feelian.com
•제품 기능설명 및 구매 및 A/S 담당자 : 양기호
- bird@feelian.com·02-521-1677·018-252-7885

[우회루트 지원]
- 차단시스템의 과부하 또는 예측불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 복구

차단과 추적시스템

구매비용
<서버용 기업 및 대학용 라이선스>
- 100사용자 이하 : 7,500,000(부가세별도)
- 500사용자 이하 : 11,500,000(부가세별도)
- 1,000 사용자 이하 : 13,500,000(부가세별도)
- 5,000 사용자 이하 : 36,000,000(부가세별도)
- 10,000 사용자 이하 : 45,000,000(부가세별도)
- 100,000 사용자 이하 : 58,500,000(부가세별도)
- 100,000 사용자 이상 : 별도 협의

•리눅스
•팬티엄4 3Ghz, 메모리 512Mb, HDD 200Gb

주요고객층
•ISP/ 대학교/ 금융기관... 등

특

Package
<서버용 공공기관용(2000,4/조달등록)>
- 100 이하 3,750,000(부가세포함)
- 500 이하 5,750,000(부가세포함)
- 1,000 이하 6,750,000(부가세포함)
- 2,000 이하 13,500,000(부가세포함)
- 5,000 이하 18,000,000(부가세포함)
- 10,000 이하 22,500,000(부가세포함)
- 10,000 이상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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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환경

ASP

•가격정책은 사업규모와 현황에 따름
•협의요청 연락처 당사 기업영업팀(02-538-9360, 김형준)

기타

•개인사용자용 홈쉴드 패키지 39,800(부가세포함)

징
•스팸뿐 아니라, 모든 불법메일 (타깃화된 피싱, 해킹, 스토킹, 협박)을 100% 차단
•과오차단 없는 정확한 분류 (발신자 자신이 분류, 거짓분류 방지장치 있음)
•설정 및 관리작업이 전혀 필요없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효과 보장
•스팸발송기술의 발달과 무관한 확정적 솔루션

주요기능
•메일비서
- 주소록 자동업데이트
- 복잡한 설정이나 꾸준한 관리작업이 필요없는 메일자동분류
- 상대방별 메일묶음(대화식 정돈)
•ID도용차단 기능, 피싱까지 완벽 대응
•바이러스 체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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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원리
<악성메일 분류과정>
① 주소록에 없는 발신자는 일단 보류
- 차단편지함으로 분류
② 메일비서의 분류확인메일
- 거짓분류 방지장치 : 스팸수신거부 및 실제 IP추적
- 분류지정 요청형식으로 거부감 제거

•홈페이지 : www.3rsoft.com
•제품 기능설명 및 A/S 담당자 : 박수호 팀장 02-573-0030 (내선609)
•제품 구매 담당자 : 김기두 과장 02-573-0030 (내선502), 011-525-9771
윤석주 과장 02-573-0030 (내선205), 016-476-9974

스팸브레이커 (Spambreaker)
사용환경

③ 스패머, 해커, 스토커 등은 응답포기, 정상발신자만 통과
- 차단편지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삭제
- 차단된 소식지는 소식지로 분류하면 됨

차단효과
•스팸 및 악성메일로부터 완전 해방
•번거로운 메일관리로부터 해방
•업무효율 제고

구매비용
Package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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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500만원(담당자 문의요망)

•권장하드웨어 사양 (일일 메일 송수신 10만 통 기준)
- CPU : Pentium4 2.4Ghz 이상
- Memory : 1GB 이상
- HDD : 40GB 이상
•지원 OS사양
- Linux 계열 : 레드햇 리눅스 7.2 이상, ES 2.1 이상, AS 2.1 이상
- Unix 계열 : Sun Solaris 7 이상, IBM AIX 5.1L 이상, HP-UX 11.00 이상
- NT : Windows 2000 이상
•DBMS
- My SQL (기본탑재)
- DB2 / Oracle

주요고객층
•관공서 : 통계청, 금융결제원, 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회도서관, 한국신용정보,
서울특별시, 증권전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기 업 : 한미은행, MBC, 대우자동차, 현대중공업, LG투자증권, 한국경제, EBS, 하나은행, 강원랜드,
연합뉴스, 현대선물, 강남케이블TV 등
•교 육 : 경희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여대, 전북대, 창신대 등

•이메일계정당 월평균 2,00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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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혁신적인 이볼루션 필터 - 최적화시 메일 유통량 1/10로 절감
- Evolu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패턴을 스스로 분석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스팸차단필터
•타 메일 서버와의 호환성
- Notes, Exchange, Sendmail, Qmail 등 모든 메일서버와 호환
•긴급 패턴의 Push 방식 지원
- 응급한 조치시 자동 업데이트의 대기 시간 전에 패턴 업데이트 지원 기능
•KT마크 인증된 고성능 MTA 탑재
- 최고 수준의 MTA(EMX) 기본탑재로 기존 메일서버의 성능향상 지원
•On-line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글로벌 스팸 네트웍 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 국내외 스팸 패턴 수집 업데이트, 업계 1위의 수준 높은 기술지원
•조직 특성에 맞게 필터 조건 변경 가능
- 기업별 / 부서별 / 개인별 필터 우선순위 설정 및 6단계 권한 설정 지원
•다양한 통계 기능을 지원
-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다중 리포팅, 조건검색 기능을 통한 스팸메일 통계 분석 지원
•Emergency Alerter 기능
- 시스템 자원 이상 시 즉시 경고 조치로 신속한 대응, 고객지원 센터로 통보
•내부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보안
- Inbound 및 Outbound 메일의 첨부 문서에 대한 내용 분석 및 차단으로 기밀 유출방지

- 첨부파일 필터기능
- 조직 별 특성에 맞는 필터링 패턴 설정 지원
- 메일복구 기능
- 다양한 형태의 검색결과 지원

차단원리
•차세대 이볼루션 필터 스팸차단 엔진

주요기능
•On-line Filter / Virus Live Update
•SMTP 공격 및 DoS(Denial of Service) 공격 차단 기능 - Smart IP 필터링
•Inbound, Outbound 스팸 필터링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정보보안 기능 지원
•인공지능 및 다양한 형태의 Filtering 기술 적용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리 기능 제공
- 다양한 통계리포트 및 그래프 기능 지원,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SBPF 기능
- 스팸메일 분석을 통한 패턴 적용 우선순위 자동 설정 변경
•기타 주요 기능
- Main Page 정보 일괄제공 기능
- 기존 운영중인 메일서버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 시스템 필터 기능
- 접속 IP 제한 기능
- 수신자 제한 기능/발신자 제한 기능
- Filter Category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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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효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E-mail 서비스 구현
•불필요한 스팸 메일을 차단하여 업무 효율 증대
•Network 자원의 낭비를 막아 안정적인 메일 서비스를 제공
•송수신 통계를 통한 메일의 사용 현황 및 문제점 추출을 위한 관리자 환경 기능
•내부 바이러스 숙주 IP 모니터링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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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용

Package

ASP

조달 구매가 기준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1 구간 :
1 ~ 2,000 User - 22,176,000원
2 구간 : 2,001 ~ 3,000 User - 27,878,400원
3 구간 : 3,001 ~ 5,000 User - 33,540,000원
4 구간 : Unlimited User - 38,016,000원
* 바이러스 백신 엔진 기본탑재 / 예산별 가격 협의 가능

•홈페이지 : www.cqcom.com
•제품 기능설명 및 A/S 담당자 : 백기영 부장 - Tel : 042-825-2495, e-mail : cloud@cqcom.com
•제품 구매 담당자 : 이정태 부장 - Tel : 042-823-2491. e-mail : jtlee@cqcom.com

스팸크러쉬 (Spam Crush)

ASP 가격 (부가세 별도, 단위 원)
1구간 : 1 ~ 50 User : 100,000원(월별)
2구간 : 51 ~ 100 User : 200,000원(월별)
3구간 : 101 ~ 500 User : 500,000원(월별)

사용환경
•리눅스, 솔라리스 등 유닉스 계열 모든 운영
Intel Pentium III 500MHz이상
RAM 128MB 이상, HDD 500MB 이상

4구간 : 501 ~ 1,000 User : 1,000,000원(월별)
* 1,000 User ASP 가격 별도 문의
* 바이러스 백신 엔진 기본탑재 / 제품설치비(Remote) 100,000원 별도
•패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서비스명
기타

스팸브레이크
Virus / Filter

주요고객층
BSP

ESP

•대학교 / 외국계 파이낸스사 등

PSP

요구 서비스 항목에 따른 별도 협의

특

징
1) 관리자 설정 최소화
2) 설치가 쉽고 웹을 이용한 편리한 관리 가능
3) 수집된 스팸데이터를 이용한 스팸메일 차단

주요기능
1) 수집된 스팸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팸메일 차단
- 패턴 검색에 의한 필터링이 아닌 중앙에서 수집된 스팸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팸메일 차단
- 저장된 스팸 데이터에서 제목, 보낸 사람, 보낸 서버를 조합하여 스팸메일 차단
2) 실시간 스팸 데이터 업데이트
- 스팸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
3) 설치가 용이하며, 어떠한 메일 서버와도 연동 가능
- UNIX 계열의 모든 서버에 설치 가능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일이나 웹메일 서버에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만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
4) 사용자나 관리자의 부가적인 작업 없이 스팸메일 차단
- 중앙에서 스팸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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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효과

5) 다양하고 강력한 필터링
- 한글/영문 필터링 규칙 적용 가능
-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 적용 및 테스트 기능 제공
- 최신의 필터링 규칙 자동 업데이트
- Skip List를 통한 삭제 제외 목록 관리 기능
6) 강력한 리포팅 기능
- 주간/월간 스팸 삭제 현황 리포팅
- 기능별 삭제 현황 리포팅
-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스팸 크러쉬 설정 및 운영 관리
7) 스팸메일 관리 기능
- 삭제된 스팸메일 즉시 복구 기능
-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스팸 정보는 압축하여 저장

•네트워크 자원 및 하드웨어낭비를 막음
•바이러스 유포 차단
•메일서버관리자에 의한 중앙집중식 스팸메일 관리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시스템 비용 절감

구매비용
Package
ASP

•Spamcrush for Linux : 20,000,000원
- User 수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이용자 1인당 월 2,000원

차단원리
•스팸데이터를 이용한 필터링(특허출원방법)
- 필터링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할 필요 없슴
- 24시간 동작하는 스팸크러쉬 에이전트가 최신 스팸 정보 업데이트 실시

스팸크러쉬
에이전트
(스팸 데이터수집)

스팸 크러쉬 센터
(시큐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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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정보 자동 업데이트

{

수집된 스팸 데이터
필터링 규칙

스팸크러쉬

스팸크러쉬

스팸크러쉬

A社

B社

C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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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 : www.ahnlab.com
•제품 기능 설명 구매 담당자 : 02-2186-6037
•A/S 담당자 : 02-2186-3082(구매 후 고객 등록한 고객 전용)

AhnLab GateScan for Email
사용환경
•공통사항
- 256MB 메모리(512MB/1GB 권장, 동시 처리 이메일 수량에 따라 다름)
- AhnLab GateScan for Email 설치를 위한 50MB저장 공간
- 첨부 메일 처리 등을 위한 최소 1GB의 저장 공간
•UNIX : Solaris Sparc 2.6/7/8 AIX 5.x HP-UX 11.00
•Linux : RedHat Linux 7.x/8.0/9

주요고객층
•2004년 3월 출시 이후 대기업/중소기업/관공/금융 등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어서 고르게 고객층
형성
•Anti-Virus, Anti-Spam, 조기차단을 통합 솔루션으로 원하는 고객이나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객들
에게 적합한 솔루션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특

주요기능
1. 최고의 보안 성능
- ERS(Early Response Service) : AhnLab GateScan의 옵션 사항으로 백신 엔진 업데이트 이전에 이
메일로 확산되는 웜 조기 차단
- 정확하고 신속한 악성 코드 방역
2. 동종 제품 대비 탁월한 스팸 차단 기능
- AhnLab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스팸 DB를 이용한 패턴매치(Pattern-match) 방식과 패턴 학
습을 통해 스팸 메일을 지능적으로 차단하는 Heuristic 방식을 통한 강력한 스팸 필터링
- 주기적인 보관소 안내 메일 발송으로 오탐 메일 수동 전송
- 메일의 제목과 본문 내용에 대한 컨텐츠 필터링
3. 네트워크 트래픽의 안정성 보장
- 자체 MTA(Mail Transfer Agent) 내장으로 안정적인 대량 메일 송수신
- 안정적이고 편리한 SMTP/POP3 프로토콜 감시
4. 다양한 리포트로 관리 효율 제고
- 실시간 감시, 수동 검사 등의 수행 정보
- 바이러스 발견 및 검사 내역 정보
- 이벤트 기록 필터링(제품의 각 기능에 대한 상세한 활동 내역을 확인)

차단원리

징
•AhnLab GateScan for Email은 이메일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경로인 게이트웨이 서버 레벨 차원에
서 이메일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코드 및 스팸 메일을 조기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임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러스나 유해한 정보가 드나드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빠른 속도로 번지는
이메일 악성 코드의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와 사용자 컴퓨터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함
•이메일의 전송 시 SMTP/POP3 프로토콜을 통해 유입/유출되는 악성 코드 감염 파일을 차단할 뿐 아
니라, 컨텐츠 필터링과 스팸 DB를 통한 스팸 메일 방지 기능을 함께 수행함
•또한 모든 악성 코드와 스팸 메일에 대한 검사 정책 및 이메일 보안 정책을 IP, 도메일, 그룹, 개인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복잡한 기업 네트워크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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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match 기법을 이용한 스팸 메일 차단
- 스팸 메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서, 수신 메일을 스팸 메일 데이
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스팸 여부를 판별하는 Pattern-match 기법을 이용함
- 스팸 메일 데이터베이스는 안철수연구소의 대응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됨
•Heuristic engine을 이용한 스팸 메일 차단
- AhnLab GateScan for Email은‘학습’을 통해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Heuristic engine을 탑재하고 있음
- 스팸메일 데이터베이스에 미처 업데이트되지 않은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포함된 Heuristic
engine은 unknown 스팸메일 차단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함
- AhnLab GateScan for Email에는 안철수 연구소에 의해 최적화된 한국어 스팸메일 차단 Rule-set이
적용되어 있어 설치 후 즉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구매비용
AhnLab GateScan for Email [UNIX]
제품명

AhnLab
GateScan for
Email [UNIX]

사용자수

(부가세별도/단위:원)

GateScan
소비자가

ERS Plug-In
소비자가

GateScan+ERS
소비자가

기본(1~499)

13,500,000

2,700,000

16,200,000

500~999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User 이상

27,000
25,000
23,000
21,600
20,300

5,400
5,000
4,600
4,320
4,060

32,400
30,000
27,600
25,920
24,360

AhnLab GateScan for Email [Linux]

차단효과
•비용 효과 측면
- 바이러스 피해 최소화로 시스템이나 데이터 복구 비용 감소
- 내부 운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입 비용 최소화
-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메일 서버의 Downtime에 대한 Failure-over
- Processing Power의 손실 방지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 Disk 공간의 손실 방지
- People Time(스팸 처리를 하는 사람이 소요하는 시간) 줄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내부 환경 측면
- 바이러스 피해 최소화
-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대응력 확보
- 실시간 바이러스 감시로 확산 원천 봉쇄
-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
- 바이러스로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보
•대외 신인도 측면
- 감염 메일 송신을 통한 신인도 하락을 원천 방지
- 신뢰성 있는 전산 자원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안전한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위상 강화
•운영 효율성 측면
- 게이트웨이 방역을 통한 감염 후 복구 작업 최소화
- 효율적인 사용자 정책 관리
- 편리한 멀티 서버 관리
- 바이러스 방역 정책의 신속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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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AhnLab
GateScan for
Email [Linux]

사용자수
기본(1~49)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User 이상

AhnLab
GateScan for
Email [UNIX]

사용자수

1,890,000
2,970,000
29,700
24,300
21,600
17,600
13,500
10,800
8,100

ERS Plug-In
소비자가
378,000
594,000
5,940
4,860
4,320
3,520
2,700
2,160
1,620

GateScan+ERS
소비자가
2,268,000
3,564,000
35,640
29,160
25,920
21,120
16,200
12,960
9,720

ERS Plug-In
소비자가

GateScan+ERS
소비자가

기본(1~499)

6,750,000

1,350,000

8,100,000

500~999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User 이상

13,500
12,500
11,500
10,800
10,150

2,700
2,500
2,300
2,160
2,030

16,200
15,000
13,800
12,960
12,180

AhnLab
GateScan for
Email [Linux]

사용자수
기본(1~49)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User 이상

500User 이상은
구간별 유저 단위 가격
(가격=유저수×단가)

비고
100User 미만은
구간별 정액 가격

100User 이상은
구간별 유저 단위 가격
(가격=유저수×단가)

(부가세별도/단위:원)

GateScan
소비자가

AhnLab GateScan for Email [Linux]
제품명

500User 미만은
구간별 정액 가격

(부가세별도/단위:원)

GateScan
소비자가

AhnLab GateScan for Email [UNIX]
제품명

비고

비고
500User 미만은
구간별 정액 가격
500User 이상은
구간별 유저 단위 가격
(가격=유저수×단가)

(부가세별도/단위:원)

GateScan
소비자가
945,000
1,485,000
14,850
12,150
10,800
8,800
6,750
5,400
4,050

ERS Plug-In
소비자가
189,000
297,000
2,970
2,430
2,160
1,760
1,350
1,080
810

GateScan+ERS
소비자가
1,134,000
1,782,000
17,820
14,580
12,960
10,560
8,100
6,480
4,860

비고
100User 미만은
구간별 정액 가격

100User 이상은
구간별 유저 단위 가격
(가격=유저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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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아이티
•홈페이지 : www.icoit.com
•담당자 : 이 용 규 팀장
•전화 : 02-2058-1250 •email : sales@icoit.com

스팸블러커(SpamBlocker)

•Open Relay방지(SMTP인증)
•간편한 장애 처리 : 시스템백업 및 복구지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차트마법사 기능
•로그 및 통계자료 파일로 내보내기(Excel 편집기능 지원)
•차단서버 엔진모듈의 라이브 업데이트
•로그/통계 레포트의 파일 출력 기능(보고서파일 백업)
•서버 모니터링 : CPU, Disk, 메모리 및 네트웍 트래픽 등

차단원리

사용환경
•Linux, Windows2000/2003, Solaris 외

주요고객층
•메일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반기업, ISP, 대학교,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

특

징
•대용량 처리 MTA내장 : 고성능 서버기반 스팸차단 엔진
•서버 호환성
- Sendmail, Exchange, 노츠등 모든 메일서버와 호환
- OS : Linux, Solaris, Windows
•SMTP기반의 V3 안티바이러스 엔진 내장(안철수 연구소)
•서버 라이브 업데이트 : 필터규칙 실시간 업데이트
•스팸메일 패턴 자동학습엔진(SVM 인공지능 학습 차단)
•한국통신기술협회(TTA) Good Software 인증제품

[주요 필터링 엔진]

주요기능
•스팸블러커 SMTP로그
•Virus백신 엔진과 통합기능 제공
•Virus메일 로그 통계 및 분석
•프로토콜 Level의 스팸메일 및 서버 접속 차단
•자동IP 블러킹 : 동일한 IP의 과도한 접속 차단(서버 공격 예방)
•개인별 메일 사서함 복구 지원
•스팸메일 발송자 추적
34 / 이코아이티

고성능 서버기반 아키텍쳐
•Spamblocker Server는 sendmail을 비롯하여 qmail, domino notes, exchange 등과 함께 연동하는
서버기반 솔루션.
•다양한 SMTP 통계 및 메일서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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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소프트

차단효과
•메일 서버의 보안강화
- 오픈릴레이 방지기능
·스팸메일 중간경유지로서의 도용방지
- 보안서비스 강화
·바이러스 백신서버(안철수 연구소 V3) 탑재 : 옵션
·악성코드 배포 및 대용량 폭탄메일 방지 기능
·악의적인 메일서버 공격 차단 : 자동 IP블러킹
•메일 서버의 효율적 활용
- 스팸에 의한 메일서버 및 네트워크 자원낭비 방지
(국내 메일의 약 85% 이상이 스팸/바이러스)
·스팸메일 보관으로 인한 스토리지 낭비 방지
·자체 내장된 메일큐(Queue)를 통한 대용량 처리
- SMTP분석/통계 활용
·메일에 대한 다양한 통계산출 : Report출력
·메일의 유형분석： 스팸/바이러스 통계

•홈페이지 : www.jiran.com
•제품 기능설명 및 A/S 담당자 :
- 본사 기능설명 : 윤두식 부장 ( 02-425-6100 내선 : 400 )
- A/S 담당자 : 주경락 대리 ( 02-425-6100 내선 : 109 )
•제품 구매 담당자 :
- 서울/경인 지역 : (주)파시테크, 김희수 팀장( 02-562-4755)
- 부산/경남 지역 : (주)BK정보기술, 장복기 사장 ( 018-512-3018)
- 대구/경북 지역 : (주)코디시스템, 김주섭 사장 ( 011-510-8498 )
- 이외 지역 : (주)지란지교소프트, 윤두식 부장 (02-425-6100 내선 : 400)

스팸스나이퍼
사용환경

구매비용
•Small Business
- 100유저 License
- 200유저 License
- 300유저 License
- 400유저 License
Package
•Enterprise License
- User Unlimited
- 1Server
•다중서버 및 호스팅용 서버

•Platforms supported
Linux on x86 (Red Hat 6.2 to 9.x, Red hat Enterprise 2.1 to 3)
Sun Solaris on Sparc (2.6 or higher)
HP-UX on PA_RISC1.1 (11.0 or higher)
FreeBSD on x86 (4.5 to 4.8)
AIX on RISC (4.3.3 or higher
•Minimum hardware requirements
- 최소사양 : Intel Pentium III 이상(유닉스 계열은 해당 CPU급), Memory 512MB 이상,
HDD 1GB 이상
- 권장사양 : Intel Xeon 2.4GHz 이상(유닉스 계열은 해당 CPU급), Memory 1GB이상,
HDD 36GB 이상
* 메일 트래픽 량에 따라 권장 H/W사양은 달라짐

주요고객층
•Package : 일반 기업/ 대학교/ 금융기관 / 공공 : 현 280여개 업체 납품
(2004/06월 현재)
•ASP : ISP ( KT비즈메카, KPOST 등에서 ASP사업 공동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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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뛰어난 스팸메일 방어 능력 ( 98%이상의 스팸 메일 필터링)
•강력한 바이러스 메일 방어 및 치료 (100% 바이러스 메일 차단)
•극적인 위협 감소 ( 동시 다발성 대용량 메일 공격 방어 / 처리)
•관리자를 위한 강력한 중앙통제 및 리포팅
•유연한 사용자 컨트롤 ( 전체 / 도메인 / 부서 / 개인 권한별 사용자 / 필터 관리)
•자동 업데이트 (1일 24회 차단필터/백신엔진 업데이트)
•효과적인 내부정보유출방지 기능 제공

주요기능
1. 스팸메일 필터링 기능
- In/Outbound Filtering 기능 : 들어오는 메일과 나가는 메일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및 스팸메일 필터
링. 특히 나가는 메일에 대한 메일 통제 수단을 제공. (특정 패턴을 포함하는 경우 메일을 관리자가 검
수한 후 전송할 수 있는 통제 기능 제공)
- 메일의 헤더/본문/첨부파일 등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스팸메일 필터링 설정 가능
- Baysian Spam Filtering 기능 : 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스팸메일 필터링을 지원. 또한 관리자의 별도
학습이 없어도 효과적인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필터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자동 업데이트. 관리자가
직접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지원.
- AI Blocking 기능 : 동일한 송신자IP, 동일한 송신자 E-mail주소 또는 동일한 제목으로 일정 건수 이
상 메일이 들어왔을 경우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실시간 스팸 성향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
- 대량메일 제어 기능 : 단시간내에 들어오는 대량 메일에 대한 공격을 방어
- 외부 불량 IP, 스패머 DB 유지 및 연동
- 차단 필터 자동 업데이트 :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1일 24회 스팸메일 필터
규칙이 자동 업데이트
2. 바이러스 메일 필터링 기능
- 백신 엔진 자동 업데이트 :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1일 24회 백신 엔진 자동
업데이트
- VPS(Virus Prevention System) 기능 : 신종 바이러스 출현 후, 백신엔진이 업데이트될 때까지의 시간
(최소 3시간 ~ 최대 2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종바이러스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 바
이러스 차단을 할 수 있는 VPS기능 지원.
- 악성 바이러스 관리 기능 : 메일 트래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의 경우 저장을 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악성 바이러스 특별 관리.
3. 스팸메일 관리 기능
- 스팸메일 오판 신고 기능 : 정상메일인데 스팸메일로 걸러졌거나, 스팸메일인데 정상메일로 통과했
38 / 지란지교소프트

을 경우,“오판신고”버튼의 클릭만으로 지란지교소프트로 오판신고 메일이 자동 전송
- 스팸메일 레포트 전송 기능 : 걸러진 스팸메일에 대한 리스트를 사용자마다 받아볼 수 있도록 스팸메
일 리포팅 기능 지원. 하루동안 스팸메일 리포트를 받고자 하는 회수와 발송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음
즉, 스팸메일 리포트는 1일 1회 이상(24회 이상도 발송 가능) 발송될 수 있도록 설정 가능
4. 편리한 관리 기능
- 단계별 필터 설정 기능 : 시스템 전체, 도메인별, 그룹별, 개인별 필터 설정 기능이 제공
- 통계 관리 기능 : 다양한 통계 기능 ( Inbound/Outbound, 기간별, 필터별, 바이러스별, IP별, 송신자
별, 수신자별, 도메인별, 그룹별, 거부사유별 통계 지원)
- 365일 무장애 기능 : 운영 중인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메일 트래픽이 멈추지
않도 록하는 방안이 지원( 지란지교소프트 백업 ASP서비스 제공 )
5. 보안기능
- 관리자가 스팸차단 솔루션에 로긴을 할 때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키보드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
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키보드후킹 방지 시스템 지원

차단원리

•SpamSniper는
- 메일 프로토콜 ( SMTP )을 직접 컨트롤하여 대량메일 공격 방어, 블랙리스트 연동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 보장
- 모든 메일에 대한 백신 처리를 함으로써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수행
- 메일의 헤더/본문/첨부파일을 모두 검사하기 위해 Heuristic, Baysian, Regular Expression을 지원함
으로써 강력한 스팸메일 필터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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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트루테크놀로지

차단효과
•비용절감 : 내부 네트워크, 메일서버, 개인 사용자 시스템 자원을 효과적으로 절감함
•메일 서비스 전반의 품질 제고, 업무효율 향상 : 불건전 메일 차단으로 근무기강 제고, 바이러스 원천
차단으로 피해 시간의 극적인 절감
•시스템 관리 향상 : 트래픽의 효율적 통제, 메일 서버 보호, 메일 수/발신 효과적인 감시

•홈페이지 : www.comtrue.com
•영업문의 : 최정하 (02-396-7005, jhchoi@comtrue.com)
•기술담당 : 박노원 이사 (02-396-7005, rwpark@comtrue.com)

구매비용
Package
ASP

•User별 패키지 가격 산정표 (담당자 문의)

클린스팸 엔터프라이즈 (CleanSpam Enterprise )

•이메일계정당 월평균 4,000원 ~ 5,000원 / 연평균 40,000원 ~ 50,000원

사용환경
•하드웨어 요구사양
- 200명 이하 : 펜티엄 4 , Memory 512 MB , HDD 36G
- 1,000명 이하 : Zeon 2.4 GHz , Memory 1 GB , HDD 72G
- 5,000명 이하 : Zeon 2.4 GHz x 2 , Memory 2GB , HDD 120G
- 10,000명 이하 : Zeon 2.4 GHz x 2 , Memory 4GB , HDD 240G
•OS : Linux / Solaris / HP-UX

주요고객층
•학교/ 관공서
- 충북도청, 파주시청,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성동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서울대학교 외 50여 기관
•일반기업
- 나라비전, 대구은행, 동양시스템즈, 삼아약품, 삼일제약 외 100여개 기업

특징 및 주요 기능
[메일서버 앞 단에 설치되는 H/W + S/W로 구성된 스팸차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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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 (스팸메일 시스템의 성능은‘차단률’과‘정확도’로 구별됨)
- 스팸메일에 대한 평균 차단률 90% 이상의 높은 차단률
- 스팸메일에 대한 95%이상의 정확한 차단효과
조직 내의 스팸차단정책(Spam policy) 지원
고객사의 스팸메일 현황을 분석하여 효과 적인 차단정책을 수립하는 서비스 제공
효과적인 온라인차단필터와 바이러스 필터를 주기적으로 제공
클린 스팸이 설치되면 클린스팸중앙센터에서 정제된 프로그램 필터와 스팸필터를 자동으로 update
하기 때문에 스팸차단율이 높음
※ 스팸DB에서 제공되는 최신 스팸pattern 이 반영된 온라인필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번거
롭게 일일이 개인필터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또한 메일 헤더 정보, 인터넷규약을 위반한 메일, 바이
러스 메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교한 필터링 룰(정규식 포함)을 적용할 수 있어 차단률이 90% 이상

성인물 접근 금지 기능
성인광고물의 청소년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윈도우 주소록에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메
일을 수신할 수 있거나 HTML 또는 Image 파일들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삭제 기능을 제공함
Reporting기능 제공
스팸메일로 처리된 메일에 대하여 IP, 메일서버, 검사한 메일수, 스팸처리된 메일수 등의 reporting 기
능을 제공함. (스팸메일과 정상 메일 바이러스 메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기 고객사의 메일 수신상태
를 check할 수 있음)
바이러스 백신
세계적인 안티 바이러스 업체 "SOPHOS"의 바이러스백신을 채택

차단원리

SMTP 공격으로부터 메일서버 보안기능
고객사의 메일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Mail bomb, DHA등의 공격으로부터 메일서버를
보호함
MTA Prevention Engine은 외부로부터 악의적인 메일서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기능을 제공
Minimal Administration
서버관리자와 메일이용자들의 스팸차단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필터링 지원방식
그룹필터와 개인필터를 이용한 정교한 필터링이 가능하며‘95% 이상’의 차단효과가 있음
개인이 받은편지함의 메일을 친구메일 / 스패머 메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일정한 기준 (보낸서
버, 참조 메일수, 받는사람수, 첨부파일갯수 등)으로 정교한 개인 필터링규칙을 생성할 수 있음

[클린스팸 엔터프라이즈 - 스팸 차단 원리]

[그룹(부서) - 스팸 필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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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팸메일 처리 방식
스팸폴더 저장, 태그방식, 발신자인증방식, 삭제
유사본문 차단 (인공지능 기능)
일정시간 동안 스팸메일로 의심되는 메일들을 임시로 저장해 두었다가 일정한 개수 이상의 메일이 수
신되는 경우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스팸메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

구매비용

[클린스팸 엔터프라이즈 - 스팸 차단 플로우]

Package
(솔루션구축)

•제품개요
클린스팸 엔터프라이즈(서버용 스팸차단시스템)은 유연한 스팸메일 차단기능/ 정
의기능 및 효율적인 스팸관리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적
합한 서버용 시스템
- 가격은 메일사용자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예) 200명 유저인 경우 소비자 가격은 2000만원

ASP

•제품개요
클린스팸 ASP(중소기업용 스팸차단 렌탈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대신 저렴한 비용
으로 운영 및 시스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스팸
차단 솔루션 렌탈(임대)서비스
- 스팸차단 : 메일계정당 월 2,000원
- 스팸차단 + 바이러스 백신 : 메일계정당 월 2,500원
※ 초기설치비 : 100천원

[ 작동 원리 #1 - Bridge 모드 ]

[ 작동 원리 #2 - DNS 참조 모드 ]

차단효과 및 타사대비 특징
•차단효과
- 스팸메일 수신으로 인한 내부 시스템 비용 절감
- 메일서비스 품질 향상 등
•타사 대비 특징
국내 최고의 안정성 - MTA 와 필터링 모듈 구조의 분리
메일을 받아들이는 서버(MTA)와 필터링기능을 수행하는 서버(스팸차단엔진)를 분리함으로써, 필터링
서버의 장애시 스팸메일을 분류하지 않고 기존 메일서버로 안정적으로 메일을 수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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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테크놀로지
•홈페이지 : www.terracetech.com
•제품 기능설명 및 A/S 담당자 : 영업팀 / 기술지원팀 02-6216-7604/7608
•제품 구매 담당자 : 영업팀 02-6216-7601/7604

메일와쳐2
사용환경
•H/W : 일일 수신통수 10만 이하의 경우 1CPU, 1G Memory, 스팸메일 저장을 위한 HDD
•O/S : Sun Solaris 2,7 이상, Redhat Linux ES, HPUX 11.0

주요고객층
•ISP - 네이트, 하나포스, 천리안, 네이버, 코넷 등
•기업 -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등
•대학교 -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교대등
•관공서 - 경찰청, 청원군청, 교육인적자원부

수상내역
•전자신문 2002 IT HIT 상품 선정 (품질우수부문)
•디지털타임즈 2002 IT HIT 상품 선정 (고객만족부문)
•Yearly Best Achievement Award 2002 - Symantec
•2003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디지털타임즈 2003 IT HIT 상품 선정 (고객만족부문)
•동적 IP 필터링 대한민국 특허 등록 (특허 제0391319호)
•동적 IP 필터링 일본 특허 등록 (2004년 8월)

주요기능
•3 Level 7 Filter 에 의한 다중 스팸메일 차단
•인공지능에 의한 스팸메일 차단
•실시간 개인별 차단 메일 확인 및 개인별 스팸 설정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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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운영 비용 최소화 추구
(매일 갱신되는 스팸룰을 통해 별도 운영 없이 최고의 성능 구현)
•메일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 조정 기능 (한국, 일본 특허등록)
•선택적 바이러스 엔진 탑재 가능
•인공지능(Advanced AI)엔진을 이용한 스팸 차단
•스팸 DNA 분석을 통한 스팸 차단
•연산 가능한 스팸룰 등록 가능 (정교한 스팸차단 구현)
•메일 유실, 지연 없는 스팸 메일 처리
•완벽한 메시지 추적 가능
•입증된 성능과 안정성 : 6천만 계정 지원, 월 약70억통의 메일처리
•동일 하드웨어 대비 월등한 메시지 처리 능력
•Spam/Virus 메일 발송 사이트 자동 차단 기능
•놀라운 확장성
- 메일서버에 따른 부하 분산 기능
- 메일서버 확장 시 서비스 무중단 지원
- 메일와쳐 확장 시 서비스 무중단 지원
- 멀티서버 싱글 어드민 기능

차단원리

SPAM
HAM
VIRUS

Connection
필터

SMTP
필터

패턴 매칭 표준 감시
필터
필터

바이러스
필터

인공지능
스팸 로봇
필터

사용자
필터

HAM

•Connection Filter
- 특허 등록 기술인 Dynamic IP Filtering기법으로 스팸 발송 IP 자동 감지 / 차단 및 DOS 공격 방지
- Connection 단계에서의 불법 점속 차단
•SMTP 필터
- 동보수신자 수 메일 사이즈의 제한
- SMTP 공격 차단 및 Mail의 HOP수 및 세션수 제한
•패턴매칭 필터
- 메일의 특정 필드를 이용한 차단
·Header : Mail From, Rcpt To, From, To, 인증ID, 제목, IP, 주소, 전체헤더, Msg I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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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본문) : 본문내용, Content-Type, 첨부파일명, Hyperlink, Fast Hyperlink 등
•표준감시 필터
- 이메일의 표준(RFC)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 차단
•바이러스 필터
- 전문 바이러스 업체의 엔진에 의한 메일 바이러스 및 첨부 파일에 바이러스 가 감염된 경우 차단
•인공지능 스팸 로봇 필터
- Heuristic Algorithm 및 Spam DNA Analysis 기법에 의한 차단
•사용자 필터
- 필터링 된 메일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및 처리
- 별도의 개인적 스팸메일 차단 룰 설정

차단효과
•메일 수신 속도 개선 등 메일서버 효율성 제공
- 성공사례 : 메일와쳐 도입 후 기존 메일장비를 절반으로 줄임.
•스팸메일 없는 메일함으로 업무 효율 향상
•메일관련 하드웨어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절감
•메일 시스템의 TOC 절감

하 우 리
바이로봇 GatewayWall Windows 3.0 [Unix 3.0 | Linux 3.0]
•홈페이지 : www.hauri.com
•제품기능설명 : (주)하우리 바이러스대응센터 김태훈 대리 [Tel : (02)828-0853]
•제품구매담당 : (주)하우리 솔루션사업부 이주현 대리 [Tel : (02)828-0850]

사용환경
•CPU : Intel Pentium III급 1GHz 이상 권장
•Memory : 256 MB 이상 권장 (메일 처리량에 따라 다름)
•HDD : 1 GB 이상 여유 공간 권장 (SCSI)
•OS
: Windows NT Server (서비스팩6 이상) /
Windows 2000 Server/Advanced Server/Windows Server 2003
(이상 바이로봇 GatewayWall Windows)
Redhat 계열 Linux 6.X 지원 (이상 바이로봇 GatewayWall Linux)
Solaris 2.6/2.7/2.8/2.9 (이상 바이로봇 GatewayWall Unix)
•기타
: TCP/IP 네트워크지원, CD-ROM 16배속 이상 권장

구매비용

Package

•200인 이상 사업장 추천
•메일와쳐 (서버용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 이용자 수 300 이하 : 800만원
- 이용자 수 500 이하 : 1,150만원
- 이용자 수 1,000 이하 : 1,500만원
•TIMS (서버용 스팸메일 차단을 포함한 메일 토탈 솔루션)
메일 시스템과 스팸차단의 환상적 조합으로 최적의 메일 시스템
구축 및 일괄 구매에 의한 비용 절감 (비용 : 문의 요망)

ASP

•30 ~ 200인 사업장 추천
•이메일계정당 : 월평균 1,500원 ~ 2,500원 / 연평균 18,000원 ~ 30,000원

PC 용

•30인 이하 사업장 추천
•Outlook, Outlook Express 용 스팸차단 소프트웨어
•개인 구매 : 12,000원 / 1년
•법인 구매 : 문의 요망
•www.spamf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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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층
•일반 기업, 공공, 금융, 군, 교육 등

특

징
1. 악성메일전용 차단엔진 탑재
2. 강력한 메일서버 성능보호 기능
3. 다양한 운영체제 완벽 지원

주요기능
1. Email을 통한 바이러스, 웜 유입, 확산 완벽차단 기능
2. 스팸메일, 웜 메일 송.수신 제한 기능
3. 강력한 통계자료 생성기능 및 보고서 작성지원 기능
4. 강력한 메일 백업 및 진단/치료/재전송 기능

하우리 / 49

5. 편리한 웹 콘솔 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6. 바이로봇 제품군과의 완벽한 호환성 제공

바이로봇 Exchange 3.0
•홈페이지 : www.hauri.com
•제품기능설명 : (주)하우리 바이러스대응센터 이현수 대리 [Tel : (02)828-0855]
•제품구매담당 : (주)하우리 솔루션사업부 이주현 대리 [Tel : (02)828-0850]

차단원리

사용환경
•CPU : Pentium 500MHz 이상 권장
•Memory : 256 MB 이상 권장
•HDD : 100MB 이상 여유공간 확보
•OS
: Windows 2000 Server /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 Windows Server 2003
•Exchange Server : Exchange 2000 Server (서비스팩1 권장) / Exchange Server 2003

주요고객층
•일반 기업, 공공, 금융, 군, 교육 등

차단효과

특

1. 바이러스 메일 및 스팸메일 차단율 : 92%
2. 연간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

징
1. 관리자가 수립한 정책 기반으로 스팸메일 완벽 차단
2. 향상된 실시간 감시기를 통한 바이러스 차단
3. 모든 프로토콜 방역 및 메일 클라이언트 지원

구매비용
Package

•Users 수에 따른 별도 가격 적용 (당사 문의)

주요기능
1. 관리자 정책에 따른 SpamManager 스팸메일 차단 기능
2. 메일 및 공용 폴더의 강력한 실시간 검색/진단 기능
3. 상세 로그 조회/검색 및 다양한 리포트 생성 기능
4. 관리자 정책에 의거한 첨부 파일 및 컨텐츠 필터링 기능
5. 관리자 설정에 의한 시스템 보고 기능
6. Microsoft Cluster Service 지원

기

타
•2004년 하반기 중 SpamManager 2.0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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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원리

바이로봇 Domino/Notes 3.0
•홈페이지 : www.hauri.com
•제품기능설명 : (주)하우리 바이러스대응센터 배대한 대리 [Tel : (02)828-0833]
•제품구매담당 : (주)하우리 솔루션사업부 이주현 대리 [Tel : (02)828-0850]

사용환경
•Memory : 512 MB 이상 권장
•HDD : 120 MB 이상 여유공간 확보
•OS
: Windows 2003 Server /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
Windows 2000 Server / Windows NT Server 4.0 (서비스팩 3 이상)
AIX 4.3.1 이상 / Solaris 2.6 이상
•Domoino Server : Domino Server R4.7 이상 또는 R5 이상

차단효과
1. 바이러스 메일 및 스팸메일 차단율 : 92%
2. 연간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

주요고객층
•일반 기업, 공공, 금융, 군, 교육 등

구매비용
Package

•Users 수에 따른 별도 가격 적용 (당사 문의)

특

징
1. 자연어 처리 엔진을 통한 완벽한 스팸메일 차단
2. 사전 방역 서비스로 바이러스 확산 조기 차단
3.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한 지능적인 검색

주요기능
1. 자연어 처리 엔진 내장으로 강력해진 스팸메일 차단 기능
2. 다양한 메일 필터링으로 전문 스팸메일 솔루션 수준의 필터링 관리
3. 신종 바이러스 백신 출시 전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사전 방역 서비스
4.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한 문서 및 파일의 중복검사 방지 기능
5. 강력한 방역 성능의 바이로봇 엔진 탑재로 완벽한 바이러스 진단/치료 기능
6. 바이로봇 제품군과의 뛰어난 연동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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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Labs

차단원리

•홈페이지 : www.messagelabs.com
•코코넛 (Coconut Inc) 박상준 컨설턴트
- 전화 : 02-6007-0158 / E mail : sjpark@coconut.co.kr
•IBM Korea 전진영 컨설턴트
- 전화 : 02-3781-7018 / E mail : jinyoung@kr.ibm.com
•MessageLabs (Asia Pacific) 강현민 컨설턴트
- 전화 : +61+2 +9409 4302(호주) / E mail : gkang@messagelabs.com
•MCI Korea 김도연 컨설턴트
- 전화 : 02-6281-7915 / E mail : Douglas.Kim@hk.mci.com

차단효과

MessageLabs Anti Spam Service

1. 바이러스 메일 및 스팸메일 차단율 : 95%
2. 연간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

사용환경

구매비용
Package

•HW & SW 불필요
•DNS 서버의 MX Record를 변경하여 기존 메일서버로 유입되던 E Mail을 Messagelabs Control
tower로 유입되도록 설정. 끝

•Users 수에 따른 별도 가격 적용 (당사 문의)

주요고객층
•교육기관 기업, 금융권, 공공기관, 포탈싸이트, 호스팅 업체등의 E Mail 보안관리의 업무를 아웃소싱을
계획 중인 고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임

특

징
•아웃소싱의 모델의 최대 장점은 고객이 어떠한 HW나 SW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IT 관리자가 시간
낭비가 많은 일에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서버의 처리 파워가 특정 E Mail의 스팸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낭비되지 않음
•스팸메일 인터넷 레벨(고객의 네트워크 밖)에서 차단함으로 스팸의 고객 네트워크 유입 원천차단
•인터넷 대역폭 보호 및 절감(인터넷 종량제)
•관리자의 수동 규칙설정
•4가지의 바이러스 백신사용 (SKEPTIC, F Secure, McAfee, Kaspersky)
•고객 서버다운시 7일간의 고객의 이메일 무제한 저장
•전 세계에 배치된 80이상의 콘트롤 타워( 1타워 = 최소 20개에서 최대 30개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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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설정된 규칙에 의존하는 필터링을 극복한 인공지능 A.I“ SKEPTIC”사용한 스팸메일 검색
및 사전차단
•ISO 17799/BS7799 (국제 정보보안 표준규격)
•신종 바이러스 사전검색 및 차단
•바이러스 Signature에 의존하지 않고 바이러스와 스팸의 유전자 및 특성을 이용하여 스캔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Management Service Provider

참고자료
•국내 참고 자료
http://news.empas.com/show.tsp/20040128n02212/?s=145&e=323
http://news.empas.com/show.tsp/20021016n04152/?s=267&e=444
http://news.empas.com/show.tsp/20030702n01051/?s=103&e=281
•해외 참고 자료
http://www.pcmag.com/article2/0,4149,847636,00.asp
http://crn.channelsupersearch.com/news/crn/47377.asp

•관리의 편의성
- 멀티 도메인 지원
- 웹 기반 환경의 관리자
- 스팸 매니져(SPAM MANAGER)
(본사의 서비스에서 차단된 SPAM MAIL를 보관하는 웹 영역)
- 스팸메일로 분류된 E Mail 백업 및 수신자 복구기능
- 자동 Notification 발송(사용자 E Mail 복구지원)
- E Mail 원문보기 지원

차단원리
[MessageLabs E- Mail 스캐닝 순서및 처리과정]

DNS 블랙리스트

주요기능
•SPAM MAIL 검색조건 및 특징
- 관리자 설정 White/Black List (IP, Domain)
- 공개 블랙리스트
- DNS Black List
-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 메일헤더 분석
- 인공지능 A. I SKEPTIC 5GB 이상의 휴리스틱 규칙사용
- Bayesian Probability
•통계 및 리포팅
- 기간별 통계 (일, 주, 월, 년)
- 필터링 규칙분류별 통계
- 바이러스 분류별 통계
- 차단된 SPAM MAIL 목록발송(알림 메세지)
•바이러스 스캐닝 및 통제기능
- 4가지의 안티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여 메일검색
(SKEPTIC, F Secure, McAfee, Kaspersky)
- 10분마다 안티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 바이러스 간염 된 이메일 격리차단 (30일간의 격리기간)
- 바이러스 검색 시 보낸 이, 받는 이, 관리자에게 알림 메세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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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효과
•금전적 비용효과 측면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 도입비용 절감 :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불필요
- 관리인원 및 비용 절감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증가 :
→ 고객 기업의 생산성 증가
- MSP (Management Service Provider)
솔루션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이기에 고객의 E Mail 관리 :
→ 운영 및 관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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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환경 측면
- 인터넷 대역량 보호
- 알려지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대응력 확보
- 실시간 바이러스 업데이트
- 시스템 자원 절감
•대외 신인도 측면
- 기업의 정보 보호

구매비용
•Anti Virus Service OR Anti Spam Service (1 서비스) : 관계자 연락 요망
•Anti Virus Service AND Anti Spam Service (2 서비스) : 관계자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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