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Eye 개요

FireEye에서는 정부, 기업, 개인에게 발생하는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인적 비용, 마음의 평화, 환경에 대한

주요 사실

통제감 등 사이버 공격이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영향과 결과로부터 고객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FireEye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FireEye는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서비스, 국가 수준의 위협 인텔리전스

등 독보적인 일선 전문가들의 역량을 통합하여 이 같은 사명을 실천하는 유일한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FireEye는 Helix
라는 통합 보안 운영 플랫폼의 형태를 통해 고객의 보안 자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고객이 정말 중요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FireEye
의 Expertise On Demand 서비스를 통해 당사의 전문가들이 귀사의 보안팀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언제든 클릭 한 번이나 전화 한 통화, 또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합니다.

FireEye는 매일 일선에서 사이버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한 FireEye의 독보적인 실시간 정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매년 35만 시간 이상의 사고 조사와 사이버 보안

컨설팅, 700여명 이상의 숙련된 위협 연구원, 플랫폼 엔지니어, 악성코드 분석가, 인텔리전스 분석가 및 조사자를 망라한 20
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전선
인간
전문성

FireEye는 이 같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분석 및 생성하고, Managed

Defense 팀의 역량을 강화하며, Mandiant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가 보안 침해에 대비, 대응 및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ireEye 제품과

서비스가 오늘날의 공격자들과 그들의 수법에 직접적으로

혁신
주기

대응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혁신 주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FireEye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최고의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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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텔리전스

전 세계 56개국에 걸쳐 배포된 3백만
개의 가상 머신 이미지에서 시간당
50,000~70,000건의 악의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인텔리전스

세계 각지의 사이버 위협 운영 센터에서
매일 매시간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격자 인텔리전스

180여 명의 인텔리전스 분석가와
연구원이 23개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35여 개 그룹을 비롯해 수천 명의 위협
범죄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

20개국에 배치된 수백 명의 Mandiant
전문가가 53개국에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의 가장 중대한 보안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FireEye 솔루션

FIREEYE ECOSYSTEM

유용한 리소스

EXPERTISE ON DEMAND

• FireEye 고객 사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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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컨설팅
MANAGED DEFENSE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운영 지원
역량 개발

• FireEye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www.fireeye.kr 웹사이트 방문

HELIX
타사
데이터 및
솔루션

•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

애플리케이션

기술

NETWORKSECURITY
EMAIL SECURITY

ENDPOINT SECURITY
DETECTION ON DEMAND

FireEye Helix

사고 경보부터 해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운영 플랫폼입니다. FireEye Helix는 고객의 보안 툴을 통합하고 SIEM, 오케스트레이션 및
위협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강화하여 보안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FireEye Network Security 및 포렌식

세계에서 가장 지능화된 공격을 분석하여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 자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능형
위협 방어 및 보안 침해 탐지 솔루션입니다.

FireEye Endpoint Security

다양한 엔진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며 악성코드와 익스플로잇을 차단하고, 지능형 공격을 탐지하며, 세계 최고의 일선 대응 담당자들이 개발한 대응 툴과 기술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엔드포인트 솔루션입니다.

FireEye Email Security

일선에서 얻은 공격 및 공격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메일을 통한 위협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차단하는 이메일 보호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악성코드와
수상한 URL은 물론, 피싱 및 사칭 기법까지 차단합니다.

Verodin 보안 측정

사이버 보안 효과를 측정, 관리 및 개선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조직에 제공하는 보안 계측 플랫폼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통제 기능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자산을 실제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FireEye Expertise On Demand

우수성을 인정받은 광범위한 FireEye 보안 전문 기술을 유연하게 이용하여 보안 운영 역량과 능력을 확대해 주는 연간 구독 서비스입니다. Expertise On
Demand는 필요한 전문가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인재의 고용, 교육 및 유지에 따른 비즈니스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FireEye 위협 인텔리전스

조직이 사전 예방적인 방어 수단을 구축하고, 경보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리소스를 할당하며, 사고 대응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상황에 따라 고도로
맞춤화된 형태로 선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단순히 보안 제품의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이상의 효과를 실현하는 인텔리전스 구독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입니다.

FireEye Managed Defense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이버 보안 전문성과 FireEye 기술, 공격자에 대한 독보적인 지식을 결합하여 공격 주기의 조기에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침해의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관리형 탐지 및 대응(MDR) 서비스입니다.

FireEye Mandiant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고 대응 및 평가, 개선 및 혁신 컨설팅 서비스로, 조직의 중요 자산을 보호합니다. Mandiant는 공격자의 행동, 독보적인 위협 인텔리전스,
특별히 설계된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비즈니스 위험을 최소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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