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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 Security Suite
다양한 공격을 방어하는 단일 솔루션

언젠가는 조직 내 누군가의 부주의로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이벤트의 연결고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악성 이메일을 열어볼 수도 있지만, 엔드포인트를 통해 진입한 위협이 네트워크에
상주하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정찰을 실시하며 데이터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지능형 표적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
이메일 , 엔드포인트를 모두 보호하는 단일
콘솔 보안 관리 솔루션
• 이메일과 엔드포인트까지 보호하는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스팸 엔진

FireEye Security Suite로�공격�체인�저지

피싱 또는
랜섬웨어 이메일

엔드포인트
보안 침해

네트워크
데이터 도용

•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툴

비즈니스상의 이점

• 보안 관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
• 심각한 침해 사고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비즈니스 영향 최소화

• 벤더 통합 및 긴밀하게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간소화된 구매 및 사용자별 요금으로 비용
제어

사칭�공격, 인증�수집 URL
및�시그니처리스�악성코드를
비롯한�지능형�피싱 무력화

안티바이러스, 행동�분석
머신�러닝, 상황별�위협
인텔리전스, 탐지�및
대응(EDR)을�통해 보호

내부�네트워크에서�콜백�봇넷,
백도어, 지능형�공격�및
제로데이�공격, 악성코드를
사용하지�않는�공격자를 차단

FireEye Security Suite는 모든 규모의 조직에 네트워크, 이메일 및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능형 공격을 방어하고 사고 대응을 가속화하며 핵심
비즈니스를 보호합니다.

사용자 수가 100~2,000명인 조직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FireEye Security Suite는 여러 공격
경로를 보호하여 데이터 손실 및 비즈니스 중단을 종종 야기하는 연쇄적인 이벤트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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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 Security Suite의 작동 방식
반복
프로세스
1.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의 경보 통합

2. 인텔리전스, 규칙, 분석의
상관관계 파악 및 적용

3. 가장 중요한 위협
발견 및 차단

4. 지침에 따라 위협
억제, 해결 및 탐지

네트워크 보호
• 제로데이 익스플로잇 및 다중 흐름 공격을 비롯한 지능형 시그니처리스

엔드포인트 보호
• 안티바이러스 엔진 , 행동 분석 및 머신 러닝을 통합하는 단일 에이전트와

• 악성코드를 사용하지 않아 포착하기 어려운 내부 공격자 활동 탐지 및

•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의 최신 침해 지표 (indicators of
compromise,IOC) 를 활용합니다 .

악성코드 차단

연동합니다 .

저지

• 악성코드의 상주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위협 서버에 대한 콜백

• 탐지 및 대응 툴 (EDR) 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식별 및 차단

이메일 보호
• 바이러스와 스팸은 물론 , 업무용 이메일 침해 (business email
compromises,BEC) 라고도 하는 CEO 사기와 같은 사칭 공격까지
저지합니다 .

• 제로데이 공격 , 로우 볼륨 공격 , 스피어 피싱 공격 등의 지능형 URL
위협을 방지합니다 .

보안 운영 간소화
• 중요한 경보 포착 및 신속하게 대응

• 상황별 인텔리전스 , 규칙 및 분석을 경보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 이메일
및 엔드포인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 .

• 작업을 자동화하고 보안 시너지를 만들어 실질적인 위협을 해소합니다 .

• 간편한 클라우드 설치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이메일 제공자 보안에
최적화된 솔루션

사용자
사용자

보안 운영 간소화
및 이메일
위협으로부터
보호

엔드포인트
위협으로부터 보호

방화벽

사용자

인터넷

공격자 내부 이동으로부터 보호
네트워크 위협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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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안 아키텍처의 일부로서 Security Suite

FireEye에 대한 자세한 정보: www.FireE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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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 회사입니다. FireEye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 국가 수준의 위협 인텔리전스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Mandiant® 컨설팅을 결합한 단일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 보안
운영의 완벽한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FireEye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이를 방어 및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의 사이버 보안 부담을
줄이고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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