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건�가운데�하나의�이메일
이메일�공격의�경로

매일

매일 공격자들은 무려 1억 5천만 건의 피싱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메시지를 인쇄해 한
줄로 펼쳐 놓는다면 41,843km(26,000마일)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입니다.

2,690억 개의
이메일이
전송됩니다.1

가장 큰 표적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자는 관리자 및 경영진,

재무 데이터, 지적 재산 등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표적으로부터 독점 정보와 개인 정보를

관리자 및
경영진

빼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합니다.

•••

많은 공격자가 개인 연락처 정보,
고객 정보 및 물리적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무 데이터
지적 재산

2/3

91%

발송된 이메일 3건 중 약 2건이
스팸입니다.2

84%

대다수의 조직은 스피어 피싱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4

대다수의 사이버 범죄가
이메일로부터 시작됩니다.3

발생 경로
예기치 못한 접근

1

사이버 공격자는 필요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합니다.

정찰

공격자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에 대해 알리거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요청합니다.

3

2

피싱

소셜 엔지니어링

이메일이 실제라고 가정하고 직원은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고
자신도 모르게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공격자는 지난 통화를
언급하는 후속 이메일을
보냅니다.

4
유출

시스템이 감염되면 해커는 이메일, 웹,
파일 전송 및 터널링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훔친 데이터를 탈취합니다.

5
임무 완수

훔친 데이터를 손에 넣은 해커는 데이터를
인질로 몸값을 요구하거나 불법 경로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익화합니다.

피싱 기반 침해 사례의 95%에서 소프트웨어 설치가
뒤따릅니다.4

이메일 침해의 손해 비용은
막대합니다.

$362만

66일

금전적 손해

복구 시간

이메일 침해로 인한
평균 손해 비용

재발률

27.7%

24개월 이내에 실질적인 2차 데이터 침해가

침해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발생할 가능성5

전 세계적으로 침해로 인해 도난 기록당 발생하는 평균 손해
비용은 $141이며, 특히 의료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일부 산업이
겪는 손실은 이보다 막대합니다.

•••

도난당한 기록당 평균 손해 비용

$380

5

$245
$223
$200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적 서비스

$188

교육

생명과학

사고 대응 팀의 운영과 광범위한 암호화 사용으로 도난
기록당 $19까지 데이터 침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4

FireEye 이메일 보안으로 더욱 견고한
보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피싱 및 랜섬웨어로부터 조직의
비즈니스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항상 최신 보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직접 업그레이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어 피싱 및 기타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보호를
구현합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의
어떤 이메일 환경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포괄적인 상황 정보가 포함된 위협
인텔리전스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탐지하기 어려운 다중 경로, 다중
흐름 공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합니다.

FireEye 이메일 보안으로 직원, 데이터 및 자산을 보호하세요.
www.FireEye.com/email.html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무단 접근으로 인한 비즈니스 위험 최소화
• 운영 비용 절감

• 물리적 인프라 없이 몇 분 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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