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E C H N O L O G Y   

개요 
I RON P ORT   

바이러스 방지 기술   
포괄적인 다중 검사 멀티벤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개 요   바이러스 공격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강력한 보안을 갖춘 메시징 플랫폼으로 
네트워크 경계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이러스를 찾아내 
차단하는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역부족입니다.  

이와 같이 진화하는 위협과 맞서기 위해 
IronPort®는 가장 포괄적인 다중 검사 
멀티벤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IronPort Virus Outbreak Filters™
 −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먼저 신종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차단하여 
중요한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합니다. 

• 통합형 McAfee 및 Sophos 
안티바이러스 엔진 − 기존의 여러 
바이러스 탐지 방식을 지원하면서 
가장 복잡한 바이러스 공격도 
막아냅니다. 

 

 
인터넷 IronPort Virus 

Outbreak Filter 
McAfee  

Sophos 

필터링된 
메시지 

 
 
 

바이러스 방어 극대화: 독점적인 IronPort 기술과 McAfee 및 Sophos의 바이러스 필터링. 

 
 

 
 

 

기 능   업계 최고 성능의 바이러스 탐지 및 검사 
기술을 선보이는 IronPort, McAfee, 
Sophos의 안티바이러스 기술이 IronPort  
C-Series™ 및 IronPort X-Series™ ESA(email 
security appliance)에서 완벽하게 통합된 
멀티레이어 바이러스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예방 및 차단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그 탐지 후 실제 
안티바이러스 식별 파일이 배포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관리자는 이 기간에 
IronPort Virus Outbreak Filter 기술을 
사용하여 알려진 패턴에 따라 바이러스를 
식별하여 새로운 식별 파일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이를 격리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예방적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McAfee 및 Sophos의 안티바이러스 엔진과 
완벽하게 통합되며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새로운 서명 업데이트가 나오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탐지 방법: 가장 광범위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검사 과정에서 McAfee 및 Sophos 
안티바이러스 엔진 모두 각 수신 메시지와 
파일을 분석하고 그 유형을 파악한 다음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효율성과 
처리량을 보장합니다. McAfee 및 Sophos 
안티바이러스 엔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탐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포괄적인 다중 검사 멀티벤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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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계속)  

패턴 일치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코드 시퀀스에 따라 바이러스와 
그 밖의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를 
탐지합니다. 패턴을 생성하므로 엔진에서 
원래의 바이러스뿐 아니라 동일 바이러스 
계열의 파생된 버전까지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McAfee와 Sophos는 상호 보완적으로 
바이러스를 처리합니다. McAfee의 검사 
엔진은 파일에서 알려진 위치부터 시작한 
다음 바이러스 서명을 검색합니다. 때때로 
파일의 극히 일부를 검색하여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달리 Sophos 검사 
엔진은 여러 짧은 코드 시퀀스를 동시에 
검색하면서 바이러스 서명을 탐지합니다. 

고급 에뮬레이션 기술 암호화된 바이러스와 
다형성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엔진 중 하나라도 어떤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의심하면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 바이러스가 
무해하게 실행되고 암호가 해독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엔진은 바이러스 서명을 검사하여 
바이러스를 식별합니다. 이 강력한 엔진은 
여러 검사 모드를 지원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휴리스틱 분석 두 엔진 모두에서 사용하면서 
바이러스 코드 패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바이러스의 변형을 
찾아냅니다. 휴리스틱 분석은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문서 또는 이메일 
메시지가 종종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롬프트 없이 파일을 
수정하거나 메일 클라이언트를 호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엔진은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여 이러한 유형의 컴퓨터 명령어를 
탐지합니다. 이 엔진은 안티바이러스 조치를 
내리기 전에 바이러스와 다른 적법한 행동도 
검색하여 잘못된 경보 발효를 예방합니다. 

 

 
다양한 바이러스 처리 옵션  

관리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시지를 여러 
옵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새로운 공격 유형이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파일, 암호화된 파일 또는 잘못된 
형식의 메시지에 바이러스를 숨기는 
수법으로 안티바이러스 방어 기술을 피하려 
합니다. 이 IronPort 솔루션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메시지를 탐지하여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완벽하게 통합된 바이러스 격리 기능 추가 
옵션을 통해 바이러스 메시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통합형 안티바이러스 방어 기술을 갖춘 

확장형 게이트웨이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IronPort ES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메시지 환경에 적합한 
완벽한 통합형 안티바이러스 보호를 위한 
확장성을 실현합니다. 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복잡한 신종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고 업무상 
중요한 이메일이 계속 수신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  최고의 효율성 IronPort Virus Outbreak Filter와 
McAfee 및 Sophos의 안티바이러스 기술을 

통합한 IronPort 어플라이언스는 업계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면서 

오탐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IronPort 어플라이언스는 여러 독립적인 

솔루션을 통합하여 각각의 효율성을 활용해 

보안을 극대화합니다. 

확장 가능한 바이러스 방어 IronPort 
어플라이언스의 탁월한 성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메시지 환경에 적합한 완전 
통합형 안티바이러스 보호를 위한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바이러스 
필터링을 수행하므로 그룹웨어 서버에 
필요한 리소스 및 네트워크 내 대역폭 
요구 사항을 크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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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계속)  

통합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 TCO 절감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하므로 관리하기 쉽고 
자동 업데이트 및 "한 번만 설정하면 
되는" 정책으로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도 
해결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바이러스 
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그룹웨어 서버에 
필요한 리소스 및 네트워크 내 대역폭 요구 
사항을 크게 줄입니다. 

 

 
 

그 림  1.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유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IronPort ESA는 멀티레이어 
방어 기술로 잠재적 
바이러스를 차단합니다. 

 
 

 

 

 

 
관리자에게 알림 

정상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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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메시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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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검사 멀티벤더 보안을 지원하는 IRONPORT  

바이러스의 수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이 광범위한 바이러스 위협을 포괄하는 
솔루션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IronPort의 안티바이러스 기능(IronPort Virus Outbreak Filter, McAfee Anti-Virus, Sophos 
Anti-Virus)은 고성능 바이러스 검사 솔루션을 게이트웨이에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멀티레이어 멀티벤더 바이러스 필터링을 지원합니다. 

 
IronPort 전용 AsyncO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IronPort C-Series 및 IronPort X-Series ESA는 
초당 수백 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MTA는 초당 10개 ~ 20개의 
메시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IronPort ESA의 탁월한 성능은 이메일 인프라를 대규모 신종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업무상 중요한 이메일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문 의   IRONPORT 를 시작하는 방법  

IronPort 제품이 어떻게 고객의 이메일 인프라를 보호하고 그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IronPort 세일즈 담당자, 채널 파트너, 지원 
엔지니어가 언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업계 최고로 꼽히는 Cisco IronPort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650-989-6530으로 전화하거나 www.ironport.com/leader에서 문의하십시오. 

 

 

 
 

 

 

 

 

 
 
 
 
 
 
 
 
 
  

 

 

IronPort Systems 
950 Elm Avenue, San Bruno, California 94066 
전화 650.989.6500 팩스 650.989.6543 
이메일 info@ironport.com 웹 www.ironport.com 

 
Cisco 사업부인 IronPort Systems는 소기업부터 Global 2000 기업까지 다양한 환경에 안티스팸,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어플라이언스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IronPort 어플라이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메일 및 웹 
위협 탐지 네트워크이자 데이터베이스인 SenderBase를 활용합니다. IronPort 제품은 혁신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획기적인 성능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업무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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