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active Protection Against 
Advanced Cyber Threats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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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많은보안솔루션들을갖추어도공격을당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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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Virus

Anti-Spam

NAC

Web Gateway

Firewall

IDS & IPS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코드 공격 받는 유형

첨부파일정상기능을이용한해킹, 비정상적인기능을이용한해킹으로유입되는악성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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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행문서파일 (Non-PE) 의악성코드정밀분석

• 리버스엔지니어링기법의CPU, 메모리분석

• CEV(보안취약점공격) Exploit위치에서악성탐지

• 악성쉘코드의실행전 악성코드탐지

CVE 탐지 알고리즘

사전 할당된 비공개
메모리크기 관리

Nop Sled 탐지

예측가능한
포인터 스캐너

의심스러운 문자열 감시

ESP 제어 관리

스택 NOP 덮어쓰기 감시

스택 속성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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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  Detection Algorithm

• Page Number entry, Tag ID field is 0x0129
• HalftoneHints entry, Tag ID field 0x0141
• YCbCrSubSampling entry, Tag ID field 0x0212
• DotRange entry, Tag ID field 0x0150

Data Count field 가 0x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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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Assembly Level 리버스엔지니어링을통한악성코드진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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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진단분석 - MARS 알고리즘
2. 기술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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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Center

위협 인텔리전스

이메일피싱

랜섬웨어

APT공격

중요자산보호 운영의편리함 효율적인비용

MARS S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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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속되는 랜섬웨어 공격 시큐레터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랜섬웨어로고민중인중소기업이라면누구나! 비대면서비스바우처

[비대면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이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기업의디지털혁신을지원하기위해비대면서비스를지원하는정부지원사업

•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이메일을사용하는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보유기업)

• 지원금액: 220만원 (기업자부담30% 포함) 

• 제공혜택: 시큐레터랜섬웨어이메일탐지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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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SecuLetter File Security (S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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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계솔루션연계

망
분
리

문서집중화솔루션연계

SLF

SLF

웹공용게시판

SLF



차세대 APT 방어기술

GS 1등급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기술 설명GS 인증을 위한
TTA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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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탐지유형

악성코드 공격

보안기술

보안 취약점
및 대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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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공격PE File (exe, dll, sys)

APT 공격Non-PE File (HWP, MS Office, PDF)

Virus, Worm, Trojan etc.



정적분석

동적분석

리버스엔지니어링
• 하나의 행위(API)를 실행하는 데 이용되는 수

백 개의 어셈블리코드를 분석하여, 악성행위
를 정확하게 진단

•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
고, CVE 코드에 기반한 진단 결과를 표시

PE(실행) 파일진단

신뢰하는 디지털 서명이 된 PE 파일(EXE, DLL, SYS 등)은 화이트리
스트에 등록하고, 그 외의 파일은 설정에 의해 차단하는 기능 지원

암호화된압축파일진단

암호가 설정된 문서 및 압축파일에 대한 차
단 설정 기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상 파일의 악
성 여부를 판별

MS Office, HWP 파일 내의 Macro, PDF 파일
내의 JS 악성 여부를 판별

Threat Intelligence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파일, URL)를 시큐레터
가 개발한 엔진과 결합하여, 잠재적 또는 현재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진단

CDR (Content Disarm & 

Reconstruction)
문서 내 악성 URL 및 실행코드가 포함된 액티브
컨텐츠(Macro, JS 등)를 제거

• 유입된 파일에 대해, 시그니처 진단으로 악성 파일 분류 및
차단

• 파일 타입 분석을 통해, 이메일에 첨부하기 부적합한 파일의
차단 지원

• 문제가 되는 개체의 실행코드를 추출하여 진단 및분석

• 전문 분석가가 사용하는 수동 분석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자
동화하여, 오탐, 미탐을 최소화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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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행위를 진단, 분석, 차단 즉, 의심되는 프
로세스가 실행되기 전 진단

• 자원(CPU, GPU, 메모리, 파일, 디렉토리, 네
트워크 등)에 접근할 때발생하는 이상행위를
식별 및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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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APT 방어기술

기술 설명KISA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결과확인서

ㅌㅍ



E-mail
시큐레터 APT솔루션

URL

600 K / Day
이메일 데이터

연간2억건의이메일
데이터를학습한AI 모델

일평균50개의
신규위협발견

발견된위협
실시간배포

주간단위의신규
AI 모델생성

200M+

50+

Weekly

SLE/SLF는KT AI 분석플랫폼과연동을통해실시간악성URL 및파일차단서비스를제공

AI 분석 플랫폼

위협 인텔리전스
(SLCTI)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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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위협분석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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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업경쟁력
ITSS CC 인증획득APT 대응표준

기술혁신성
중소벤처기업부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선정

금융보안정책강화 –전자금융감독
규정시행세칙‘공통사항수립적용

인증 및 특허

진단속도 43.28초
GS인증1등급획득,품질과성능모두검증

MARS 탐지률 100%
KISA 정보보호제품인증APT 대응장비성능평가

클라우드/SMB 사업확대
SLES, SLCS 런칭보안서비스확대

KISA 성능평가탐지률 100%, 진단속도 43.28초(GS/CC인증), 중기부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지정
이메일 APT 보안, 파일보안과 CDR, 클라우드보안서비스사업확대

전세계에서유일자동화된리버스엔지니어링기반악성코드탐지,진단,분석,차단솔루션기업

KISA 성능평가 탐지률 100%, 진단속도 43.28초(GS/CC인증),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이메일 APT 보안, 파일 보안과 CDR,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사업 확대27

이메일로 유입되고 진화하는 악성코드 공격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ProactiveProtectionAgainst 
Advanced Cyber Threats

www.seculetter.com

기업고객 : 1670-8780

진화하는악성코드, 랜섬웨어공격
시큐레터가그 해결책을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