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개요

핵심 분석 기술

파일이 유입되는 모든 구간에서 보안 위협 탐지 및 차단 

파일을 주고받는 모든 환경에서 의심하기 힘든 형태의 비실행형(Non-PE), 문서파일로 침입하는 콘텐츠 매개형 보안 

위협과 악성코드를 사전에 탐지·차단해주는 전문 위협 대응 솔루션으로 망분리 환경에서 망연계 연동, 문서중앙화 

또는 파일 업로드 구간(예: 웹 게시판) 등의 보안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파일 유입 구간 보안 위협에 대해 사전 탐지·차단

파일 보안 구축형 제품

·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진단 및 차단 

· 스토리지 및 저장 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내역 진단 

망연계 구간

파일이 내부망으로

전송되기 전 악성코드 분석

[파일이 내부 시스템에 들어오는 경로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위협 제거]

문서중앙화 구간

파일이 스토리지에

저장되기 전 악성코드 분석

웹 공용 게시판 구간

파일이 게시판 서버에 저장되기 전

업로드 된 파일의 악성 코드 분석

· 용량 제한 없는 파일 검사 진행 

· 악성코드 탐지 후 관리자 알람, 직관적 관리 보고서 제공 

APT 공격으로부터 보안 위협을 사전에 탐지·진단·분석·차단하는 플랫폼 

MARS 플랫폼은 기존 시그니처 기반 솔루션과 행위 기반 APT 보안 솔루션들의 단점을 극복하는 디버거 분석, 즉 

자동화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반의 콘텐츠 악성코드 진단기술 입니다. MARS 플랫폼에 탑재된 시큐레터 제품은 

콘텐츠 또는 비실행형 파일들이 수집, 저장, 활용되는 모든 구간에서 선제적인 보안 위협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위협 대응 플랫폼입니다. 

위협 분석  콘텐츠 식별 및 구조분석 콘텐츠 무해화 기술 디버거 분석  콘텐츠 취약점 차단/진단

MARS D 동적 분석

VM기술 활용, 이상행위 식별 및 진단

MARS S 정적 분석

시그니처 진단으로 악성파일 분류 및 차단

MARS C 암호화된 압축파일 진단

암호 설정된 문서 및 압축파일 차단 설정

MARS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진단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악성파일 여부 판별

MARS CDR 악성코드 콘텐츠 무해화

콘텐츠를 통해 유입된 악성코드 차단 및 제거

MARS CTI Threat Intelligence

잠재 또는 현재 위협 진단 Big Data

MARS R 리버스 엔지니어링

파일 분석용 샌드박스 취약점 공격(Exploit) 

탐지 및 차단



솔루션 구성 망연계 환경 등의 구간에서 이동, 유입되는 모든 파일에 대해 세부적 진단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패턴 기반의 악성

코드 내재 파일을 탐지 및 차단

망연계 구간 파일이 내부망으로 전송

되기 전 악성코드 분석

외부망

Data Transfer

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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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자료전송 솔루션 연계 웹 공용 게시판 솔루션 연계문서중앙화 솔루션 연계

문서집중화(또는 중앙화) 구간 파일이 

스토리지에 저장되기 전 악성코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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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게시판 구간 파일이 게시판 서버에 저장

되기 전 업로드 된 파일의 악성코드 분석

외부 사용자 내부 사용자HWP

제품 사양 구분 SLF450 SLF900 SLF1800 SLM

제품 구성 분석, 탐지(단일장비) 분석, 탐지(단일장비) 분석, 탐지(단일장비) 분석, 탐지

CPU 인텔 제온 실버 2.1G 인텔 제온 실버 2.3G 인텔 제온 골드 2.2G 인텔 제온 실버 2.1G

메모리 용량 64 GB 128GB 256 GB 64 GB

디스크 타입 
및 용량

2 x SSD = 480 GB
Available (480 GB)

4 x SSD = 480 GB
Available (960 GB)

4 x SSD = 960 GB
Available (1.9 TB)

2 x SSD = 480 GB
Available (480 GB)

2 x SAS = 1.2 TB
Available (1.2 TB)

3 x SAS = 1.2 TB
Available (2.4 TB)

5 x SAS 1.2TB
Available (4.8 TB)

2 x SAS = 1.2 TB
Available (1.2 TB)

RAID (SSD/SAS)RAID 1
SSD RAID 10

SAS RAID 5
SSD RAID 10

SAS RAID 5
(SSD/SAS)RAID 1

랙 마운트 1U 1U 2U 1U

인터페이스 1G Copper x 6Port 1G Copper x 6Port 1G Copper x 6Port 1G Copper x 6Port

전원 2 x 800W 2 x 800W 2 x 1400W 2 x 800W

가상 머신 32개 64개 128개

※ 장비의 성능 수치는 고객사 환경 및 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장점 · 악성파일 탐지율 100%

 (KISA 2019 성능평가 국내 최초 악성파일 탐지율 100% 달성)

· 압도적인 악성문서 진단 속도 43.28초

 (GS인증 1등급 획득, TTA시험성적 평균 응답시간 43.28초)

· 기술 혁신성 ‘혁신제품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조달 / 혁신제품 선정 

 (수의계약/구매면책/기관평가 반영)

· 비실행파일 악성코드 차단 전문 (Non-PE File)

 문서파일(hwp, MS Office, pdf), 이미지파일(bmp,  

 jpeg, png, gif), 압축파일(zip, arj, rar, tga 등)

CC 인증, GS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정보보호 제품 선정, 

중소벤처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

솔루션 문의

Tel: 1670-8780

E-mail: sales@seculetter.com

기술 지원

Tel: 031-608-8880  

E-mail: se@secule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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