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을 다투는 상황

ThreatIQ

오늘날 맬웨어와 사이버범죄 수법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실시간 위협정보의 확보 및 활용이 기업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가
장 좋은 방법입니다.

맬웨어 방역 강화를 도와주는
ThreatIQ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정보 수신

ThreatTrack이 선보이는 ThreatIQ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확보하기 어
려운 실시간 맬웨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ThreatIQ를 통해 고객 여러분
은 우리 회사의 연구진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보안 협력관계를 통해
식별된 수많은 악성 URL 및 IP 주소, 악성 의심파일, 피싱 링크 등 맬
웨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방호는 촉각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요 보안정
보를 접수하는 즉시 ThreatIQ를 통해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ThreatIQ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방화벽과 IDS/IPS 게이트웨이, 메
일 보안대책 등 방역수단을 보강하여 위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이버보안의 핵심

기업은 ThreatIQ를 손쉽게 자체 보안기반에 접목시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
게 위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ThreatIQ를 통해 여러분의 보안솔루션이 최신
의 맬웨어 위협을 막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통합
» 실시간 서비스
» 정보형태의 유연성
» 풍부한 정보 제공

ThreatIQ Essential로 여러분의 기업 보안을 강화하세요.

맬웨어 위협

ThreatIQ 고객 여러분은 ThreatIQ Essential 보고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여러분의 보안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억종 시대

악성 HTTP 차단 보고 - 맬웨어 파일에 직접 연결되는 고도 악성 링크

---------------------------------------

의심 HTTP 경고 보고 - 위협행태 분석을 통해 기록된 URL 및 IP 주소

ThreatIQ는 상세하고 폭넓은

악성 HTTP 피싱 보고 - 액티브 피싱 시도의 활동양상

맬웨어 정보를 제공하여
대기업, 보안업체, 연구소 및

맬웨어의 정확한 행동양상 등 보다 상세한 위협정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ThreatIQ Essential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추가기능이 제공됩니다:
동적 행태분석 보고 - 우리 연구진에서 실시하는 맬웨어 샘플 상세분석

정부기관이 구비한 사이버
방호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영역 점검 보고 - 의심스럽거나 악성인 도메인, 서브도메인 및 IP
맬웨어 실행파일 격리소 - MD5 해시 맬웨어 바이너리
맬웨어 트래픽 보고 - 위험성 높은 샘플이 있는 PCAP(네트워크 캡쳐) 파일

지금 바로 ThreatIQ 서비스를 구매하여 여러분의 사이버 방호를 강화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866-5709 또는 sales@gfi.kr로 문의하거나
www.gfi.kr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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