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 Do!

TnD-WSIS Line Up
모델

WorkGroup Edition

Standard Editon

Enterprise Edition

•Intel Xeon E5-2609v3
(6Core / 1.9G)
•32GB Memory
•1TB SATA HDD×2ea(RAID)
•LAN : 1
 0/100/1000
Copper 2ea
•Redundant Power Supply
•VM×3ea
•Main URL 50ea(Max 100),
Sub URL 50,000ea
(Max 100,000)

•Intel Xeon E5-2609v3
(6Core / 1.9G)×2ea
•64GB Memory
•480GB SSD×2ea(RAID)
•LAN : 10/100/1000
Copper 2ea
•VM×6ea
•Main URL 200ea(Max 300),
Sub URL 200,000ea
(Max 300,000)

정보보안의 ‘미래’를
다시 생각합니다 !

License

이미지
(하드웨어 별도)

권장사양

•Intel Xeon E5-2603v3
(6ore / 1.6G)
•16GB Memory
•1TB SATA HDD
•LAN : 10/100/1000
Copper 2ea
•Redundant Power Supply
•VM×1ea
•Max Main URL 30ea,
Sub URL 30,000ea

•Main URL 50ea,
Sub URL 50,000ea
* Standard/Enterprise Edition에만 추가
가능 (최대 추가 수량은 각 에디션 권장
사항 확인)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보호하는 ‘정보보안’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정보보안전문기업 티앤디소프트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로

기능

고객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탐지 패턴 및 YARA 룰 제공
•Blocking List 시그니처 생성
•웹크롤러제공
•유사도 분석, 키워드 분석, 디페이스 분석 제공
•탐지대상 도메인에 대한 자동 Sub URL 추출기능
•최신 패턴의 악성스크립트 탐지 기능
•PCRE 패턴 키워드 설정 및 난독화된 스크립트 해독 기능 제공
•데드링크, 외부링크 분석
•동적 행위분석

Solution & Service
정보보안 솔루션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SI
* 확장성 : 병렬 확장으로 추가 확장 가능함

보안운영 및 관제
유지보수

웹 보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안관제시스템, TnD-WSIS
2009년 디도스 대란, 2011년 금융/언론사 전산망 마비, 2013년 6.25 사이버테러, 2015년 여의도 사이버테러, 2016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고객정보 유출, 그리고 2017년 국내 대규모 호스팅업체 랜섬웨어 감염 등 이제 해킹은 단순히 서버 다운이나 디페이싱에 그치
지 않습니다. 악성코드를 삽입해 기업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심화하는 웹 해킹에 대한 보안 대
책은 일시적 의사소통과 서비스 단절이라는 근시안적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 신뢰와 기업인지도 하락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토탈서비스 전문기업인 ㈜티앤디소프트의 WSIS(Web Safety Inspection System : 웹 안전도 검사시스템)는 탐지대상 URL
등록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Agentless 방식으로 운영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단순 모니터링이 아
닌 하위링크까지 분석/탐지하여 철저한 예방과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신속한 대처 능력까지 모두 갖춘 TnD-WSIS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안관제시스템입니다.

MEMO

벤처기업 확인서

GS인증서

특허증

특허증

(악성프로그램 탐지장치
및 그 방법)

(웹 서비스방법 및 그 장치)

주식회사 티앤디소프트(T&D Soft Co., Lt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C동 802호 www.tndsoft.com
마케팅·기술·제휴문의 : T. 031-705-0301 F. 031-8018-8938 E. sales@tndsoft.com

혁신이 주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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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특장점
홈페이지는 기업의 얼굴이자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위해 ‘홈페이지 보안’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SIS

구성도 & 주요화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잠재적인 위험 분석과 탐지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WSIS만의
특장점을 제공합니다.

WSIS 시스템 구성도

㈜티앤디소프트의 WSIS(Web Safety Inspection System : 웹 안전도 검사시스템)는
외부 사용자 관점에서, 크롤링을 통해 수집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웹 사이트의 안전성을

Agentless 방식으로 탐지대상 서버 부하 최소화

모니터링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안관제시스템’입니다.

URL 등록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하위링크
자동 분석 가능

효율성

WSIS는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성

효과적인 병렬구조의 웹 크롤링으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통합 감시와 분석이
가능합니다.

WSIS

탐지대상 홈페이지의 URL 개수에 따른
분산 크롤링으로 실시간 분석 가능

이벤트 발생 모듈

분석 모듈

통합 감시/관제

침해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시간 홈페이지 의심 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 체계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위변조 감시

관리대상 웹사이트의 증가로 철저한 중앙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

패턴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 은닉을 인지 못 해 피해확산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

보안성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위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필요
웹 방화벽, IPS 등의 보안 장비만으로는 웹 해킹공격 완벽 차단 불가능

•스냅샷 추출 •하위링크 추출 •외부 URL 탐지
•상태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행위 분석 •일/주/월간 보고서

40여 개의 백신을 통한 평판검사

대시 보드

가상머신을 통한 의심 파일에 대한 행위 분석

탐지대상 홈페이지

WSIS 크롤러

WSIS 분석기

악성도메인 및 키워드 감시
악성도메인 배포지 확인

편의성

직관적인 대시보드 제공
크롤러 상태관리 및 수집정보 제공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제공

청와대 해킹 사건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접속불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위변조

메인 화면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기대효과

주요기능

WSIS는 홈페이지 해킹 위협과 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줍니다.
신뢰도와 안전성은 물론 기업가치도 향상됩니다.

•다중 웹사이트 관리 기능으로 효율 향상
•시스템 설정 변경 없이 즉각 검사

악성코드

사이버 위협
기업 가치

UP

웹 서비스 신뢰도 향상
•오류사이트 신속한 대처
•웹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
•침해사고 외부 확산 사전 탐지
•악성코드 감염 사전 차단

•위협요소에 대한 다양한 분석
•하위링크까지 위협요소 탐지

위협 & TCO

DOWN

디페이싱
점검대상 웹 페이지의
문자열 및 이미지
해시정보를 통해
원본과 비교하여
설정된 유사도에 따라
디페이싱 판단

통계 화면

설정 화면

분석방법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으로 디페이싱,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하위링크까지 행위 분석과
탐지가 가능합니다.

TCO 절감

이벤트 화면

크롤러가 발생시킨
트래픽을 분석하여
설정된 악성코드
시그니처와 일치하는지
확인

키워드
행위 분석
의심파일을 추출해
동적 분석을 수행하며,
백신 평판검사를 통한
악성 프로그램 판별

관리자가 설정한 특정
키워드(개인정보,
해킹패턴, 특정 태그)가
탐지대상 홈페이지에
존재하는지 확인

어떠한 이벤트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WSIS만의 6가지의 분석 기법과 모니터링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데드링크
자동 URL 분석기를
통하여 홈페이지 내
접속이 불가능한
링크 정보를 추출

URL 기반의
병렬 크롤링 기법

탐지대상 URL을 등록하는 것 만으로
자동 하위 URL을 분석
탐지대상 URL의 개수에 따른 네트
워크 부하 및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병렬 크롤링 기법 사용

4

행위 분석

크롤러가 수집한 콘텐츠를 분석하여
의심파일을 추출해
40여 개의 백신을 통한 평판 검사 수행

2

하위링크 분석

3

키워드 분석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탐지대상 URL은
페이지 분석모듈에 의해 자동 링크 수집
되며, 하위링크 URL 수동 등록 불필요

탐지대상 URL에서 추출된 하위
URL 등을 분석하여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키워드 탐지

하위링크 탐색 중 숨어있는 오류페이지
또는 데드링크 모니터링 가능

등록된 악성도메인을 탐지하여
URL 내 악성도메인 확인

5

6

악성코드 분석

홈페이지 내 의심파일을 대상으로
최신 yara 룰을 통한 악성코드 분석
(네트워크 기반 시그니처 사용 안 함)
자동 및 수동 행위 분석 기능 제공
디페이싱 정확도 향상
(Text 매치,Fuzzyhash, image hash 분석)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탐지대상 웹서비스의 서비스상태
(단절, 지연, 오류, 디페이싱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