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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및 내용1. 제안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1. 제안배경

기존 카드 단말기와 달리 POS단말기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신용카드의 모든 정보를기 카 기와 리 기 터 을 통 개 용카 의 를
저장하고 있어, 신종 수법에 따른 해킹을 당할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신용인증 값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실정이다.

2. 제안내용

신종 수법에 의한 POS 단말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베스트 백신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베스트 프로페셔널 PC용 백신

중앙관제를 위한 어베스트 서버용 백신 1개 이상 필요(중앙관제 불필요시 제외)

중앙관제를 통한 POS 단말기 백신 업데이트 가능



2 POS 단말기 피해 사례 분석12. POS 단말기 피해 사례 분석1

2007년 부터 POS 단말기를 통한부터 기 통
해킹의 위험성 강조

[이투데이 2007년 1월 1일]



2 POS 단말기 피해 사례 분석 22. POS 단말기 피해 사례 분석 2

금융감독원 집계(해외 복제카드 피해액)
2006년 : 52억원2006년 : 52억원
2007년 : 34억원
2008년 : 38억원

업계에서는 7개 카드사들의 연간
피해액은 약 130억으로 추정하고 있음.

[서울신문 2009년 11월 5일]
[서울신문 2009년 11월 4일]



3 POS 단말기 해킹 경로3. POS 단말기 해킹 경로

1 해킹방법1. 해킹방법

포스단말기의 신용카드 정보는‘이메일 해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다. 해커들이
전국 중 대형 카 가맹점 중 안이 취약한 OS 단말기에 퍼펙 키 거’ f전국 중·대형 카드가맹점 중 보안이 취약한 POS 단말기에 퍼펙트 키로거’(Perfect 
Keylogger, 해킹 프로그램)를 심어놓은 뒤 고객들이 카드를 긁는 순간 정보를 미리
지정해 둔 이메일 주소로 받는 수법이다.

2. POS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실시간 유출 흐름도

[서울신문 2009년 11월 4일]



4 POS 단말기 해킹 차단 방법4. POS 단말기 해킹 차단 방법

해킹 원천 차단 현실적 어렵다 새 바이러 가 발견될 때마다 에 맞“해킹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될 때마다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안철수연구소 관계자). “금융당국이
복제가 안 된다며 추진하고 있는 ‘IC카드’도 안전하지 않다. 중국에서 이미 IC카드복제가 다며 추 하 카 하지 다 중국에서 이미 카
판독기가 만들어졌고 암호화된 정보를 그대로 IC카드 칩에 심는 기계까지
개발됐다.”(카드업계 관계자)

1. 현실적으로 POS 단말기의 원천 차단은 어려운 상태이며,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신용카드업계 정보보호 국제표준규정)에서y y
규정하고 있는 보안 규정을 강화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하 하는 방법 뿐이다.

카드 소유자 정보 및 민감 정보 암호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카드 소유자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보안 시스템 프로세스 정기적 테스트 등 12개 항목 [서울신문 2009년 11월 4일]보안 시스템·프로세스 정기적 테스트 등 12개 항목



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1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1

어베 의 대 장점

1.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19.4%)

어베스트의 10대 장점

2. 세계 10대 엔진에 속하는 세계최고의

신뢰성 있는 엔진을 사용한 제품

3 세계 백신업체 중 최다 업데이트 서버 1 000개 보유(빠른 실시간 업데이트)3. 세계 백신업체 중 최다 업데이트 서버 1,000개 보유(빠른 실시간 업데이트)

4. 최다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글로벌 언어 지원으로 한국어외 30개)

5. 실시간 감시 모듈 8개 지원(파일시스템방어, 메신저, 웹방어, 네트워크방어, 메일 등)

6. 악성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전 바이러스 부팅검사(32bit에서만 지원) 지원

7. 웹 상에서 실행되는 웹 해킹 페이지 자동 차단(악성 스크립트 진단 및 차단)

8 DD 의 원인인 웹바이러스을 진단하고 차단(루트킷 진단 기능을 통한 차단)8. DDos의 원인인 웹바이러스을 진단하고 차단(루트킷 진단 기능을 통한 차단)

9. 긴급 바이러스 발생시 Push 업데이트 기능을 통한 빠른 업데이트 제공

10. 최저가격을 통한 최고의 백신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2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2

어베 의 신뢰성어베스트의 신뢰성

Avast!의 인기도 Avast! 사용자

• Apple.com - 58위
• Naver.com - 109위

• 전세계 – 약 1억명사용자
(PC 10대중 2대는 어베스트 사용)

Avast!의 인기도 Avast! 사용자

• Symantec.com - 380위
• Avast.com - 506위
• Ahnlab.com - 54,581위

알툴즈(알약) 37 507위

• 국내 – 1백만 사용자

본 자료는 세계적인 Alexa.com의
웹사이트 랭킹 정보(2009년 8월 17일

• 알툴즈(알약) - 37,507위

출처 : http://www.avast.com
http://www.avast.co.kr

기준)입니다.

어베스트는 세계적으로 많은 방문자가 찾는 검증된 사이트이며 백신 사용자가
인정한 백신입니다인정한 백신입니다.



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3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3

수동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진단테스트 결과 1

출처 : Anti-Virus Comparative N0. 21, February 2009
On-demand Detection of Malicious Software
http://www.av-comparatives.org



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4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4

수동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진단테스트 결과 2

출처 : Anti-Virus Comparative N0. 21, February 2009
On-demand Detection of Malicious Software
http://www.av-comparatives.org



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55. 어베스트 백신의 장점 5

Awards



6 어베스트 서버 및 PC 백신 가격6. 어베스트 서버 및 PC 백신 가격

1. 서버 백신 가격
항 목 수 량 소비자가격 제안가 비 고

[단위:원/VAT별도]

2. PC(POS) 백신 가격 – Windows XP, CE, MobilePC용

avast! 서버 5대용 3,000,000 300,000

( ) 백신 가격 , , 용

항 목 수 량 소비자단가 공급단가 비 고

200대 이하 50,000/ea 18,000원/ea

* 타백신 사용시 윈백 20% 추가 할인

avast! 프로/PDA 500대 이하 16,000원/ea
1,000대 이하 14,000원/ea

타백신 사용시 윈백 추가 할인

* 중앙관리(ADNM)은 윈도우 XP/7용 경우에 300,000원 추가시 제공

(윈도우 CE, 모바일PC용은 중앙관리 미지원)



7 고객사7. 고객사



(주)소프트메일(http://www.softmail.co.kr)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 마리오타워 1204호
전화:02 3486 9220 팩스:02 3486 9331전화:02-3486-9220 팩스:02-3486-9331 
메일:info@softmail.co.kr
메라크 메일서버 솔루션 : http://www.merak.co.kr
안티바이러스 & 웹필터링 : http://www.avast.co.kr
스팸차단/UTM/방화벽 : http://www.halonsecurity.co.kr차 화벽 p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