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비스 개요

1-1. 스팸메일의 피해



1. 서비스 개요

1-2. 메일을 통한 자료유출



1. 서비스 개요

1-3. 재택 근무 중 정상메일 수신

수요기업 메일서버

메일 수신자

EmailSecurity v10 Cloud

EmailSecurity Cloud Center

E-mail

고객사 메일 관리자

안전해….

스팸이 없군…

이글아이 자동업데이트 서버



1. 서비스 개요

1-4. 재택 근무 중 스팸메일 유입

수요기업 메일서버

메일 수신자

E-Mail DLP Cloud Center

E-mail

고객사 메일 관리자

스팸이 유입됐다
주의하자…..!!!

스팸이 잘
차단됐군…

이글아이 자동업데이트 서버

EmailSecurity v10 Cloud



2. 서비스 이행 계획 및 역량

2-1. 이행 계획의 타당성



2. 서비스 이행 계획 및 역량

2-2. 이행 계획의 타당성

▪ 검증된 안정성 및 레퍼런스 보류

• 데이콤 메일호스팅에 스팸차단 솔루션 구축

(2006년)

• 한진그룹 스팸차단 솔루션 구축 (2006년)

• 웹포탈 사이트 NATE에 스팸차단 솔루션 구축

(2008년)

• 우리은행 이메일 승인감사 시스템 구축 (2010년)

• 현대카드 이메일 승인감사 시스템 구축 (2011년)

• 한국석유공사 이메일 승인감사시스템 구축

(2012년)

• KT 스팸차단 솔루션 구축 (2019년)

• KT 이메일 승인감사 시스템 구축 (2020년 현재)

▪ 이메일 보안 솔루션 전문 개발회사

• 업계최초 이메일 스팸 차단 솔루션 개발 업체

(2002년 SmartFilter 개발)

• 업계최초 이메일 승인감사 시스템 개발 업체

(2009년 GS인증 획득)

• 메일아카이브 프로그램 등록 (2013년)



3. 서비스 우수성

3-1. 서비스의 구체성 및 필요성

정상

잠재적인 위협
(Suspicious)

위협
(Critical High)

행위 기반 탐지

평판 기반 탐지

시그니처 기반

탐지

정상
(Known Normal)

비정상
(Known Malicious)

Unknown

알려진 악성 코드

정상 첨부 파일

무언지 모르는 파일



3. 서비스 우수성

3-2. 서비스 편의성



4. 서비스 운영 실적

4-1. 수요자 확보현황

▪ ASP 스팸 차단솔루션 운영 및 구축형 고객사 (약 200여 곳)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관 신청 프로세스

1.일정 : 2월 16(화요일)부터 신청접수(선착순)
2. 등록 : https://www.k-voucher.kr/user_join_buy.php

2-1. K바우처에서 [수요기업]으로 회원가입 > 온라인신청만 가능, 약 10일정도 소요

3.  준비서류(필수서류 4가지)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2-1.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2-1.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우대 서류

(해당 시
택일하여
제출)

1. 벤처기업 확인서 정부24(www.gov.kr) 또는 벤처인(www.venturein.or.k)

2. 이노비즈 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or.kr)

3.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www.mainbiz.or.kr)

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www.smart-factory.kr)

5. 강소기업 인증서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6. 브랜드K 인증서 중소기업유통센터(www.brandk.kr)

7. 여성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8.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10.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사업운영기관 발급 공문인정, 협약서 불인정)

창업사업화 지원사업(www.k-startup.go.kr)
* 창업성공패키지는 졸업장 제출
R&D 지원사업(www.smtech.go.kr)

11.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제출서류 없음)

4. 제로페이 신청 방법(제로페이는 서류접수없이 신청 가능, 카드 수수료 없음)
4-1. K바우처에서 [수요기업]으로 승인 되었다면 K-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수요기업] > [바우처신청(카드/신용카드)]에서 제로페이 선택

4-2. 기업제로페이 www.bizzeropay.com에서 [수요기업/공급기업] 회원가입 > [일반기업/공공기관]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3. 바우처 상품 구매화면에서 구매 한도 40만원 확인 후 바우처 상품권 구매

4-4. 상품권 구매 신청 화면에서 구매금액 40만원 입력하여 구매 신청하시고 이후 진행 시 나타나는 가상 계좌에 40만원을 입금

* 40만원 바우처 상품권 구매 시 400만원 비대면 상품 구매 가능(정부지원 90%)

4-5. 30분 후 휴대폰번호로 상품권 PIN번호가 제공되며 [비플제로페이] 앱을 설치하고 상품권 PIN번호를 등록하면 완료

5. 상품구매
5-1. K바우처(www.k-voucher.kr) 로그인

5-2. K바우처(www.k-voucher.kr) 상단 검색 화면에 정보유출방지인 경우 ‘세이퍼존‘ , 이메일 보안의 경우 ‘이글아이＇를 검색

5-3. 검색된 화면에서 수요기관에 맞는 상품선택 후 구매

5-4. 자세한 사항은 02) 525-141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k-voucher.kr/user_join_buy.php
http://www.bizzeropay.com/
http://www.k-voucher.kr/
http://www.k-vouc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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