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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Somerdata Ltd 설 립 일 1997년

소 재 지

본사: 영국, Wells

한국 Representative: (주)씨너렉스

한국 및 미국포함 전세계 10여개국 파트너사

주요사업

■ Cybersecurity products

■ Communications E1 to STM-4 Splitters, 

converters, capture equipment

■ DAB Audio equipment and software

대표전화 전화 : +44 (0) 117934050 홈페이지 www.somerdata.com

Somerdata의 전문 인력은 자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보안, 통신 및 DAB방송 제품을 개발, 제조, 공급합니다.

회 사 명 ㈜씨너렉스 설 립 일 2016년 9월 1일

소 재 지

서울 중구 퇴계로36길 2, 충무로관 신관 309

주요파트너사: Somerdata, IBM, DellEMC,  

MBC, NIMBUS, NetNumber, Emotion

주요사업

■ 사이버보안

■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인메모리DB

■ 방송, 통신

대표전화 전화 : 1566-6795 홈페이지 www.synerex.kr

씨너렉스는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및 방송, 통신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IT 전문 기업입니다.

SYNEREX

http://www.somerdata.com/
http://www.somerd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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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 보안 전송 (보호 네트워크 -> 비보호 네트워크)

➢ 100% 하드웨어장비 – PC, 네트워크카드, 운영체제(리눅스, 윈도우)로
구성된어플라이언스장비아님

➢ 고속데이터일방향전송장비

➢ 완벽한보안요구또는데이터유출불가보장요구

➢ 높은안정성을위한자동절체이중화경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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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높은 보안 네트워크 보호

• 피싱, 트로이 목마, 중간 감염자 및 BYOD 손상으로부터 데이터 도난을 방지

• 분리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합법적인 차단

• 원자력, 석유, 가스, 석유 화학 및 핵심 인프라 유틸리티를 위한 제어망 보호

• TCP 데이터의 고속 스트리밍

송·변전 철강산업 원자력발전

배전 공장자동화 화력/열병합

자동차제조

화학제조

항공

항만

철도

도로/교통

댐/수자원 수처리 정유/에너지 도시가스/송유 방송/통신 환경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7554&ei=1FRIVYLHPOLKmwXv4IDoAw&bvm=bv.92291466,d.dGY&psig=AFQjCNEqZhh1_CjAmO3EtJ5uQGbKIss4fw&ust=143089006088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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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망

제조사

DMZ

인터넷

인터넷망 업무망 통합보안관제

AROW

AROW

송·변전 철강산업 원자력발전

배전 공장자동화 화력/열병합

자동차제조

화학제조

항공

항만

철도

도로/교통

댐/수자원 수처리 정유/에너지 도시가스/송유 방송/통신 환경

방화벽
인터넷과 사내망 논리적 분리

망연계 장비
인터넷 망과 업무망간

상호 자료교환

일방향 전송장비
제어망에서 업무망으로

일방향 자료전달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7554&ei=1FRIVYLHPOLKmwXv4IDoAw&bvm=bv.92291466,d.dGY&psig=AFQjCNEqZhh1_CjAmO3EtJ5uQGbKIss4fw&ust=143089006088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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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보호네트워크로부터비보호네트워크로전송
•비보호영역네트워크의서버는 AROW의 low side data port에 TCP socket 연결
•해당소켓을통해전송된메시지는프로세싱을위해비보호영역네트워크의수신서버에도착

비보호영역네트워크
의서버

AROW

보호영역네트워크
의서버

Messages and protocol 

encapsulation

TCP/IP socket

Packetizing De-Packetizing

TCP/IP socket

Messages and protocol de-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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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 운영 – 2개의 분리된 네트워크용 2채널 독립 경로

TCP so
cket s
erver

TCP so
cket se
rver

Control & status

Control & status

Control & status

Control & status

TCP so
cket s
erver

TCP so
cket s
erver

Dirty

Clean

Live High side 
packet driver

Backup high side 
packet driver

Live low side 
packet receiv
er

Backup low s
ide packet 
receiver

비보호영역네트워크 1

비보호영역네트워크 2

보호영역
네트워크 A

Clean

Dirty

보호영역
네트워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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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절체를 위해 이중화 크로스 연결 통로 제공

스트림 오류 시 자동 절체

TCP so
cket se
rver

TCP so
cket se
rver

Control & status

Control & status

Control & status

Control & status

TCP so
cket se
rver

TCP so
cket se
rver

Dirty Clean

High Bandwidth 
link

Live high side 
packet driver

Backup high side 
packet driver

Live low side 
packet receiv
er

Backup low 
side packet 
receiver

비보호영역서버 -메인

비보호영역서버 -백업

보호영역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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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하드웨어제품

•데이터인터페이스 - Gigabit Ethernet/1000 Base-T, Optical or Copper Options using  TCP, 

UDP Unicast and Multi-cast

•고속일방향내부 optical connections

•독립적인제어인터페이스제공 10/100 Ethernet

•Non-volatile settings storage for instant power loss recovery

•이중화핫스왑모듈지원

•전원이중화

•원격상태모니터링

•1U Rack mount , half-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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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WBftp 데이터전송관리 –파일폴더트리,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FTP, 이메일, WSUS, Rsyslog, etc

AROWBftp 오픈소스, 크로스플랫폼 Python scripted. 관리자는고객이요구사항을
정확하게설정가능, 보안감시자는코드베이스를쉽게검사

AROWBftp 파일가용성, 새로고침주기, 삭제, 전송속도, 오류감지, 타임스탬프, 파일
재구성을제어

AROW의 direct tcp 연결은 웹캠에서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것과 같이 운영 체제 전반에 스트리밍을 허용

On the high side (Linux) use tools like netcat:
nc 10.0.0.3 9876 | mplayer -

On the low side (Windows) use tools like ffmpeg:
ffmpeg –f dshow –I video=“Logitech QuickCam Zoom” –f mpegts tcp://192.168.2.9:9876 

Direct UDP Streaming

AROW는 direct Unicast 및 Multi-cast UDP datagrams을 지원함

Simultaneous  transmission of TCP and UDP data 

Direct TCP Streaming

3rd Party 솔루션연동지원 – Logpresso(로그프레소, 이디엄)과연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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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수자원

제어설비의각종센서에서수집된 PLC, DCS 데이터를일방향으

로업무망 ERP, MES 등에전송함으로써제어망의설비보호

서버

PI서버

터빈센서

DCS/PLC

분석시스템

일방향전송

교통/철도/항공

도로, 철도, 항공, 항망등제어신호체계구간의데이터를일방향

으로전송함으로써신호체계의안전성보장

서버

일방향전송

스마트팩토리/원격관제

제어망및 IT망의시스템들로부터데이터혹은비디오를일방향

으로수집하고실시간모니터링함으로써통합관제센터및수집

네트워크보호

유관기관/원격유지보수

해외제조사의원격모니터링또는유관기관제공정보를일방향

으로만전송함으로써외부침입을원천적으로차단

통합모니터링

일방향전송

Rsyslog
Logpresso

관제센터

제조사

정보공개 웹

일방향전송

웹서버

외산 설비

IP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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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향 보안 게이트웨이를 미적용한 위
시스템은 하이재킹을 포함한 보안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빅데이터 수집

– 빅데이터 수집 &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단방향 보안 게이트웨이는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
대해 보장된 에어갭을 제공할 수 있으며 AROW는
Logpresso와 연동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부 공
격으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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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Clean PC
(Management PC)

PMS

Clean PC
(Management PC)

Manual (As-Is)

Internet Network Office Network

 Patch file
scanning

 Patch file download

 Patch file
uploading

PMS

AROWBftp
- Sender

PMS

AROWBftp
- Receiver

Automatic(To-Be)

Internet Network Office Network

 Patch file
Download
& Scanning

 Patch file
Upload

 Patch file sending

 Patch file
sending

Air-GapAir-Gap

수동 -> 자동패치정책준수
망분리 환경에서 관리자가 수동으로 관리하는 패치 및 업데이트 업무를 패치 파일을 단방향으로 자동 전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며 반대 회선은 물리적으로 단선된 에어갭(Air-Gap)을 형성하여 망분리 환경을 유지. 

일방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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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및활용방안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예: ClamAV)를 AROWBftp 송신 서버에 통합하여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 후 배포
할 수 있습니다. 백신중계, 패치관리, 업데이트 관리등 다양한 목적으로 중앙 관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분
리된 네트워크 영역간 안전한 파일 배포 기능을 제공합니다.

Patch Server

Network
Zone A

Patch Server

Network
Zone B

WSUS Server

Update Server

WSUS Server

Update Server

AROWBftp
- Sender

AROWBftp
- Receiver

일방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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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씨너렉스는 Somerdata AROW 국내 기술 지원팀 운영 및 영국 본사 원격 기술지원 제공

매월 2주간 상주

영국본사 Somerdata

고객의 운영환경 이해 및
신속한 지원

운영 지원, 문제 지원,
정기점검 및 진단

Code fix

• Special Build

• Patch(FixPack)

• Version-up

WW Product 
Development

• AROW 이슈 신속

처리를 위한 지원

LAB Advocate

AROW
Level 3

Support 

H/W
Support Team

S/W
Support Team

• 24 X 365 지원

• H/W
• S/W(Python)AROW 담당

엔지니어 L
A

B
 A

d
v
o
ca

te
 



박재덕 이사 010-9867-3755 / jdpark@synerex.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