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신러닝엔드포인트프로텍션플랫폼
적용방법및사례

(주)파고네트웍스 권영목대표 / Solutions Architect

Prevention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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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무엇이가장먼저생각나십니까?

1979년생
로봇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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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악성) 주체 – MALxx with File-xx Attack

MALware
MALicous Activities

* 발표자 주

-사용자에 의한보안위배활동은 주제에서논외로합니다.
- “Insider Threat”또는 “User Behavior-based Threat” 보안영역에더적합합니다.

File-based Attack
File-less Attack
Known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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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보안강화위치는?

보안투자지속
But,

공격도지속

USB 메일
첨부파일

SNS
첨부파일

웹기반다운로드
공유폴더

블루투스

FTP
파일다운로드

멜버타이징
(Malvertisting)

취약점기반
Exploit 공격

MALxx활동
종착지점
방어강화 ??

MALxx유입경로
방어강화 ??

선택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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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강화해야할,공격대상 – “Endpoint”

Endpoint
개념/범위확대

Server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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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엔드포인트보안시장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춘추전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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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엔드포인트보안시장 – 주목할기술

-머신러닝

-딥러닝

- 멀티레이어보안 EPP 

- 멀티레이어보안 EPP

-머신러닝 EPP

인공지능
(AI, EPP)

확장
(EPP의 인수합병 / 자체개발)

- 시그니쳐

- 행위기반

- 휴리스틱

- BAD URL

- 안티익스플로잇

- Cloud 샌드박스

- 평판조회

멀티레이어 보안
(기존 AV 기반, EPP)

-머신러닝추가

+ 머신러닝 EPP 합병

+ EDR 개발

+ EDR 합병

+ ED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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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머신러닝• 시그니쳐
• 휴리스틱
• URL 블랙리스트
• 행위기반
• 평판조회
• 안티익스플로잇
• 클라우드샌드박스
• 주기적인작동

- 시그니쳐업데이트
- 풀스캐닝

• 머신러닝

For Known MALxx

For Un-known
MALxx

• 멀티레이어보안 + 머신러닝
• 머신러닝 Only 기술

• Known
• Un-Known 
상관없이,
최대한높은방어율
달성

머신러닝적용의미 – For W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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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이탐지/차단하는, MALxx와방어방법

랜섬웨어 바이러스 다운로더 드롭퍼

트로얀

웜 봇 리다이렉터

백도어 익스플로잇

전자화폐
채굴멀웨어 애드웨어

키젠
크랙툴

게임핵툴

툴바

키로거 스크린샷툴

패스워드
크랙툴

루트킷

포터블툴

최대한
높은방어율달성

Scoring
(스코어링)

Predictive
(예측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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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기술 –살펴볼사항 (고려사항)

• Pretict (예측기반)
• Scoring (스코어링기반)

• 머신러닝은만능 / 철벽보안기술이아닙니다.

ü EPP / EDR 상관없이 (NW 보안에적용된, 모든머신러닝기술포함)

ü 예측기반스코어링

• 최종판단이추가될경우, 적용효과급상승

ü “악성코드같아요 (looks like malware)”è실제로이부분에서, 많이차단합니다

ü 전천후, 자동시스템이아님

ü 최종적으로한번더들여다볼필요가있는

“악성코드특성 (특히 Un-Known)”을골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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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기술 –벡터추출 (No 행위, No 시그니쳐, NO 평판)

아래사진은무엇입니까? (멀웨어분석관점에서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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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기술 –벡터분석의중요성

플랜테인
(Plantains)

플랜테인 바나나
채소 과일

풀 맛 단 맛

바나나보다, 크다 플랜테인보다, 작다

두꺼운 껍질 얇은 껍질

검정색 à 녹색 à 노란색 녹색 à 노란색

아래사진은무엇입니까? (멀웨어분석관점에서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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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기술 – Scoring 샘플 1

짧은머리,문신,파란반바지 (Un-Known 파일 2개처리과정)

Vs.

Scoring = 15 Scorin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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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기술 – Scoring 샘플 2
보안 SW

“인증서탈취”
코드싸이닝
악성코드공격

파일1 – Un-Known 파일2 - Unknown
정상적인
보안 SW

Scoring = 50 Scorin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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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기술 – Scoring 샘플 3
기존 ”멀티레이어보안 – No 머신러닝” 머신러닝엔드포인트대응

• 1차백도어사용

-일부백신시그니처보유=> 2017.09.25시그니쳐, (VT-43/64)
-고객사기존AV도시그니처보유 (abc.JPG) à (AV 입장 : Known)

• 2차백도어사용 (Un-known)
-일부백신시그니처보유=> 2017.09.25시그니쳐, (VT-14/63)
-단,고객사기존AV 시그니처없음 (abc.EXE)à (AV입장 : Un-known)

• 3차백도어사용 (Un-known)
-모든백신에서시그니처가없도록,멀웨어자체제작

: 의도적으로코드벡터수정및Unknwon으로생성

-악성툴의 “특정문자스트링” 1개수정 : DoS mode àDtS mode

• 4차백도어사용 (Un-known)
-백신시그니처도없지만,추가적인회피기능추가한멀웨어제작

: 의도적으로,샌드박싱 / VM 환경의분석방해기능추가

:샌드박싱 / VM 회피기능

Scoring 98
탐지 / 격리 성공

Scoring 99
탐지 / 격리 성공

Scoring 100
탐지 / 격리 성공

Scoring 100
탐지 / 격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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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보안 +머신러닝기술
(실제시장에서적용 /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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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ancePROTECT -개요

• 실효성많이 떨어짐
• 엔진 무거워짐
• 스캐닝 수행 시, 성능 이슈
• Known / Unknown 모두

놓치는사례 상당수 발견

Artificial
Intelligence
Real Threat
Prevention

Prevent-First / Protect-Firs t
인공지능머신러닝기반 -차세대엔드포인트프로텍션플랫폼

Known 악성코드 탐지 /실행 차단
Un-Known 악성코드 탐지 /실행 차단
메모리 공격차단
스크립트 공격 차단
애플리케이션 LockDown

No 시그니처 (업데이트)
No 휴리스틱
No 샌드박스
No 행위기반
No 주기스캔

Vs.

CylancePROTECT
인공지능 / 머신러닝

에이전트

• 실효성 증명

• 엔진가벼움

• PC / Server 성능에영향 없음
• Known / Unknwon
• 모두탐지, 차단기술증명

• SW 충돌 사례보고되지 않음

• 한국고객 증명완료

• 기존 AV기반,
멀티레이어엔드포인트 보안

• 기존 ATP / 샌드박스보안
기존, 신종, 변종

상관없이

실시간

사전차단

기술증명 완료



18

해외상황 – 2017년 (글로벌매출 : 3년만에 1,000억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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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황 – 2017년 (NGES 부문 -매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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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황 - 2017년 4월 G-Privacy 2017 첫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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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국내상황 – 2017년 (10여고객확보)

From SMB To Enterprise
화학반도체병원유통대학교

제조 보안기업 그룹데이터센터

테스트후, 도입까지평균기간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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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객 CylancePROTECT -적용현황

• 기존백신 +추가머신러닝Cylance 도입
• 기존백신제거후, Cylance 로대체도입

• Server 차세대백신사업
• Server + PC 차세대백신사업

• VM 환경먼저도입
• 출장자 / 임원 /서버운영자 PC 먼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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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객 CylancePROTECT –도입고려사항

• 시작은보안 ... Known / Unknwon 멀웨어차단

• 마무리는안정성…기존보안 SW 충돌성
… CPU / Memory 사용량
…최초설치시,임팩트
…노후OS 지원시,임팩트(XP, 2003)
…정말 Signature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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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객 CylancePROTECT –도입과정

Technical
Presentation

Free
POC

(실제 환경)

멀웨어분석
서비스
레포팅

도입 결정

평균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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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쳐 (구성) -클라우드

Windows XP SP3 / Vista
Windows 7 / 8 / 8.1 / 10
Windows Server 2003 SP2 / 2008 / 2008 R2
Windows Server 2012 / 2012 R2
Windows 2016 Standard, Datacenter, Essential

OS X 10.9   (Mavericks)
OS X 10.10 (Yosemite)
OS X 10.11 (El Capitan)
OS X 10.12 (Sierra)
OS X 10.13 (High Sierra)

RedHat Enterprise 6 ~ 7
CentOS 6.6 ~ 7.4

서버 서버 서버 PC PC

AWS
Cylance
고객전용

정책관리서버

이동사용자

국내지점

서버팜 임직원

관리자웹 UI

HTTPS

TLS/SSL

TLS/SSL

TLS/SSL

에이전트
공식지원
운영체제

구성
아키텍쳐

• Cylance 정책관리 서버
- AWS 구성, 이중화지원, 자동 Replication
- 별도비용부담없음 (Cylance에서 100% 지원)

• Cylance 에이전트
- 위공식지원에이전트에 설치

- 경량 / 성능이슈최소화 / 구역기반관리

- TLS/SSL 암호화통신

• Proxy 서버 구성 (옵션)
- 고객환경에따라,

Cylance 에이전트를 위한 Proxy 서버구성지원

재택근무자

해외지사해외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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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쳐 (구성) – On Prem (관리서버구축형)

2018년 4월 27일
릴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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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쳐 –에이전트작동방식

작동원리

에이전트

최초설치

자동
Slow

풀-스캐닝

신규/변조
파일

모니터링

파일의실행
실시간
모니터링

머신러닝
수학모델
업데이트

• 최초 1회자동수행
-스캐닝 순서

: OS / System 관련폴더
: User 폴더
: Data 폴더
: 휴지통

• 모니터링 대상
- 신규파일생성시
-기존파일변경(변조) 시
- 신규다운로드파일
- 각파일에대한
파일벡터추출및
수학모델 Scoring

• 모니터링 대상
- 파일실행시
- 100ms 이내파일
파일벡터추출및
수학모델 Scoring

• 업데이트 주기
- 년 3~4회
- 업데이트시,
시스템리부팅하면,
: 자동롤백
: 리부팅이후, 재수행

• 시스템리소스 자동대응
- CPU :최대 1~3%
- Memory :최대 400MB

(단, 30분 이후, 70MB 유지)

• 시스템리소스 안정화유지
- CPU :최대 1~3%
- Memory :최대 400MB

(단, 30분 이후, 70MB 유지)

• 시스템리소스 안정화유지
- CPU :최대 1~3%
- Memory :최대 400MB

(단, 30분 이후, 70MB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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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ancePROTECT -도입성과

Unknwon –탐지/격리성과

도입성과 -유형 A

도입성과 -유형 B

Un-known 랜섬웨어탐지 /격리

기존AV 동시운영시, Cylance만방어성공

Un-known 멀웨어탐지 /격리

기존AV 동시운영시, Cylance만방어성공

(봇,백도어,트로얀,웜,루트킷,다운로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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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네트웍스 –매니지드서비스 + Cylance

서버 서버 서버 PC PC

AWS
Cylance

고객전용정책관리서버

이동사용자

지점

서버팜 임직원

관리자웹 UI

HTTPS

TLS/SSL

TLS/SSL

TLS/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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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네트웍스 –매니지드서비스 (샘플)

시스템에 잔존하는
보안컨설팅에 사용된

악성툴(공격툴)

탐지 /격리에 성공한
랜섬웨어

(Known / Unknown 모두포함)

탐지 /격리에 성공한
백도어, 드롭퍼, 트로얀

(Known / Unknwon 모두포함)

탐지 /격리에 성공한
루트킷, 다운로더, 웜

(Known / Unknwon 모두포함)

위샘플은기존도입된보안솔루션을모두회피하고,최종적으로엔드포인트에침투성공한멀웨어를

1차로CylancePROTECT가탐지/격리한상태에서, 2차로멀웨어분석팀에서분석결과를요약한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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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네트웍스 –매니지드서비스 (적용과정요약)

3. 멀웨어유형별 구분 / 레포팅 (일간, 주간, 월간) 4. 멀웨어탐지/격리된, 상세 시스템 정보및멀웨어 발견위치 보고서

1. Cylance 머신러닝 기반, 스코어링 및탐지 / 격리 2. PAGO MAMS2 분석팀에 의한상세 분석및요약서비스



• 영업문의 : sales@PAGOnetworks.com
• 기술문의 : tech@PAGOnetworks.com

(주) 파고네트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