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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인식의 변화

기존 보안 솔루션

차단 위주의
정책 적용

Signature

IP
Domain

• Signature 차단

• 방화벽(IP, Domain) 차단

• Sandbox 분석 후 차단

• 트래픽 우회 차단



1. 보안인식의 변화

Anti-Virus
신·변종 악성코드

파일리스 악성코드
탐지 불가

Firewall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발생하는 악성 행위

탐지 불가

Server

Router

INTERNET

엔드포인트 보안 취약점을 겨냥한
공격 증가
지능화된 스피어피싱, APT, 크립토재킹, 랜
섬웨어 우회공격

Network Monitoring
로그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 거의 불가능
발생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Endpoint
네트워크에 최종적으로

연결된 장치
공격자들의 최종 목표 지점

조직 내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협을 분석하고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기반의 보안 플랫폼에

대한 고객 Needs 증가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공격과 기존 보안 제품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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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 IPS, IDS,
ESM, TMS,

Firewall, NAC,
WIPS, UTM,
Anti-Spam,
Secure OS,
보안 USB,

DRM, DLP,
Anti-Virus,

…

2. 가시성(Visibility)



2. 가시성(Visibility)



2. 가시성(Visibility)

오픈소스의
활성화

플랫폼의 변화 플랫폼 연동
가능 기술 등장

처리 속도의
향상

다양한 보안
솔루션 등장

왜 가시성이 중요한가?



2. 가시성(Visibility)

가시성 확보의 필요성

무엇을 차단할 것인지 보다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

변형되는 공격에 대해

빠른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

공격에 따라 올바른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

해킹 공격 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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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dpoint 솔루션

EDR의 탄생과 전망

“엔드포인트로 향하는 마음은 오랜 동안 진실을 추구해온 인류의 움직임의

축소판입니다. 결국 그곳에 원하는 게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Kevin Mandia, Founder of Mandiant

“조만간 많은 기업들이 백신에 투자하는 걸 멈출 것이며

공짜나 시험 버전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채울 것입니다.”

Chris Sherman, Forrester Research

“엔드포인트 이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보안 업계의 유행어였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업계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러니 가시성이 강조되고, 경영진이 보안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백신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게 강조되는 것이죠.”

지프톤의 전략가 Josh Applebaum

EDR :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238 

1,540 

글로벌EDR시장규모

2015년 2020년

단위: 백만달러

Source: Gartner 2017.03

3,201 

3,622 

글로벌백신시장규모

2015년 2020년

단위: 백만달러



3. Endpoint 솔루션

EDR의 정의EDR :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Endpoint Detection Response

엔드포인트의 행위와 이벤트들을 기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위 분석, 머신러닝, IOC(침해 지표) 탐지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

파일 기반의 악성코드 뿐만 아니라

파일 없이 실행되는 악성코드에 대한 공격도 탐지 가능

위협 발견된 엔드포인트 격리, 위협 제거 대응 가능

탐지

Detection

대응

Response

치료

Remediate

조사

Investigation

타임라인 기반으로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위협 탐지 가능

탐지

Detection

대응

Response

치료

Remediate

조사

Investigation

보안 사고
Prevent 가능

Fileless 보안 사고
Detection 가능

감염 이전 상태로
치료 가능



Sources:

1. ESG Enterprise Adoption of Next-generation Endpoint Security, 2016 

2. Gartner Endpoint Protection Platform Report, 2016 

3. Ponemon Institute The Cost of Insecure Endpoints, 2017 

44%
“수용 가능한 엔드포인트

보안 툴은 엔드포인트의

광범위한 보안 아키텍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1

IT 보안 실무자들은

최신 또는 패치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가장 일반적인

엔드 포인트 보안 갭이라고

보고했습니다3

75%

효과 부족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총체적 분석 접근

3. Endpoint 솔루션

Endpoint 보안 이슈

조사된 클라이언트의 경우

엔드포인트 위협이

EPP 솔루션 우회2



EDR은 Endpoint 레벨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예측(Predict), 탐지(Detect), 방어(Prevent), 대응(Respond) 으로 기능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행위, 네트워크 통신, 프로세스 등 사용자 Devi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분석 하여,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탐지와 가시성 을 제공합니다. 

위협 지표 일치

파일
엔드포인트 악성 행위

네트워크 통신

프로세스

가시성

3. Endpoint 솔루션

EDR을 통한 Endpoint 보안



현재의 보안 인프라의 문제점 Cybereason의 해결 방안

능력 있는 보안 분석가의 부족

• 자원(인력, 시간 등)이 제한적인 팀을 위해 설계됨

• 행동 분석 및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화된 위협 탐지 및 대응 기능을 제공

• 모든 공격 요소를 하나의 시각적 스토리로 제공

가시성 부족

• 공격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분석

• 기업 또는 조직의 위협 현황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

• 분석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파악하여 바로 대응 가능

시간 부족

• 초당 800만 건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 (24/7)

• 위협 이벤트별 연관성을 자동으로 제공

• 한 번의 클릭으로 치료

수많은 경고로 인한 피로도
• 공격(Real Attack)만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위협의 우선 순위를 지정

• 사전 구성된 탐지 모델 (규칙 작성 필요 없음)이 포함

비용절감

효율성상승

고도화된 보안 위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그니처 탐지 위주의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 탐지 및 상관관계 분석,

실시간 대응/분석 체계 필요

사건의 전 과정을 증명, 전사 가시성 확보 및 리소스 투입

감소로 보안강화, 운영 효율성 상승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데 목적

또한, MDR 서비스를 도입하면 아래의 세가지 질문에 보다 신속하게 응답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공격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격을 멈추고, 이후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3. Endpoint 솔루션

EDR을 통한 Endpoint 보안



쉽고 빠른

인지단계

직관적 실시간 대시보드

한 눈에 공격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이해하기

쉬운

탐지단계

분석/탐지 결과에 대한

자동 시각화

시각화 된 분석화면으로 내용을 쉽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도록 가시성

제공

간편한

대응단계

원클릭 신속 대응 조치

프로세스 중지 (Kill Process)

파일격리 (Quarantine Process)

레지스트리 삭제 (Remove Registry)

프로세스 실행방지 (Prevention)

네트워크 격리 (Isolation)

같은 위협이 탐지된 2개의 호스트

상세내용을 같은 화면에서 확인

2개의 호스트를 한번에
대응/조치

빠른 인지

쉬운 확인

간편 대응

특장점 1. 편의성 2. 신속성

사이버 공격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 (사이버 킬체인)에서 복잡한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빠르게 조치함으로

공격이 성공하기 전에 신속 대응하도록 사용의 편의성 및 가시성 제공

3. Endpoint 솔루션

Cybereason EDR을 통한 Endpoint 보안



공격 단계별 위협 탐지 현황

초기감염 권한상승 탐색 확장 C&C           데이터유출

감염 규모(버블의 크기)
감염 후 경과 시간(버블 색상)

공격 유형의 통계

시간별 통계

위협 탐지 현황 요약

특장점 3. 가시성

Cybereason EDR을 통한 Endpoint 보안

3. Endpoint 솔루션

직관적인 실시간 공격 전체 현황 대시보드

한눈에 공격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시화



한번의 클릭으로 바로 대응조치 지원

근본 원인을 확인

영향을 받는 기기와 사용자 정보 확인

관련된 악성 통신 분석

사용된 악성 도구 파악

공격 타임라인

3. Endpoint 솔루션

특장점 3. 가시성

Cybereason EDR을 통한 Endpoint 보안

직관적인 실시간 공격 전체 현황 대시보드

한눈에 공격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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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벤트 탐지 및 대응(SIEM)

침해 경로의
분석

네트워크 장비의
모니터링 효율

동일한
사고 예방

침해사고
원인의 분석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필요 없는가? NO!



4. 이벤트 탐지 및 대응(SIEM)

보안 고도화 3단계 사이클



4. 이벤트 탐지 및 대응(SIEM)

Security 운영

• 디바이스 로그

• 어플리케이션 로그

• 트래픽 로그

Network 운영

• 성능 모니터링

• CPU, 메모리, 인터페이스 사용율

• 가용성 모니터링

CMDB(Configuration 
Management Database)

• 컨피그 모니터링

• 자산 리스트

• 디바이스 대시보드

• 외부위협
인텔리전스



자산디스커버리

• 포괄적 & 세분화
• 컨텍스트 인식
• 취약점 인지

확장성,빠른연동

• 커스텀 디바이스 지원
• 스케일 아웃 아키텍쳐

자동화된워크플로우

• 인시던트 대응
• 케이스 관리
• 자동화 조치

단일뷰

• 포괄적인 싱글 GUI
• 통합 NOC & SOC 기능
• PAM(성능/가용성 관리)

통합플랫폼

• 멀티 테넌시
• RBAC

(Role Base Access Control)

포티가드인텔리전스

• 포티가드 위협 피드
• 도메인, IP 및

URL IOC(침해 지표)

FortiSIEM 주요 기능

4. 이벤트 탐지 및 대응(SIEM)



4. 이벤트 탐지 및 대응(SIEM)

사용자 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 및 데이터 시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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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장비

모니터링

중요 이벤트

탐지

프로세스

절차 확인

이벤트

대응

반복되는 이벤트 탐지와 너무 많은 알림

동일 작업의 반복

서로 분리된 각종 프로그램들 개별 처리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SOAR 의 탄생 배경



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매번 수행해야 하는가?

자동 대응으로
대응시간 최소화

동일한 일처리
자동화

시각적 대응책
구성

운영 리소스
극대화



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침해 대응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

S
Security

O
Orchestration

A
Automation

R
Response

운영 정책 관리

침해 사고 대응

보안 시스템 관리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



대응시간

단축

분석전문가의

기술격차해결

알림피로도

감소

휴먼에러

감소

FortiSOAR

FortiSOAR 장점

여러 시스템에서 입력 수집

사고 대응 절차 표준화

반복적 작업 자동화

협업 및 지식 공유

신입 분석 전문가 지원

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유연한 위젯

기본 대시보드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지원

멀티 대시보드 구조

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FortiSOAR │ 대시보드



대응 단계

관련 작업

관련 지표 등
SLA

의견

감사 로그

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FortiSOAR │ 단계별 티켓 발행 – 점진적 케이스 관리



5. 침해 대응 자동화(SOAR)

활성/비활성 설정

플레이북

버전

드래그 앤 드롭 방식

그래픽 플레이북 편집기

FortiSOAR │ 간단하고 보기 쉬운 GUI 기반 플레이북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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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 솔루션의 확장

‘통합’ 이라는 키워드를 지향하는 보안 솔루션들

NetworkNetwork

NDRNDR

CloudCloud

EDREDR

EmailEmail

SIEMSIEM

EndpointEndpoint

SOARSOAR

통합

플랫폼



6. 보안 솔루션의 확장

사용자
커스텀

통합
모니터링

통합 관리
복합적인
가시성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모든 솔루션의 통합화 지향

‘커스텀’은 기본적인 옵션, 통합적인 관리 기능



6. 보안 솔루션의 확장

Sources:

1. 2019.11.21 Datenet.co.kr 뉴스기사원본
2. Image Source: TrendMiro



6. 보안 솔루션의 확장

•IOC

•AI 분석

•TI 연동

EDR

• 이벤트분석

• 이벤트모니터링

SIEM
•자동화대응

•케이스관리

SOAR

알려진
공격

보안
취약점

알려지지
않은공격

통합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