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의 Cyber AI
면역 시스템 접근법

윤용관 지사장

Sales Director, Republic of Korea



o 사이버 보안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o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 수학자들에
의해 2013년에 설립

o 본사는 영국 케임브리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두 곳에 위치

o 사이버 AI 및 자율 대응 기술 세계 최초 출시

o 누적 매출 약 10억 달러

회사 개요

$2bn+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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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실 국가 직원 고객사 기업가치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고객사

배포금지



사이버 위협에서의 힘의 불균형

공격의 방법이 진화할수록,
o 기계 속도의 공격
o 정교해진 이메일 피싱
o ‘low and slow’ 잠행 공격
o AI 및 머신러닝 기반 공격

방어는 보다 어려워진다!
o 클라우드 및 IoT의 확산
o 모바일, 재택 근무
o 분할된 디지털 업무
o 보안 담당부서의 가시성 부재

2019



기존 보안 제품의 한계

기존에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다크트레이스의 기술은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업계의 리더가 된 원동력이다.
- Aite Group

진정한 머신러닝 구현의 어려움

o 비지도 자가 학습이 필요함

o 새로운 증거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o 패턴과 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o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함

레거시 보안 접근법의 한계

o 룰, 시그니처 및 학습 데이터에 의존

o 환경 구성이나 튜닝 없이 운용 불가

o 즉각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없음

o 확장성과 융통성이 제한됨



다크트레이스 사이버 AI 플랫폼



기술 아키텍처



Enterprise Immune System

o 인체 면역 체계와 유사함

o 완전한 자가학습 – 규칙 또는 구성 없음

o ‘자가’감지의 진화

o 완전히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

o 모든 기기, 연결 및 장애에 대한 100%
가시성

o 한시간 이내 설치 – 구성 또는 유지보수 없음

o 최대 수백만 개의 장치까지 확장 가능

Enterprise Immune System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었으며, 이를
통해 제공하는 가시성과 지능은
실로 비길 데가 없다.

- ZPower



o 자율적이고 기술적으로 공격을 차단

o 사람보다 빠른 반응

o 정상적이고 적법한 활동에 영향 없음

– 평상시처럼 업무 가능

o 사용자 지정 및 제어 가능

o 연중무휴 24X7 감시를 위한 모바일 앱

o SOC에서 다른 툴들의 기능성 향상

o 담당 팀이 중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o 4개의 모듈: Email, Cloud, Network, Host

Darktrace Antigena: 자율 대응

안티제나는 진행중인 공격을
자율적이고 정확하게 억제할
수 있다. 다크트레이스는
우리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Layton Construction

사람을 기계의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Cyber AI Analyst: Augmenting Humans

AI 분석가는 다른 어떤 기술보다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정도 수준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 AI 주도의 조사와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벤더는
시장에 없다.

- Chris Kissel, Research Director, IDC

o 인적 전문성에 AI의 속도와 범위를 결합

o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인간 분석가의 초기 역할을 수행

o 모든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o 위협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92%까지 단축

o 경영진의 이해를 돕는 보고서 자동 작성

사이버 AI 애널리스트: 인적 능력의 증대



모든 디지털 업무를 지원

o Cloud
o 클라우드네이티브사이버 AI
o 컨테이너와가상화환경전반에서작동
o SaaS, IaaS, and 하이브리드환경

o Email
o 이메일의맥락파악
o 전달전에공격과도용을차단
o 블랙리스트에의존하지않음

o Host (출시 예정)
o 장치내부의위협탐지
o 장치에대한가시성및제어기능제공
o 보다정확한안티제나동작가능

o SCADA and IoT
o 산업시스템및 5G 센서보호
o 프로토콜과기술에구애받지않음
o 에이전트없이구축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다크트레이스는 사이버방어의새로운개척자이다.
우리는 SaaS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컨테이너
영역에 걸쳐 실시간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 City of Las Vegas



다크트레이스의 적응형 자가 학습
방식과 3D Threat Visualizer는
생각했던 것 보다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 H&M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라이브 데모



o 기본 POV: EIS(기업면역시스템)

+ 안티제나 Email Office365 (선택) 

o 30일 무료 체험

o 1시간 내 설치

o 전담 Cyber Technologist
o 다음 단계:

ü 사이징 콜

ü 주단위 미팅

ü맞춤형 TIR(위협 분석 보고서)

Darktrace Proof of Value

보안팀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다크트레이스는 즉각적인 가치를
보여주었다.

- TruWest Credit Union

1시간내에 구축된 AI 플랫폼이
우리의 다른 툴들이 잡지 못한
새로운 위협을 탐지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그들은 환상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 아마 내가 살면서
본 것중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 CTO, IT solutions

“팀은 훌륭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 CIO, Non-profit

“Darktrace는 아름다운 GUI로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볼 수있게
해줍니다. 네트워크, 엔드 포인트, 서브넷에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CIO, Non-profit

“Darktrace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설치에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CTO, IT solutions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나의 SIEM은 당신이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한 것 만을 발견합니다.”

- CISO, Payments3

“이것은 다른 레이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Darktrace가 트래픽의 수평적 이동을 보는 반면에
우리의 SIEM은 주로 수직적 트래픽을 조사합니다.”

- IT & Operations, Public company

” Cisco IDS에는 많은 오탐이 있었습니다. Darktrace를
사용하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1,000 개 대신 10 개의
실제 알림을받습니다.”

- CISO, Financial Services 

”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혁신적 기술인 것에 비해 쉬운
구현입니다.”

- CISO, Education 

” 그 가치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명목 금액은 그 자체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

- CISO, Payments

” 나의 SOC 관리자는 Antigena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되는 탐지 치료는 흥미롭습니다. 지금 다크 트레이스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CISO, Payments

Customer Testimonials 



Industry:

Point of entry:

Apparent objective:

화상회의카메라해킹

o 원격공격자에의해
카메라가손상되었고

o 공격자는다음중하나를
목표로하고있었습니다 :

• 회사 정보 도용
• 다른 네트워크에서 DDoS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장치를 원격 제어

화상 회의 카메라

네트워크 외부로 데이터 전송

리테일

감지된이상행위:

산업군:

침입지점:

침입목표:



Anomalous activity detected:

Industry:

Point of entry:

Apparent objective:

교묘한랜섬웨어감염

회사 네트워크

랜섬웨어로 OT 및 IT 환경 감염

o 내부프록시서버를통해
희귀한대상에대한일련의
연결시도

o 비정상적인통신및
다운로드감지

o 교묘한감염행위에대한
행동패턴식별

석유 & 가스

감지된이상행위:

산업군:

침입지점:

침입목표:



Industry:

Point of entry:

Apparent objective:

클라우드에서의내부데이터도난

o 퍼블릭클라우드내위치한
고객데이터베이스

o IT 관리자가연락처정보와
신용카드번호를다운로드
한후홈서버로전송

o 담당직원은상당한이익을
위해정보를판매할
가능성이높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여
판매

리테일

Anomalous activity detected:감지된이상행위:

산업군:

침입지점:

침입목표:



Anomalous activity detected:

Industry:

Point of entry:

Apparent objective:

지능형멀웨어가대상으로하는 IP

o 지적재산을타겟팅하여송장
관련이메일로위장하도록
고안된멀웨어

o 직원이실수로빠르게
행동하는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함

o 다크트레이스안티제나가
대응하여비즈니스전반에
멀웨어확산방지

위장한 악성 문서

중요 시스템 파일을 암호화하고 후속
피해자에게 전파

제약

감지된이상행위:

산업군:

침입지점:

침입목표:



Anomalous activity detected:

Industry:

Point of entry:

Apparent objective:

스피어-피싱공격

이메일

o 정교한피싱공격
o 공격자는지자체주소록을

확보하여알파벳순으로
이메일을보냄

o 각수신자마다맞춤화된
각각의이메일

o 버튼뒤에숨겨진악성링크
o 안티제나는 (수동모드에서)

알파벳 A단계에서발견 –
타사제품은알파벳 R
단계에확인

악성 페이로드 실행

지자체

감지된이상행위:

산업군:

침입지점:

침입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