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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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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의 간격



Symantec Unveils Advanced Threat Protection, Declares 
Antivirus ‘Dead’

I AINT DEAD YET !





수집(Collect)할 수 없는 대상(Object)은 분석(Analyze)할 수 없다.

분석(Analyze)하지 못하면 악성 또는 정상 여부를 확인(Confirm)할 수 없다.

악성으로 확인(Confirm)하지 못 했다면 대응(Response)도 할 수 없다.

분석(Analyze) 결과를 패턴(Pattern)화하지 못하면
동일한 위협(Known attack)을 자동 탐지(Automatic Detect)할 수 없다.

패턴(Pattern)화하는 작업 자체를 자동화(Automate)할 수 없다면

신종 위협(Unknown attack)에 실시간으로 대응(Real-time Response)할 수 없다. Automation of 
creating pattern

Automatic Detect

Pattern

Response

Confirm

Analyze

Object

Collect

• 특정 이벤트 중심이 아닌 전체적, 연속적인 행위 정보 수집 및 저장

• 필요 시 언제든지 위협 및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사후 위협 분석 가능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정의 및 영역

EDR이란 엔드포인트 레벨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보안 침해 탐지(Detect security incident) ▲엔드포인트에서의 보안 침해 억제(Contain the incident at the endpoint) 

▲보안 침해 조사(Investigate security incident) ▲치료를 통한 감염 이전 상태로의 회복(Remediate endpoint to a preinfection state) 등 4가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 

EDR은 사전 또는 실행 단계에서 위협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엔드포인트 위협 가시성을 제공해 지능형 위협을 발견하고 조사 및 대응하는데 기
여한다. 

*출처: Gartner

...



The ED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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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은

기존 AV 및 APT 솔루션에서

대응 하지 못하는 위협을 자동으로 대응 해준다

EDR의 주요 제공 기능

보안 침해 탐지

보안 침해 조사

엔드포인트 영역에서의 보안 통제

감염 전 상태로의 복원 및 단말 격리 등

EDR은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구축은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EDR잘 쓰

고
계신가요 ? 

데이터 분석
은 잘 하고
계신가요 ?제품이 어려워

요

적절한 활용 방법
을
모르겠어요







자산 가치 분석

회화 역사상 최대 금액

회화 사상 최고가인 1억 4천만 달러
( 약 1천 3백 13억원 :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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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폴록

[ JACKSON POLLOCK ]

출생-사망 : 1912년 1월 28일 ~ 1956년 8월 11
일



자산 가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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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아트 (추상화?) 

아이의 낙서
착각 ..아이의 낙서



분석이 가능해야 자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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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Collect)할 수 없는 대상(Object)은 분석(Analyze)할 수 없다.

분석(Analyze)하지 못하면 악성 또는 정상 여부를 확인(Confirm)할 수 없다.

악성으로 확인(Confirm)하지 못 했다면 대응(Response)도 할 수 없다.

분석(Analyze) 결과를 패턴(Pattern)화하지 못하면
동일한 위협(Known attack)을 자동 탐지(Automatic Detect)할 수 없다.

패턴(Pattern)화하는 작업 자체를 자동화(Automate)할 수 없다면

신종 위협(Unknown attack)에 실시간으로 대응(Real-time Response)할 수 없다. Automation of 
creating pattern

Automatic Detect

Pattern

Response

Confirm

Analyze

Object

Collect

• 특정 이벤트 중심이 아닌 전체적, 연속적인 행위 정보 수집 및 저장

• 필요 시 언제든지 위협 및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사후 위협 분석 가능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정의 및 영역

EDR이란 엔드포인트 레벨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보안 침해 탐지(Detect security incident) ▲엔드포인트에서의 보안 침해 억제(Contain the incident at the endpoint) 

▲보안 침해 조사(Investigate security incident) ▲치료를 통한 감염 이전 상태로의 회복(Remediate endpoint to a preinfection state) 등 4가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 

EDR은 사전 또는 실행 단계에서 위협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엔드포인트 위협 가시성을 제공해 지능형 위협을 발견하고 조사 및 대응하는데 기
여한다. 

*출처: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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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사례

서버군서버군

기업/기관 내부공격자
웹/이메일 서비

스
공격 Flow

1. 사전 준비

2. 배포

3. 익스플로잇

4. 백도어 설치

5. C&C 접속

6. 내부 이동

7. 데이터 유출

8. 흔적 지우기

네트워크 Layer 엔드포인트 Layer

클라이언트 PC클라이언트 PC

Server 1 Server 2 Server 3

PC 1 PC 2 PC 3

-타겟 선정

-타겟 환경 분석

-도구 준비

-탐지 테스트

C&C

APT 공격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취약점



©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침해 사고 사례 : 공격자 행위 역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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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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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사례 : 공격자 행위 역추적

공격자 추적

Server 3 (DB)

• 침해 인지

• DB 접근 로그 조사

Server 2 (SSH)

• SSH 로그 조사

Server 1 (Windows)

• 시스템내 의심 파일 흔적

• 로그가 삭제되어있음

Firewall

• 방화벽 로그 확인

PC 2

• 시스템내 의심 파일 흔적

• 로그가 삭제되어있음

• 추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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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D -



EDR Service
EDR은 단독 솔루션이 아닌 연계 필요

전문 분석가 조직을 통한 분석 대응 필요

분석된 정보에 대한 상세 분석

EDR 실시간 탐지 이벤트 대응 필요

및 효과적인 자동 대응

원격 관제 서비스

추가 확인 필요한 이벤트 행위 확인

이력 분석 및 보안 제품 연계 분석
의심시스템분석, 악성코드 분석 서비스 등 제공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 시 고려사항



통한 단말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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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연계 구성



APT 시스
템

APT Sand-Box

EDR System

SOAR

Threat Intelligence



다양한 분석 서비스 상품들 – 취약점 분석 서비스

27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습득 – 뉴스 클리핑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습득 – 보안 블로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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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안 연계를 통한 분석 대응 – T.I



통합 단말 교차분석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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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EDRPMS APT PC취약점

SIEM

End-Point Management



보안담당자가 생각 하는 EDR   Vs 현실

전체 구성 제안 한 후에
마지막 마무리 로

자동적으로 움직일 거라 생
각 하지 말고 자비스의 도
움을 맏아 문제를 해결 해
가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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