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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TRODUCTION [introduce yourself] -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present to you. -          I’ll be talking to you about a new approach to cyber defence for industrial environments, known as the Industrial Immune System. -          Then we will bring it to life with a live demonstration of the product.



왜 이런 GU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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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측불가(2018년 신종 악성코드 일평균 34만6,000개) 
* 내부자 위협 및 Compliance 위반 가능성 





왜 자산관리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Our Answer is……..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0903) 4P>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0903) 6P> 

1. 내부 자산에 대한 별도의 인력투입없이 인공지능이 식별 및 행위 학습 
2. 기반시설 내 상시 감사를 위한 모델링 및 위반 정상 행위 도출 지원 
3. 기존 수동에 의한 반복작업을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 즉각 확인 가능 
>> 관리와 보안 감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제가 단독 인터페이스로 가능 



왜 자산관리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 에너지 기업 내부에 내부 기밀사항 다수 보
유 

 

• 내부 세부 케이블 구성 및 백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진행 예정 

• 이상하게 보이는 데이터가 내부에서 움직
이는 모습이 관찰 

 

글로벌 발전소 

산업군: 에너지  

진입경로: 계약사 장비 

확인 내용: 내부자에 의한 기밀정보 유출 



왜 기반시설에 다크트레이스가 필요한가요? 
Our Answer is…….. 





ABOUT US 

인공지능의 본고장 캠브릿지에서 
2013년 7월 설립 

머신 러닝과 
수학적 알고리듬에서 착안 

유명 수학자들과  
영국/미국 정보요원들의 협업 

2015년 10월 한국지사 설립 
(여의도 IFC Two 22F) 

⊙ 2019 Info Security – Cloud, ICS and SCADA Gold Awards   ⊙ 2019 Cyber Security – Cloud, Cybersecurity,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 2019 Financial Times 
Fastest Growing Company in Europe   ⊙ 2019 Nation Technology Awards 올해의 보안제품   ⊙ 2019 CogX Best AI Product in Security Winner   ⊙ 2019 The Aiconics - 

AI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우승   ⊙ 2019 Globee Awards AI (전분야 대상) GOLD 외 다수 수상   ⊙ 2019 Forbes Cloud 100   2019 Golden Bridge Awards - Company of the Year 

─ “다크트레이스는 최초의 잘 동작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 ─ 



그럼 어떤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PC가 2시간마다 1번씩 서버 접근 

▶  평소 원격 유지보수 시기와 엇갈리는 빈번한 원격접속 

▶  내부를 대상으로 각 IP별로 1번씩 다른 포트로 접속시도 

▶  내부망에 있는 식권발급기의 외부 * .teamviewer.com 접속 

▶  지능형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최신공격 움직임 

▶  내부자 VDI로부터 20Gbyte가 넘는 집중적인 통신량 

▶  해킹 되거나 백도어로 보이는 IoT 기기의 연결 

▶  생체정보 스캐너 & 출입 카드 스캐너 등 물리정보를 다루는 기기들의 이상행동 

실 탐지사례 데이터 ...LEADS TO DISASTERS 

ⓒ뉴스핌 

왜 ＇화성연쇄살인사건’ 인가? 
- 인간의 편견이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에 방해 

폭넓은 데이터 분석 AI를 통해 편견(룰, 시나리오)없이 분석 가능 



인공지능 분석가 

재확인 

개별 인시던트 결론 도출 

데이터 확인 가설 검증 

AI 분석가에 의한 분석 영역 

위협탐지 AI 분석가 인시던트 

Data Gathering 
and Analysis at 
Speed and Scale 



그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그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Master/probe traffic  

Mirrored traffic  
Darktrace Master  

Servers Clients Clients 

Router  

Internet  

ELB 



결국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가 중요 
Our Answer is…….. 

2 Stuxnet 멀웨어의 Beaconing 단계 파악 
단 한번도 접속한적 없는 PC가 (확률 xx%) 
비 정상적인 유저 브라우저 (확률 xx%) 
비 정상적인 시간에 (확률 xx%) 
비 정상적인 주기로 접속 시도 (확률 xx%) 

6 Stuxnet 멀웨어의 PLC Overwrite 행위 파악 
단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Control 서버가 (확률 xx%) 
비 정상적인 트래픽을 (확률 xx%) 
비 정상적인 시간에 (확률 xx%) 
이전에 없던 일정한 주기로 통신 (확률 xx%) 

ICS/SCADA 망 침투 이전 시점 파악 ICS/SCADA 망 침투 이후 시점 파악 

엔지니어 
랩탑 

(윈도우즈) 

관리자 
(윈도우즈) 

WinCC 

PLC  
지멘스 
S7-315 

Centrifuge 
Drive 
Motor 

1. USB 메모리 서
버메시지블록, 프린
터 스풀러등을 통한 
감염 

3. 감염 매개체 
(Step 7의 파일 
또는 USB메모리) 

2. HTTP를 통한 C&C 
프린터 스풀러 WinCC를 
통한 외부 통신 

5. USB 파일을 로
드하여 WinCC 감
염 

6. PLC Check로직
을 감염시킴, 매 
15분 마다 통신 덮
어쓰기 

7. 시스템을 파
괴하는 시그널 
송신 

8. 모터는 이상 속도
를 그대로 보고 

9. PLC 레포트는 
모든 상태를 정
상으로 보고 

10. 관리자는 정상 
화면만 보임 

사용자 망 

4. U
SB

 메
모
리
나

 직
접

 운
반
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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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망 

정상 
동작 

정상 
동작 

스턱스넷 



실 탐지 내역 공유 
Our Answer is…….. 

 사내망 (인터넷망) to ICS망 비정상 접속 행위 

1 A device on the Holdings corporate network was 
detected controlling a device within an ICS 
network via SSH at an unusual time. Shortly 
afterwards data was sent back to the corporate 
device over FTP. Typically this ICS network device 
makes outbound connections to other machines in 
the ICS network but very rarely receives 
connections.  
 
Tue Sept 29, 20:25:08 
172.16.1.0 (within the London Head Office corporate subnet) 
connected to 192.168.1.0 (within the ICS configuration 
subnet) on TCP port 22 (SSH). SSH connections at this time 
(outside of working hours) have so far been modelled as 
anomalous.  
 
Tue Sept 29, 20:44:19 
192.168.1.0 failed to connect to 172.16.1.0 on TCP port 20 
(FTP DATA). A successful connection 
 
Tue Sept 29, 20:44:41 
192.168.1.0 connected to 172.16.1.0 on TCP port 2624 
(passive FTP data) and transferred a number of files to the 
corporate device. Darktrace detected this as 81% unusual as 
data transfer between devices in these subnets (ie between 
the corporate and ICS networks) is unusual.  
 

 감염된 행위 (Compromised Behavior) 

2 A PLC was observed returning exception responses 
to its normal commands after receiving an 
undocumented Modbus function code instruction. 
 
Mon Sept 28, 14:44:37 
192.168.3.0 made several requests for 192.168.3.1:501 using 
MODBUS Function Code 89. Non-exception responses were 
received indicating that the commands were accepted. 
Darktrace then detected a behavioural anomaly for this 
device, which began returning exception responses to its 
normally successful commands.  
 
Function Code 89 (decimal) is not a standard MODBUS 
function code, and does not appear in the manual for the 
PLCs it is being sent to. This function code may be an 
engineering backdoor that could allow attackers with access 
to the MODBUS port to run critical commands without 
authentication. In this instance the PLC appears to have 
been disabled or reprogrammed such that its normal 
commands are no longer accepted.  
 
  



내부 IP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 

행위 자체의 수상함 
Beaconing, DGA 

군집 내에서의 유별성 
Clustering 

과거 패턴과의 불일치 
Single/Multi Extreme Feature 

전체에서의 희귀성 
Rareness 

회귀적 베이즈 추론 기반의 위협 확률 계산 (Classifier) 

60% 15% 95% 



타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는가? 

Flow (Layer 1~4) Application (Layer 5 ~ 7) 

외부 데이터 전송 

외부 통신 수행 

내부 데이터 전송 

내부 통신 수행 

모바일 브라우저 연결 

내부 파일공유(SMB) 읽기 

원격 로그인(RDP) 성공 

압축파일 업로드 

프록시 연결 수행 

실행파일 다운로드 

생산제어 명령 전송 

내부 파일전송(FTP) 쓰기 

[관찰형 행위정보] 

[사후분석용 DB] 

[측량형 행위정보] 

누적 횟수, 누적 용량, 시간, 빈도수 USB 삽입 

[암시형 행위정보] 
[연계분석용 자산DB] 

350여종의 풍부한 학습 지표 사후분석을 위한 재가공 

개별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학습
과 
정확한 탐지를 뒷받침 

다양한 학습 지표를 통해 
무한에 가까운 상태 표현 가능 
 
비교적 적은 양의 하드웨어 
리소스만으로 학습 가능 

▶ 

▶ 

▶ 



새로운 접근방법 



새로운 접근방법 

실시간 데이터 수집 
재귀적 베이지언 추정 

- 비지도 학습 - 자율대응 위협 관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Explainable AI (XAI) 기술 

정상 행위 
(자동학습) 

이상 행위 

보안 위협 

500여개 
위협 분류 

1단계  탐지 사유 및 가이드 확인 

3단계: 상세 통신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500여 개의 검증된 보안위협 분류 모델] 

2단계: 정황 및 통계 확인 

※ 관련 PCAP파일 추출로 증거 확보 가능 

위협 징후 탐지 후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 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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