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재편되는보안솔루션과그사각지대

위드네트웍스 박동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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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의 진화

소프트웨어 공급망 대상
사이버 공격 증가

다양한 경로를 통한
크립토재킹 확산

신종인터넷을 겨냥한
신종 사이버 위협

악성 행위 탐지 우회하는
공격 기법의 진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지능화된 스피어피싱과
APT 공격

엔드포인트 보안취약점
겨냥한 공격

2019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KISA 보고서 참고)



사이버 공격의 진화

주요 공격 키워드 변화의 원인

• 신기술의 발전

• 기기의 다양화

• 처리 속도의 향상

• 오픈소스의 활성화

• 플랫폼의 변화

• 능동적인 변화 추구



사이버 공격의 진화

변화하는 악성코드

원인 변화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 모바일에서도 돌아가는 악성코드

▶ IoT 기기를 사용한 악성코드

웹 환경의 보편화,

SNS, YOUTUBE 등 활용

▶ SNS 를 통한 악성코드 전파

▶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 유행

▶ 메신저를 통해 전파 되도록 사회 공학 기법 사용

Endpoint 기술의 발전

▶ 스크립트 형태의 악성코드

▶ OS, Application 취약점 악성코드

▶ 보안 S/W 취약점을 노리는 악성코드

AI 등장과 활용
▶ 인공지능 기술로 개인 맞춤형 스피어피싱

▶ 자극적인 이슈 소재 조합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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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Virus
신·변종 악성코드
파일리스 악성코드

탐지 불가

Firewall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발생하는

악성 행위 탐지 불가

Server

RouterInternet

INTERNET

엔드포인트 보안취약점을 겨냥한 공격 증가

지능화된 스피어피싱, APT, 크립토재킹, 랜섬웨어 우회공격

SIEM or UEBA
로그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 거의 불가능

발생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Endpoint
네트워크에 최종적으로

연결된 장치
공격자들의 최종 목표 지점

조직 내 Endpoint 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협을 분석하고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Endpoint 기반의 보안 플랫폼에 대한 고객 Needs 증가

EDR 솔루션 Needs↑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보안솔루션의 재편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는 공격과 기존 보안 제품들의 한계



(단위: US 백만 달러)
출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artner Foreca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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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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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솔루션의 재편

EDR:  EDR의 탄생과 전망

3,201
3,622

2015 2020(E) 2015 2020(E)

238

1,540

글로벌 AV 시장 규모 글로벌 EDR 시장 규모

CAGR [2015-2020E]
2.0%

CAGR [2015-2020E]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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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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R
파일 기반의 악성코드 뿐만 아니라

파일 없이 실행되는 악성코드에 대한 공격도 탐지 가능

위협이 발견된 엔드포인트 격리, 위협 제거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

탐지

Detection

대응

Response

치료

Remediate

조사

Investigation

보안 사고 Prevent 가능

타임라인 기반으로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위협 탐지 가능

Fileless 보안 사고 Detection 가능

감염 이전 상태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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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솔루션의 재편

산업 별 보안 현황

의료

• 의료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보안관리 취약

2018년 상급 종합병원 평균 보안인력, 1.03명

정보 가격(1건당)

의료정보 60 달러

주민등록번호 15 달러

신용카드정보 3달러

의료정보 60 달러

1) 의료기록은 해커들의 '노다지', 고가에 정보 거래, MBC뉴스, 2016년 2월 27일

2)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구분 전체 100병상 미만 100-300병상

예산부족 60.0 56.39 88

의료보안

전담인력 부족
57.33 55.63 70.58

의료보안

전문지식 부족
41.33% 39.84% 52.94%

예산부족 60.0% 56.39% 88%

의료보안

전담인력 부족
57.33% 55.63% 70.58%

국내 중소형 병원 150곳

암시장에서 개인정보 거래 가격 중소형 의료기관 전망 및 애로사항

• 의료정보의 희소성과 활용성이 높고

해킹이 용이해 해커들의 주요 타켓

• 2018년 싱가포르 최대 의료 건강 기관 ‘싱가포르 헬스 서비스’

자국민의 ¼ 인 150만 명의 의료 정보 유출

1) 2)



제조업

산업 제어 시스템 컴퓨터 대응팀 (ICS-CERT)가 발표한
제조업 장비에 영향을 주는 취약점 트랜드

제조업의 65%는 오래된 OS를 사용 중

36

60
69 74

130

2017 2015 2016 2017 2018

공공부문

10.2% 국내 공공기관 10.1%
지난 1년간 사이버 공격 피해

41.8%
정보시스템의 취약성 41.8%

개별 이용자의 미숙 33.6%

정보시스템 운용자의 역량 부족 16.3%
33.6%

16.3%

41.8%

1) 2018년 국가정보보호 백서

2)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트랜드마이크로 보고서, 2019

2)

공공기관 보안사고 원인

ICT 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지만 보안 준비 미흡
정보보호 정책 수립률 10.5%

보안솔루션의 재편

산업 별 보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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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 IPS, IDS,
ESM, TMS, SIEM, 

Firewall, NAC,
WIPS, UTM,
Anti-Spam,
Secure OS,
보안 USB,
DRM, DLP,
Anti-Virus,
EDR, C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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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서밋 2018] 중소기업, 보안위협↑ (켈리 카바나, 가트너 리서치 분석가)

중소기업
98%

사이버 침해사고 기업 규모별 현황

대기업·중견기업
2%

중소기업

예산
인적 자원

전문 보안 인력
부족

공격을 탐지·대응
모니터링 위한

인적자원 시스템
갖추기 힘듦

중소기업이
직접 모든 솔루션
검토·기획 ·구축

·운영 힘듦
>>

외부 전문 서비스 그룹에 의한

MDR 서비스

중소기업 보안정책 설계 및 운영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떠오르는 대안

>>1)

1) KISA, 2017

보안솔루션의 재편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된 중소기업과 MDR 서비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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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MDR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멀웨어, 파일리스 공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대응까지 수행해 주는 서비스

이미 해외에서는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MDR 서비스를 받고 있음

흔히 Managed + Controlled Service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존 MSS 서비스와 차별화 되는 것은 단순 모니터링 및 알람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액션이 제공

즉, 위협 탐지 또는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 식별 및 차단 서비스, 이상 행위 모니터링 및 IOC 생성, 방화벽 등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

MDRMSS Other Managed
Services

Compliance
Monitoring and

Reporting

Security
Technology

Management

Technology-
Agnostic
Threat

Monitoring

Managed
EDR

Incident
Response
Services

Managed
Threat

Hunting

Basic
Incident

Response

Turnkey
Technology

Stack

Threat
Containment

2018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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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솔루션의 재편

MSS MDR

서비스
구축 시간 ▶◀구축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 소요

EDR 솔루션 제공 이벤트 로그 확인

(Endpoint 로그 확인 가능)

이벤트 로그
원본 소스 ▶◀

솔루션 별 커스터마이징 로그

공통 이벤트 로그

솔루션에서 자동화된 통계 자료 제공

(쿼리문을 사용한 레포트 작성)

보고서
제공 ▶◀

솔루션에 따른 통계 자료,

수동 작성

비교적 빠른 시간에 서비스 구축

EDR 솔루션을 통해 원격 컨트롤 가능
침해사고

대응 ▶◀별도의 원격 연결 솔루션 사용,

로컬 지원

프로세스 차단 등 즉시 대응 가능사고 대응 ▶◀네트워크 단계의 차단, AV 업데이트

Managed Security Services Managed Detection & Response



MDR 서비스



MDR 서비스

Protect Detect Contain Response

• 24/7 Malop모니터링과 초기 선별

검사

• 알림과 권고된 행위

• 행위 화이트리스팅 & 고객 정책 생성

• NGAV 구조화와 관리

• 월간 리포트

Active Monitoring

• 실시간 또는 과거 공격에 대한 완전

초기 Hunts

• 위협 인텔리전스에 근거한

실시간으로 우선적 Hunts

• 공격 탐지 시 분석과 권고 사항 제공

• 관리

• 월간 리포트

Active Hunting

• 원격 사건 대응

• 복원 서비스

• 보안 대책 권고

• 심화 분석

Act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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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MONITORING

24/7 사건 모니터링

대응 권고

예방 구조화 & 관리

행위 화이트리스트

월간 보고서

ACTIVE ASSIST

엔지니어 지원

보안 공격 도중 Cybereason SOC에 도움 요청

Hunt 인증 시험에 무제한적 접근 가능

2년마다 현장 교육

ACTIVE HUNTING

최초 공격에 대한 완전 Hunts

실시간으로 우선적 Hunts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Team Nocturns 컨설팅

분기별 보고서

INCIDENT RESPONSE

조사 및 검사

복원 서비스 & 권고

심화 분석

ACTIVE RESPONSE 

원격 공격 대응

복원 서비스 & 권고

심화 분석

ACTIVE ANALYSIS

추가 data 수집

악성프로그램 리버싱

고객 보안 취약점 진단 수행

원격 IR 지원 제공

Cybereason MDR Services



미국 보스턴 소재의 보안 기업
Tel-Aviv, Tokyo, London, Sydney 지사

이스라엘 특수 부대 8200unit 출신의 개발자

400개 이상의 레퍼런스
40만대 이상의 엔드포인트에 적용한 여러 고객 사례

EDR + NGAV 솔루션

Endpoint 모든 이벤트를 실시간 수집하여
위협 탐지 및 대응

Cybereason

투자자

Endpoint 

솔루션

Reference

NSS Recommended

2018 EY Entrepreneur of
The Yer New England
Finalist, Lior Div, CEO

2018 JMP Securities
Super 70 Company to

Watch

Cyber Defense Magazine
Security Company 

of the year

Gold Medal Info Security 
Products Guide for Security 

Consumer Product

2018SC Awards Finalist
For Best Threat

Detection Technology

and so on…

일본 엔드포인드 제품
점유율 No.1

일본 엔드포인드 제품
점유율 No.1



Cybereason

Prevent!

Internet

Malware 
Detect

Firewall

IDS/IPS

Forensic SIEM/Log

WAF

Clear!Clear!

※ 근본 원인 탐지 – Root Cause
(process, script, registry, powershell 공격 등)을
탐지하여 제거해야 추가 악성 오브젝트 및 행위, 
정보 유출 등의 2차 이상의 피해가 예방되며,
엔드포인트를 포함한 전체 보안이 강화됨

✓ 악의적인 행위 실시간 자동 탐지
✓ 단일 이벤트 및 엔드포인트 간, 자동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격 전체 상황을 Kill-Chain 형태로 가시화

1) 감염 & 측면 전파: 
malware.exe, abnormal file

5) 랜섬웨어
Crytolocker, Petya

2) 백도어, C&C

4) 정보 유출, 
Health Check, 
명령어 전달

3)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Block!

도입 전 도입 후

Sensor

SOC

Cybereason EDR



EDR 솔루션을 통한
실시간 탐지 분석

• 탐지된 위협에 대한 실시간 통제 및 치료, 격리, 

차단하여 내부 시스템 및 중요 자산과 정보를

보호

• 커널 영역이 아닌 사용자 영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엔드포인트의 모든 위협 탐지 엔드포인트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 전체 공격을 직관적인 단계별로 가시화

• 엔드포인트 자체의 위협뿐만 엔드포인트 간의

상관관계까지 분석

•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전사적 보안관제 운영

효율 극대화

내부 전사적 가시성 확보

• 행위 분석을 통해 Zero-Day 및 고급 위협 탐지

• 알려지지 않은 위협 및 알려진 위협 자동 탐지

• Fileless 및 랜섬웨어 행위 위협 자동 탐지

22

Cybereason EDR

기업 내부 환경에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이버 공격을 탐지 후
공격의 전체 상황을 즉시 시각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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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엔드포인트
위협 대응으로 인한

실시간 보안 대응 체계 구축

침해 사고 전 침해 사고 후 정보보안 사고 감소

상관관계 분석과 위협 조사를 통해
빠른 판단 및 대응으로

리소스 투입 감소

보안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
기업 이미지, 신뢰도 하락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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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상승

고도화된 보안 위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그니처 탐지 위주의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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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eason을 도입하면 아래의 세가지 질문에 보다 신속하게 응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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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Cybereason EDR 도입 배경



Cybereason EDR
엔드포인트의 메타정보를 수집하여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상관분석 및 머신러닝으로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플랫폼

Cybereason NGAV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알려진 악성 코드, 

랜섬웨어, Fileless(PowerShell) 악성 코드 등

모든 종류의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

Detection
실시간 자동 위협 탐지

Prevention
악성코드

실행방지/차단

Remediation
위협에 대한
즉각 대응

Investigation
쉽고 능률적인

추적조사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

공격의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시각화

고급화된 표적공격 및 랜섬웨어 탐지

공격 단계별로 완벽한 보안 대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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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eason 개요

Cybereason은 자동화된 탐지, 완벽한 상황 인식 및 공격자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응 방안 제공 NGAV에 의한

침입 방지

EDR에 의한
침해 탐지 및 대응

사이버 공격 침입 전 침입 후



25

Cybereason 개요

단계별 보호

Pre-Execution Dynamic Post-Infection

Known Malware

Unknown Malware

Filelss Malware

Ransomware

APTs

Malware

Cybereason NGAV

시그니처 · 인공지능 기반 동적 행위분석

: Anti – Ransomware & Fileless 위협 보호

Cybereason EDR

Advanced 공격 탐지 & 

분석 및 대응 조치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보호방안 제공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며 포괄적인 보안 제공

한번의 설치(단일 에이전트-사용자모드)로 EDR+NGAV 적용

기존의 AV가 존재할 경우

: SIGNATURE ANALYSIS 기능을 Disable 후

AI/Anti-Ransomware, Fileless 위협 보호 기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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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eason EDR

EDR 통한 실시간 탐지 분석

v

Visibility

내부 전사적 가시성 확보

전체 공격을 직관적인 단계별로 가시화

엔드포인트 자체의 위협뿐만 엔드포인트 간의

상관관계까지 분석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전사적 보안관제 운영

효율 극대화

직관적 실시간 대시보드

한 눈에 공격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분석/탐지 결과에 대한 자동 시각화

시각화 된 분석화면으로 내용을 쉽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도록 가시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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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단계별 위협 탐지 현황

초기감염 권한상승 탐색 확장 C&C             데이터 유출

감염 규모(버블의 크기)
감염 후 경과 시간(버블 색상)

공격 유형의 통계

시간별 통계

위협 탐지 현황 요약

직관적인 실시간 공격 전체 현황 대시보드 →  한눈에 공격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시화

Cybereason EDR

대시보드(Discovery Board)



공격 유형

근본원인

감염된 단말 정보

공격 단계(위험도)

동일한 형태의 공격 그룹화 → 활동하고 있는 공격의 목록을 확인하며,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 가능

28

Cybereason EDR

Malop 탐지

1) Malop: Malicious Oper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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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클릭으로 바로 대응조치 지원

근본 원인을 확인

영향을 받는 기기와 사용자 정보 확인

관련된 악성 통신 분석

사용된 악성 도구 파악

공격 타임라인

분석/탐지 결과 자동 그래픽화 →  각각의 세부 항목을 클릭하여 상세한 정보를 드릴 다운 (Drill Down) 형태로 조회 및 확인

Cybereason EDR

Malop 세부 내용 확인 (Attack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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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된 위협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실행·내역 확인 →  악성 프로세스의 부모 및 자식 프로세스의 전체 구조를 그래픽화하여 제공

Cybereason EDR

Malop 세부 내용 확인 (Attack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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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eason EDR

EDR 통한 실시간 탐지 분석

v

Detection

엔드포인트의 모든 위협 탐지

행위 분석을 통해 Zero-Day 및 고급 위협

탐지

알려지지 않은 위협 및 알려진 위협까지

자동 탐지

파일리스(Fileless) 및 랜섬웨어 행위 위협

자동 탐지

v

Response
엔드포인트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탐지된 위협에 대한 실시간 통제 및 치료, 

격리하고 차단하여 내부 시스템 및 중요

자산과 정보 보호

커널 영역이 아닌 사용자 영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세내용을 같은 화면에서 확인

2개의 호스트를
한번에 대응/조치

빠른 인지

쉬운 인지

간편 대응

같은 위협이 탐지된
2개의 호스트



Endpoint Facts

Suspicions

Malop™

Hunting
Engine (빅데이터)

알려지지
않은 공격

각 요소의 실시간 상관 관계 분석

악성 가능성 높은
Evidence 추출

사이버
공격

알려진
공격 고객의 사례 알려진 공격의 분석 사례

외부사례 Cybereason의 노하우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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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eason EDR

헌팅 엔진 (Hunting Engine)

Suspicions

Evidence

실시간 메타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접속, 프로세스 등)

IP,도메인 평판 정보 비교

실시간 다차원 분석

흥미롭거나 변칙적인 Facts 추출

악성 가능성 높은 Evidence 추출

(임계치 낮음)

Malop 악성 이벤트 선별



-

COMMON 
RELATIONAL DATABASE
(one-to-one relationships)

CYBEREASON 
GRAPH TECHNOLOGY
(one-to-many relationships, in real time)

타 솔루션 비교
100배 이상 빠른 성능

Cybereason Hunting Engine은 스트리밍, 엔티티 상관 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In-Memory 데이터 저장소

매초 수백만 개의 데이터 조각을 가져와 데이터 간, 수천만개의 관계를 분석/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수집하는 모든 요소가 Hunting Engine에 공급, 요소 간의 관계는 링크를 사용하여 표시 이러한 노드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추가로 더 많은 관계 설정

특정 사용자가 실행한 모든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 Hunting Engine은 해당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실행한 모든 프로세스 사이에 연결성이 있으므로 쉽게 처리

또한 특정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연결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프로세스와 모든 네트워크 연결 사이에 연결성이 있어 간단히 알 수 있음

Cybereason EDR

헌팅 엔진 (Hunting Engine)

VS

Cybereason
초당 8백만건 이상 분석 !

2세대 솔루션
초당 8만건 분석 !



네트워크에서 엔드포인트 격리
(통신 허용 예외 지원)

프로세스 실행
방지(Prevention)

프로세스 중지(Kill Process)

파일 격리(Quarantine Process)

레지스트리 삭제(Remove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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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대응 →  개별 또는 복수의 엔드포인트를 한번의 클릭으로 대응

Cybereason EDR

대응 및 조치 대응 및 조치 (Remote Shell)

Remote Shell을 이용한 대응 기능 → 원하는 호스트의 원격 PowerShell 세션을

열어서 대응 및 조치 기능

Cybereason 센서는 커널 레벨이 아닌

사용자 레벨에 설치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충돌 없이

안전하게 운영 가능

기존 SW와 충돌 없이 손쉽게 설치

안전성

5% 이하의 CPU 사용률!

No Crashes! 

No User Impact!

No Blue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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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eason NGAV

주요 특징

KNOWN

RANSOMWARE

UNKNOWN

FILELESS

인공지능(AI)에 의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머신러닝 알고리즘(AI)을 통해

시그니처에서 감지 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최고의 탐지율과 가장

낮은 오탐률로 감지/차단

악성 PowerShell 

스크립트(Fileless) 방지

Powershell 등 OS의 정규 도구를 사용하는

Fileless 악성 코드에 의한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

랜섬웨어 방지

행동 분석을 통해 파일이 암호화되기 전

알 수 없는 랜섬웨어, Fileless 랜섬웨어, MBR 

기반 랜섬웨어를 탐지 · 차단

알려진 악성 코드

효율적인 검색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는 시그니처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탐지/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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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