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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 (Network Traffic Analysi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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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네트웍 트래픽 or 

 unsampled flow 
분석

Machine 
Learning

비정상 보안위반 행위를 실시간 탐지



Gartner Report(2018) : ‘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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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 Cycle for Threat-Facing Technologies, 2018

NTA(Network Traffic Analysis)

  1) 분석 범위 : east/west 구간을 포함
  2) 분석 대상 : raw traffic or flows
  3) 기능 : 네트웍 정상상태 학습 후 비정상 보안위반 행위 탐지  
  4) 강조점 : 반드시 실시간 탐지
  5) 기대 효과 :  
    Malware/APT 공격의 탐지, 보안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Machine Learning



NTA, 등장 배경 #1 : 모니터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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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웍 관문 구간만 집중 감시 
❍ North-South 트래픽 : 25%  
❍ Firewall, IDS/IPS, APT 솔루션 등 

❏ 해커의 활동 공간에 대한 감시는 소홀 
❍ East-West 트래픽 : 75% 
❍ IoT 기기, Virtual Machine, BYOD 
❍ 출입제한/통제, NAC

해킹 활동
사각지대  
해소



NTA, 등장 배경 #2 : 보안취약점 관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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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NTA, 등장 배경 #3 : 보안이벤트 관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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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불가능한 수준, 과다 발생중인 보안이벤트 
❍ 하루 평균 5,000개 정도의 Alerts 발생 
❍ 56%만이 조사, 28%가 false positive   

❏ 2% 부족한 SIEM 보안 관리시스템 
❍ Zero-Day Attack에는 여전히 한계 
❍ 다양한 형식의 로그,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보안이벤트 
관리체계 개선

2017 Cisco Annual Security Report

Average 5,000 
alerts per day

56% investigated

LESS THAN HALF 
REMEDIATED

8%

28% legitimate



NTA, 등장 배경 #4 : 인공지능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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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네트웍 모델링 
❍ Device, Protocol, Service에 대한 Baseline   
❍ 풍부한 데이터, 충분히 학습, 네트웍 모델링 

❏ 실시간 비정상 행위의 탐지/경고  
❍ 학습시간과 비례하는 향상된 False Positive  
❍ 신속/정확한 탐지 빅데이터 기반의 빠른 조치

침해사고 
대응 전반 
개선



NTA 지향점 : Detection Phase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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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Data +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Anomal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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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트웍 트래픽을 분석해야 하는가?

Network Traffic 
 
-. 네트웍을 이용하는 실제 트래픽 
-. 위/변조가 불가능한 모든 정보 
-. 진정한 Big Data

Agent Data 
-. 시스템에 설치된 Agent 기반 
-. 프로그램 된 정보만 분석 
-. 상용망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Log(Machine Data) Data 
-. SIEM,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 로그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 상관관계 분석/탐지의 최적화는 운영자 책임

B
readth &

 D
epth of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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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분석은 실시간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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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
(저장)

Network

1 CPU
(분석)

2

Store and then Analysis

메트릭 데이터 Disk

Network

Stream Processing

CPU
(분석)

21

VS.



Machine Learning의 Source로 제공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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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프로토콜 SMB Activity

DB Error

DNS Query

TCP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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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Hop, Sample Vendor in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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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TLS 암호화 트래픽 복호화 분석

❏ RSA 방식 : Server의 Private Key  
❏ TLS1.3(Diffie-Hellman) : Agent 설치, Secret Key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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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nomal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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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gnature 기반 탐지 : STIX based Hostname, IP Address, URIs
❏ 2) Machine Learning 기반 탐지 :  Baselining & Anomaly Detection



Cyber Kill Chain에 기반한 보안이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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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활동 탐지소프트웨어 특성(?)

C&C 연결해킹된 증거 감염 활동 확산 주요 데이터 접근 데이터 유출

해킹 활동의 확산 과정(?)

C&C 서버 접속
내부 감염 대상자를  
찾는 Scan 활동 데이터 유출 행위핵심정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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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of Reveal(x)
Raw Packet 저장

Transa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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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Data 전달

탐지된 보안이벤트 전달



Summary : 비정상 보안위반 행위 실시간 탐지

보안위반자

7가지 위반 행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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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C&C 접속) : 의심스러운 외부 서버로 SSH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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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IP address

의심스러운
SSH 접속



2단계 (Scan Detection) : 4가지 스캔 활동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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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 UDP Scan

다수의 파일 서버 
접속 거부 에러 발생



3단계 (정보 취득/변조) : 파일서버 접속/활동 내역

검색 / 다운로드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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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보 유출) : 외부로 내부정보 유출

최초 확인된 외부 서버로  
1.1 GB 데이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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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보 유출) : 유출된 정보가 포함된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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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시스템의 
Transaction 필터링

Raw Packet 
Button



4단계 (정보 유출) : 유출된 정보가 포함된 Raw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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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P 저장 버튼

Wireshark 실행



의심스러운 TCP  
연결상태 확인

의심스러운 TCP  
연결상태 확인

기타 : 의심스러운 시스템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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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Activity



기타 : 의심스러운 시스템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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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파일들



네트웍 보안가시성 확보



모든 시스템, 자동 탐지/분석/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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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ervers/Clients

!32

Database 관련 Error

Top Method 상세 현황

접속 Client 현황



DNS Servers/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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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모든 DNS 서버

DNS Query 현황
DNS Query 현황



개별 시스템 검색 / 활동 내역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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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에 IP 입력

Transaction

Raw Packets

Metric Data



Transaction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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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계정으로 Database 이용한 Transaction 필터링 

검색조건 : admin 입력
프로토콜 DB



보안운영에 필요한 Dashboard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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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Activity

CVSS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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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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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83VqvoMJjI 

강의명 : 인공지능, 능력은 물론 그 한계까지 알아야 합니다 
강사 : 김진형 교수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y83VqvoMJjI
https://www.youtube.com/watch?v=y83VqvoMJjI


편향된 데이터 = 편향된 결과



부족한 데이터 = 부정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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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Data More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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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래픽 분석 능력 / 성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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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디코팅 Dimensions 분석 성능

프로토콜,
지속적 추가

사용자 정의
Metric 추가

100G 이상  
분석 성능



3) 운영중인 보안인프라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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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반 행위 차단 / 확산 방지 Integration with SIEM



결론 : NTA, 침해사고대응 체계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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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분석

 MATH  
(Machine Learning)

탁월한 가시성 제공 
정확한 보안 이벤트 제공, 명확한 근거  
침해사고 대응체계 혁신

암호트래픽 복호화 
50가지 이상의 Protocols 분석 
L2-L7 Classification 
Reconstructed Sessions 
4800+ Metric Data (Features)

Feature Engineering 
Dimensionality Reduction 
Outlier Detection 
Critical Asset Lens

RESULTS



고맙습니다. 

basecamp@sherpai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