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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한계점 – Signature 기반탐지



기존기술한계점 – SIEM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로그 수집 불가 단말/시스템은?
 수집 양=가격↑, Payload 부분 full 탐지 X

 임계값 조정/관리 공수↑
Ex) (평소에 접속)하지 않았던 (외부 호스트)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

 TI (탐지시나리오, 평판 정보) 제공 X or 부족
 악성코드 전문가 필요

I. Why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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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ox
솔루션

Mirroring

[파일 유입 및 캡처 원리]

처음 보는 파일을 내부로 우선 보내고 파일을 sandbox에서 실

행오픈하여 검사

 신종 악성코드는 한번은 내부 감염 불가항력

항목 내용

하드웨어 탐지 Sandbox 장치 디바이스 정보 인지

디버거 확인 및 무력화 감시 디버거 여부 확인, 일부 디버거 무력화

SW, OS 버전 확인 IE, 오피스, OS 등 특정 버전에서만 동작

실 사용자 행위 확인 실제 사용자 행위를 확인하고 활동

시간차 활동 실행 후 장기간 대기 후 악성 행위 동작

암호화 통신 이용 우회 SSL 통신으로 파일 캡처 불가

[가상화 환경 무력화 방법]

 다수의 우회/회피 방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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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한계점 – Sandbox 기반탐지



기존기술한계점 – Sandbox 기반탐지

외부망 내부망
망연계

솔루션

멀티백신
or

Sandbox 
기반탐지

내부

인터넷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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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페러다임전환 – Dwell time, Root cause

172
APAC

99
Global

106
유럽, 중동, 아프리카

from ZDnet 2018.01.11 By Asha McLean

File Process Network Registry

MachineFrom To

How, what, When

http://www.zdnet.com/article/median-dwell-time-for-cyber-intrusion-highest-in-apac-at-172-days-fireeye/


보안페러다임전환 – Lateral Movement

평소와 다른 파일서버 접속 / 인증세션 / 관리자 접속
내부 스캔 / Brute-Force

내부 데이터 수집
내부 악성코드 확산 행위

내부 파일서버 파일 암호화 (랜섬웨어)

동영상



I. Why AI ?

최근의 보안은 ‘빠른탐지와빠른대응’에 맞춰져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공격은이미당했다’는 전제

하에 이를최대한빠른시간안에발견해내고해

결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From 2017.09.19 보안뉴스-각광받는 기술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와 어떻게 다른가? 

/ 글 : 다리오 포르테(Dario Forte), DFLabs

Prevention에서
Detection으로

"Threat hunting is an analyst-centric process that 

enables organizations to uncover hidden 

advanced threats, missed by automated 

preventative and detective controls.

Gartner Security & Risk Management Summit 2018

Detection과
Hunting

보안페러다임전환 – Detection, Hunting



2. I. Why AI ?

악성과 정상을 잘 구분할 때 기존 기술과 달라야 하며
사람의 손이 덜 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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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머신러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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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1

Y=2X
2 Computer

Data

Output
Y=2X

X 1 2 3 4 5

Y 2 4 6 8 10

AI 기술 –머신러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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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ata

Output

Output

Output Output

AI 기술 –머신러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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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머신러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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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y AI ?

악성인 것을 알려줌
(C&C, Botnet, Recon,

Lateral Movement, Exfiltration)

(개발사에서)
분류, 구분

업무에 필요?

이례적인 것을 알려줌
튀는 행위인 것을 알려줌

(고객사에서)
집단 혹은 개별의
특성, 프로파일링

악성인가?
(C&C, Botnet, Recon,

Lateral Movement, Exfiltration)

업무에 필요?

AI 기술 –머신러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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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머신러닝개요

구분 지도 학습 (Supervised Machine-learning) 비지도 학습 (Supervised Machine-learning)

특징

악성 행위의 공통적인 규칙을 찾아내어 알고리즘 化

악성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OOO 악성 행위 입니다.”
라고 알려줌

비슷한 것끼리 묶거나 평상 행위를 학습하여 알고리즘
化

평상적인 행위에 비해 “이례적이고“, “특이한” 행위를
알려줌

학습 기준 개수 악성 행위 수십 가지 평상 행위 수백 가지

탐지 결과 개수

분석
공수

공격

내용
● ●●●●

정탐

여부
● ●●●●

분석

방법

개념
제시된단계별

명확한위협행위확인

통신방향, 양, 추이

등을대략적인 Insight를얻음

제공
정보

(UI/UX)

정보가적음 정보가많음

탐지된내용을정리하여

위협관련된것만알려줌

많은양의로그에서

공격정보를스스로찾아야함



I. Why AI ?
AI 기술 –관련솔루션

용도 활용 기술 비고

로그 기반

ESM / SIEM US-ML

정보유출 모니터링 US-ML

금융 FDS US-ML

Network 기반 악성/이상 행위 탐지

US-ML 일부는 시나리오(룰셋)만 이용하는 솔루션도 있음

S-ML, US-ML, Deep-learning

Endpoint 기반 차세대 백신

Deep-learning Pre execution

S-ML Pre / Post execution

* US-ML :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 S-ML : Supervised Machine learning



W h y  A I ?Ⅰ.

구매 가이드Ⅱ.

Ve c t r a  C o g n i t oⅢ.











Messages



Ⅱ. 구매가이드
고려사항



Ⅱ. 구매가이드
고려사항

 제품의 사상이 중요

 S-ML vs US-ML

 탐지/헌팅 위주 vs 포렌식 위주

 적은 공수 vs 많은 결과

 빠른 탐지 vs 상세 튜닝

 현 보안 조직(인력)을 감안

 AI가 만능은 아니다

 벤더 지원 의존성 (결국 내가 분석해야 함)

 후 분석(Post-Analysis) 소요 시간

 수평 트래픽

 수평 트래픽은 반드시 대상에 포함

 수평 트래픽 모니터링 대상 spot 수 고려

2. 수평모니터링필요성
1) 악성 행위는 내부 간 행위를 봐야하지만 現 수집 솔루션 부재

2)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스코어링 정합성 문제

 호스트별 위협 스코어링 기법은 수직/수평 모두 있으면 점
수가 더 높아짐 (더 위험하므로)

 모든 악성행위가 수직 트래픽 행위만 있다면 위협 스코어링
관련이슈 없음

 하지만, 악성행위들 상당수가 수평/수직 트래픽이 모두 발
생하여 수직 트래픽만 본다면 수직 트래픽 관련 행위만 발
생시키는 호스트와 수직/수평 관련 트래픽을 동시에 발생
시키는 호스트의 점수가 구분이 안되어 위협 스코어링에 이
슈가 발생

3)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들에는 수직 트래픽과 수평 트래픽 모두
탐지 시나리오가 존재

 수평 구간 수집이 없다면 시스템을 절반만 사용하는 것과 같음



Ⅱ. 구매가이드
고려사항

구분 상세내용

자동화
정확性

‐ 신규 감염 및 기 감염된 호스트 탐지

‐ 인공지능 기술 제공 범위 : 비지도(로컬), 지도(글로벌)학습의 택일 또는 병합 여부

‐ 사이버 킬 체인 기반 탐지 관점 여부

‐ 과탐, 오탐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사상

직관性
정제性
효율性

‐ 직관적 인터페이스, 편의성 측면

‐ 특정 접속 포인트에 대한 집중도, 상호 연관성 UI 제공

‐ 효율적인 스코어링 처리 우선순위 제시

‐ 탐지결과를(개수)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정제된 결과를 제시하여 분석 공수를 최소화 함

‐ 같은 이벤트를 여러 번 표시하기보다 그루핑된 결과 값 도출

‐ 비정상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실질적인 악성행위(Real Attack)를 탐지하고 보여주는 탐지
엔진과 제품 사상

관리性
‐ 예외처리, 관제업무 관련 기능 등

‐ 간략 / 상세 레포팅 기능

연계性
‐ 외부 분석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분석 정보 제공 여부

‐ 타 보안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분석 지원 등

처리量
확장性
인증

‐ 가격 정책 (장비 기준, 호스트 라이선스)

‐ 설치 환경의 다양성

‐ 장비 보안성 인증

 제품 평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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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all IPS
Sandbox 기반
탐지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내부위협 탐지/헌팅 플랫폼

출현 배경

 Network 라우터, 프락시에서
packet 필터링, NAT 시 성능저하
및 룰 관리 어려움

 IP, Port로 악성 행위(공격) 탐지, 
차단 불가로 payload 내 시그니
처 탐지 방식 출현

 시그니처 방식 한계, 신종 공격
미탐

 악성코드를 가상PC에서 실행한
뒤 행위 보고 탐지

 기본/최신 보안 솔루션을 보유, 
운영 하에도 잇따른 사고 발생

 내부에 기 감염된 호스트 존재 여
부 상태 파악 불가

 보안 에이전트 설치/관리 어려움

주 목적 IP, Port 차단 외부 공격 탐지/차단
내부 호스트 악성코드 감염 탐지/

차단
내부 위협 호스트 탐지

Packet 內
탐지 대상

IP Header O O O O

Payload - O O O

탐지/차단 object Packet Packet URL, IP, File (문서, 실행) Packet

주요 보안 기술
 Packet 필터링

 세션 관리

 탐지 시그니처 업데이트

 평판 업데이트

 악성 행위 탐지 및 분석

 평판 업데이트

 인공지능 기반 탐지모델 생성

 호스트 별 프로파일링

동작/구성

위치 네트워크 경계단 네트워크 경계단 인터넷 경계단 내부 네트워크

방식 Inline Inline / Out of band (주로) Out of band Out of band

Threat detection

관점에서

해당 솔루션 이슈

 사전 IP, Port 정의 차단방식으로
허용 세션 내 악성행위 탐지 불가

 평판정보(IP)도 수시로 수동-갱신
해야 하므로 유효 시간이 작음

 신규 악성코드와 공급 시그니처
수 불균형으로 신종공격 미탐

 평판정보(IP, URL등)도 수시로 수
동갱신해야 하므로 유효 시간이
짧음

 신규로 인식되는 파일에 대하여
최초 한 번은 내부로 유입되어 악
성코드 감염이 가능한 동작 방식

 다양한 가상환경 하에서 탐지 우
회 방법 존재

 Vectra는 위협을 탐지만 하기 때
문에 실시간 차단 기능 미제공
(Firewall, NAC 등과 연동으로 차
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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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TMS (Full packet) Flow monitoring Net-Forensic (Full Packet)
인공지능 기반

내부위협 탐지/헌팅 플랫폼

출현 배경

 트래픽 과다치, 서비스 사
용 내역 등 트래픽 전반적
인 상태 모니터링 및 위협
탐지

 Signature 기반 탐지 한계
극복

 타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
하지 못하는 위협 대응

 네트워크 장애 감지, 사후
분석

 네트워크 사용 현황 분석

 네트워크 기반 위협 탐지

 네트워크 장애, 침해사고
관련 사후분석 필요

 기본/최신 보안 솔루션을
보유, 운영 하에도 잇따른
사고 발생

 내부에 기 감염된 호스트
존재 여부 상태 파악 불가

 보안 에이전트 설치/관리
어려움

주 목적
트래픽 모니터링

N-IDS 수준의 위협탐지

Network 레벨에서의 위협
탐지

네트워크 장애분석

위협 탐지

Full packet 기반 네트워크
사후 분석

내부 위협 호스트 탐지

Packet 內
탐지 대상

IP Header O O O O O

Payload 일부 O (저장만) X O O

탐지/차단 object Packet Packet Packet Packet Packet

주요 보안 기술
 Packet 분석 기술

 Signature 기반 탐지

 비교적 간단한 탐지 시나
리오 기반

 Packet 분석 기술

 평판정보, 비지도학습 기
반 탐지

 네트워크 full packet 저장
및 분석 UI/UX

 비지도 학습 기반 탐지

 인공지능 기반 탐지모델
생성

 호스트 별 프로파일링

동작/구성

위치 주로 네트워크 경계단 주로 네트워크 경계단
네트워크 경계단

내부 네트워크
주로 네트워크 경계단 내부 네트워크

방식 Out of band Out of band Out of band Out of band Out of band

Threat detection

관점에서

해당 솔루션 이슈

 Signature 기반으로서 알
려지지 않은 위협 미탐지

 보통 내부 단 수평 트래픽
은 모니터링 제외

 세션, packet, 송수신지 등
헤더정보 값들 대상으로
사전 시나리오를 정의하
여 탐지

 학습 알고리즘 미사용

※ 사용

 평판정보에 의존

 비지도학습 수준은 비공
개

 단순한 비지도학습 기반
탐지 기능 추가

 최근 전문 비지도학습 기
반 탐지 기능 탑재한 제품
도 일부 있음

 Vectra는 위협을 탐지만
하기 때문에 실시간 차단
기능 미제공 (Firewall, 
NAC 등과 연동으로 차단
수행)



Ⅱ. 구매가이드
PoC 유의사항

 우리 네트워크는 깨끗한가?

 기능이 많은가?

 징후(초기) 탐지? vs 분석?

 결과 값이 많은가?

 효과(Efficiency) 적인가?

(유지관리 공수, 분석 공수)

 같은 기간 내 여러 제품, 모의 공격

 모니터링 구간 : 적어도 내부 층간 미러링, 다수 지점은 집중-허브존

 학습 기간 : 2~3주

 모의공격 및 Self-확인 : 1주

 최종 레포팅 및 보고회 : 1주



Ⅱ. 구매가이드
모의공격가이드

 외부 -> 내부 (X)

 내부 -> 내부(user, app-svr, auth-server)

(Recon, Lateral Movement, Exfiltration)

 내부 -> 외부 (C&C, Botnet)

 호스트 별 학습된 정보 근간 탐지 고려

 짧은 PoC 기간 내 확인하려면 강도 높여 수행

 감염 전 or 후 ?

 실제 공격에 근접한 행위

 시나리오 베이스

 최종 레포팅 및 보고회 : 1주



Ⅱ. 구매가이드
모의공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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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 y  A I ?Ⅰ.

구매 가이드Ⅱ.

Vectra CognitoⅢ.



Ⅲ. Vectra Cognito
Vectra - 개요

• 기존 보안 솔루션을 침투 또는 우회하
는 위협 탐지, 대응

• C&C접속, 봇넷행위, 내부정찰, 내부
확산, 정보유출 행위 구분

• 내부 간 트래픽 감시
• 암호화 트래픽 감시
• 내부 호스트 악성행위 가시성 확보

• 위협 빈도, 양, 기간, 최근성 등
• 우선순위 실시간 스코어링
• 관제 Tier-1 수준의 분석, 요약

인공지능 기반 탐지모델

내부 네트워크 가시성

사이버 킬 체인 기반

실시간 자동 상관분석

• 벤더의 머신러닝(지도학습), 딥러닝
– 탐지모델로 악성행위 탐지

• 로컬 사이트에서 머신러닝(비지도
학습) – 탐지모델 비정상행위 탐지



Vectra - 개요
Ⅲ. Vectra Cognito



2.

구분 탐지모델 학습알고리즘 탐지시나리오 Input Data

지도(글로벌)학습
-Supervised ML

Random Forest
…

Global
악성 트래픽 샘플,
정상 트래픽 샘플

비지도(로컬)학습
-Unsupervised ML

K-means
clustering

….

로컬 사이트
평상 시 트래픽

일종의
복잡한 수식

1~2번 / 1달
학습된 모델
업데이트

보안 전문가들
계속 연구/수정/추가

수시로
평상 시 행위 학습

Real-Time Data Stream 
from Network

악성
행위

평상
행위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악성

이례

이례

실시간 탐지

1234

5

6
7

① Input Data

학습용 data는 악성을 구분하기 위해 global data와 이례적
인 것을 탐지하기 위한 고객 로컬 사이트 평상 data를 사용

②탐지시나리오

C&C접속, Botnet 행위, 악성코드 확산, 정보유출과 같은 악
성 행위 위주의 시나리오와 서버접속 행위, 외부 전송 행위
등 모니터링할 만한 평상행위 시나리오로 구분 ※ Vectra
는 악성 행위 위주의 시나리오가 더 많음

③ 학습알고리즘

구분, 분류 중심의 지도학습 알고리즘과 특성화, 베이스라
이닝 중심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사용 ※ 딥러닝 알고리
즘도 사용

④탐지모델

Packet header와 payload 전체를 보며 접속 빈도수, data 
volume, 접속 시도 지속성, 응답(성공)률 등 다양한 요소들
을 탐지하는 복잡한 조건 및 수식

⑤⑥⑦

탐지모델 update는 글로벌 러닝(벤더러닝)은 1달에 1~2번
업데이트 되며 로컬학습은 평상시 행위를 학습하므로 수
시로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탐지모델들로 실시
간 트래픽에서 악성과 이례적인 것을 탐지한다.

Vectra - 동작방식
Ⅲ. Vectra Cognito



3.

내부  외부 통신

내부  내부 통신

Internet

U
se

r 
to

 I
n
te

rn
e
t

User to User

• 업무 관련 서버
• 인증서버
• DNS/DHCP 서버
• …

해당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통신)를 분석/학습한다.

• PC
• Mobile
• Network Printer
• …

• 웹 서핑
• 자료 검색
• C&C 통신
• P2P 통신
• 메일 전송
• …

• 서버 접근 시도
• 자료 조회
• 인증 과정
• 파일 업/다운로드
• …

• 공유폴더 접근
• PC간 통신
• 프린터 출력
• …

• 통신 시퀀스

• 호출 방법/빈도/시간

• 송/수신 데이터 량

• …

행위탐지를 위한 요소?

C&C
초기 감염

Internal Recon

내부 탐색
Lateral Movement

내부 확장
Data Exfiltration
데이터 수집/유출

Botnet
공격기회 탐색

Vectra - Cyber Kill Chain
Ⅲ. Vectra Cognito



6. Ⅲ. Vectra Cognito
Vectra –특장점

Challenge
Solution

보안 관리자는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사무 업무와 병행하면 평상 적으로

솔루션 당 30분 ~ 1시간 / day 정도

관리 가능

보안 관리자가 분석 소요 시간은 악성코드
가 거주하는 기간을 보태는 셈이므로

그 기간을 줄여야 하는 것이 관건

No 룰튜닝!
단지 예외 처리 룰만 정의

No 과탐!!
자동 점수 관리, 거르고 거른 정제된 탐

지 결과

No 추가 인원!!
복잡한 장비로 전용 분석/관리
인원을 또 채용하시겠습니까?

Tier-1 수준의 정리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



8.

구성방안

Data Center

Internet

Corp apps

front end

Web apps

front end

80% E/W
가상화 서버지사

본사

지점

관리자

X-Series(메인)

S-Series(센서)

Campus

Ⅲ. Vectra Cognito
Vectra –장비구성



3. Ⅲ. Vectra Cognito
Vectra – 연동



3.
결론

효율성(Efficiency)

내부 간 (수평) 트래픽

데이터의성격 (지도, 비지도)

정제된데이터
(정탐이라면심각성, 정확도, 빈도, 세기, 지속성, 다양성, 성공여부/강도등)

내부간트패픽대상위협-모니터링솔루션부재
(TMS?       SIEM?       Flow-monitoring)

스캔, Brute-Force, 평소와는다른내부접속



DEMO,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