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위협 헌팅과 보안운영 자동화



2008년
ESM



통합보안관제시스템에 접속하니 이벤
트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하죠..?

음.. 그건 UTM 장비가 공격 패킷을 차
단했다는 알림인데요. 계속 동일 IP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방화벽에서 차단하
셔야 하고요..

2008년

2019년,
지금은?

당최 무슨 말인지 ㅠㅠ..



너무 많은 보안 경보

위협 분석 인력 부족

알려지지 않은 공격

검색, Top N만 가능한 시스템

방어자의 현실



과다한 보안 경보에 시달리는 이유는?

동일 공격자의 공격 그룹핑 실패

자동화 공격에 대한 수동 대응

단순 검색에 의존한 위협 분석



AI 정오탐 분류 기술이 구원할 수 있는가?

개별 공격의 정탐, 오탐 분류

행위 주체의 공격자 분류



자동화된 웹 공격 살펴보기

POST /xw1.php HTTP/1.1

GET /wpo.php HTTP/1.1

GET /db_cts.php HTTP/1.1

GET /shell.php HTTP/1.1

GET /muhstik.php HTTP/1.1

POST /9678.php HTTP/1.1



생각해볼 점

등록된 패턴이 없으면 웹 공격을 식별할 수 있는가?

개별 공격 트랜잭션에 대해 정오탐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행위와 맥락에 대한 분석

페이지 랜딩

연결된 링크 이동

API 실행

P(A|B)



맥락화된 웹공격 AI 탐지

GET / PUT /ekquok.txt

113.10.244.178 (DEDECMS Vuln.)

PUT /html/error/403.html GET /plus/mytag_js.php

GET /html/error/404.html POST /utility/convert/data/config.inc.php

GET / PUT /yeuoqu.txt

.. 7일 후 ..

GET /index.php PUT /index.asp



맥락화된 웹공격 AI 탐지

GET /user.php POST /fdgq.php

115.217.238.102 (ThinkPHP RCE)

GET /ogipa.php GET /user.php?act=login

GET /user.php POST /ysyqq.php

POST /ysyqq.php GET /?s=/index/%5Cthink%5Capp/invokefu 
nction&function=call_user_func_array&vars
%5B0%5D=file_put_contents ..

매일 약 15회 공격 트랜잭션



행위를 학습한다 맥락을 판단한다



자동화 공격 도구

매우 유사한 흔적

클러스터링

이에는 이,
자동화 공격에는 자동화 방어



WannaCry 킬스위치

iuqerfsodp9ifjaposdfjhgosurijfaewrwergwea.com

2017-05-12 

https://blog.talosintelligence.com/2017/05/wannacry.html



악성코드의 차단 회피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 도메인 생성

통신 예정일의 도메인 구매

C&C 서버에서 제어명령 수신

DNS 인프라는 대부분 차단하지 않음



자동 생성된 도메인의 AI 탐지 예

fexgsck82e5siwystwxk0nax.com

xutejdrt05dpkoexd5wx6xwi.com

00mgkq8q2s4y1po1jci.hnpgerbnddglvn8qkj2ep.com

내부 감염된 호스트의 추적 및 셧다운



DNS 터널링 예시

22tcuaacaakai..중략..qaaaao5spsijmur56jfvmphafrrbzy3aaaaayw
.irr2qcaawaajqab2r4..중략..4cy5jiym4msq4jovi4ga2p37y.a.j.e5.sk

TXT 

ACa3KgACABQAAAAAAAAA0gQAAAAAAAAAAAAAAAAAAAIAA
ABWAAAAFlyCdAEAEwA..중략..mAPwLtAbYghAhME5KtDd3nWW7
1teMRF/gu6zZxLt4sLZDZizgTvTcXWlAwAFAwdR4d0G

(의외로) 안티바이러스 DNS 터널



경보 분석과 대응

위협 인텔리전스 체크

내부 블랙리스트 확인

이전 침해시도 내역 확인

공격 대상 내부자산 정보 확인

취약점 대조를 통해 공격 영향 확인

정오탐 판별

위협 조사 15분 차단 및 침해여부 분석

공격 IP, URL, HASH 차단

OS, DB 계정 생성 여부 확인

서비스 포트 오픈 여부 확인

웹사이트, 보안 설정, 로그 위변조 확인

C&C 접속, 내부 통신 확인

웹쉘, 루트킷 설치 확인

5분

1분

3분

2분

3분

1분

매일 100건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최소 25시간 필요



기존 관제체계의 한계

각 장비에 접속하지 않고
전체 로그 수집, 탐지, 분석

정책 변경, 차단하려면
각 장비 콘솔에 접속해야 함



보안운영 자동화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Response



API 연결의 시대

IP 분석

파일 분석

도메인 분석

URL 분석

샌드박스 실행

해시 스캔

조사 격리

로그온 이력

IP 차단

프로세스 차단

도메인 차단

URL 차단

NAC 격리

VPN 차단

계정 비활성화

알림

티켓 생성

유관 기관 전파

메신저 발송

SMS 발송



대응 프로세스 예

새 바이너리 해시

C&C 접속

티켓 생성

MD5 평판 조회

IP 평판 조회

ITSM 자산 정보 조회

샌드박스 분석 실행

악성여부 검토

EDR 호스트 스캔

API 자동화

사용자 개입



대응 프로세스 예

악성코드 제거

화이트리스팅

바이너리 공유

사고분석 보고서 대응 완료

API 자동화

사용자 개입



바이러스토탈 API

HASH 분석

IP 분석 도메인 매핑 내역

악성 URL 탐지 내역

악성코드 탐지 해시

국가 및 ASN 정보

MD5, SHA1, SHA256 엔진별 진단 내역

프라이빗 API 샌드박스 행위 분석 네트워크 트래픽



IP 평판 조회

URL 평판 조회

HASH 평판 조회

secudium-get-ip-report

secudium-get-url-report

secudium-get-hash-summary-report

secudium-get-hash-static-report

secudium-get-hash-behavior-report

b8e50d1aaf6438a0ace5e9ea115a4f13

185.27.134.11

96.16.99.155

209.202.252.54

avast: Win32:Trojan-gen



팔로알토 방화벽 API

로그 조회

IP 주소 관리

정책 배포

paloalto-address-groups

paloalto-addresses

paloalto-set-address-group

paloalto-set-address

paloalto-commit

paloalto-logs

방화벽 모델에 따라 단일 주소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IP 수 한계 있음
예) PA-500 기준 1개 그룹 당 IP 500개, 전체 IP 개체 2500개 제한

XML-RPC



액티브 디렉터리 쿼리

ldapsearch basedn="dc=hq,dc=eediom,dc=net" 
filter="(&(userPrincipalName=*))"

AD 계정 조회

호스트 조회 ldapsearch basedn="dc=hq,dc=eediom,dc=net" 
filter="(&(servicePrincipalName=*))"

badPasswordTime lastLogon pwdLastSet

whenCreated diplayName sAMAccountName

dNSHostName networkAddress operatingSystem



넷위트니스 쿼리

메타 조회

패킷 조회

netwitness-query

netwitness-packets

패킷 원본과 메타데이터 추출하여 분석



벤더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품, 서비스 활용성 증가

고객 만족 향상

공동 마케팅

제휴 문의
sales@eediom.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