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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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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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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Products

Virtual MDR . Virtual SOC
Protecting Enterprise For “IT / OT / ICS” Security

Trusted Security Advisor

글로벌 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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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서비스 포트폴리오

PAGO Threat Insights Platform (TIP)
“제품 + 기술 + 프로젝트 방법론 + 매니지드 서비스 (탐지/조사/대응)”

MDR-as-a-Service / SOC-as-a-Service 전문 프로바이더

AI-Driven
엔터프라이즈 NDR 플랫폼

AI 머신러닝
코어시스템엔드포인트보안

AI 딥러닝
사용자 / 재택엔드포인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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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 Threat Insights Platform(TIP)

위협 인사이츠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상용화 예정)

• Real Threat Information
• Real Threat Category
• Additional Threat Insights
• IOC (Threat Insiights DB)
• Summary Reports

Threat Insights DB / IOC
Integration

제품/기술에 의해,

탐지, 방어된 모든 위협

대상으로, 한번 더 ....

• Analysis
• Investigation
• Extracting IOC
• Response 방법론
• Remedition 방법론

Threat Insights DB / IOC
Sharing Service

고객사의

다른 보안 제품과 연동

• 빠른 위협탐지 및 대응 For,

• Unmanaged Devices

• Invisible Devices

• Firewall
• EPP / EDR
• NTA / NDR 
• SIEM / SOAR
• Email Security
• Asset Mgmt
• NAC
• HR DB
• Active Directory

TIDB / IOC

커뮤니티 공유 서비스

• Threat Insights DB

• IOC DB

• Threat Analysis Reports

• For 
PAGO Customers
(PAGO TIP Community)

• For
Non-PAGO Customers

Threa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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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C Innovation Sandbo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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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C Innovation Sandbo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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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 NDR
Network

Traffic Analysis
Network

Detection & Response

• Unmanage Device 위협

• Invisible Device 위협
• Non-Malware 위협 • Encrypted 위협

AWAKE ... 시작부터 다른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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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lerts …
…To Answers

AWKE ... NDR 기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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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부문
Best

Starts-up
Best

Innovative

AWAKE ... NDR 부문 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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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DR Security Division of ARISTA

2020년 9월



13

ARISTA +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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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map

ARISTA +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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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A +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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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riven NDR
네트워크 위협 트래픽

탐지 . 조사 . 대응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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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Vendors in NDR (Networks Detection & Response)

Gartner - NDR Vendors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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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 – NDR 재정의

• 탐지(Detection) 부문, 역량 재정의
o Non-Signature 기술

o 머신러닝 또는 별도 정황 분석(Analytics) 기술

o Raw 트래픽 또는 Flow 레코드 분석

o 의심스러운 트래픽 패턴 발생 시, 경고(Alert) 발생

o North/South + East/West 트래픽, 모두 모니터링

o 위협 모델링 (Threat Modeling)

• 대응 (Response) 부문, 역량 재정의
o 자동 대응 (방화벽 연동 및 트래픽 차단 등)

o 수동 대응 (위협헌팅 및 인시던트 분석 기능 제공)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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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 – NDR 솔루션 제외 기준

• NDR 솔루션 제외 기준
o SIEM / FW 등의 다른 솔루션 구성이 필수인 솔루션

o Full PCAP 기반 네트워크 포렌식에 중점을 둔 솔루션

o 로그 분석 솔루션 (SIEM 에 가까움)

o UEBA 기반 기술 솔루션

o IOT / OT 트래픽 분석 중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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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 솔루션 벤더의 추가 방향성 인정
o Encrypted Suspicious Traffiic 탐지 기능

ü Without Decryption (대부분의 NDR 벤더에서 채택)

ü 의심스러운 SSL / TLS 서버 인증서 탐지

ü 개별 TLS 패킷 사이즈 검사

ü 개별 TLS 패킷 사이의, 통신 시간 검사

ü TLS 세션 연결 시간 검사

o 대응 (Response) 부문의 확장

ü Firewall(트래픽 차단), NAC(Quarantine), EDR(Containment), SOAR(Playbook)

ü 자체 Threat Hunting 기능, Incident Response(IR) 기능

Gartner – NDR 벤더의 추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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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 What is “R” ?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NDR
(Network Detection & Response)

MDR
(Managed Detection & Response)

SOAR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공통점 위협은 이미 침투했다

XDR
(eXtended Detection & Response)

위협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위협의 체류시간 (Dwell-Time)
최대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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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 What is “R” ?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NDR
(Network Detection & Response)

MDR
(Managed Detection & Response)

SOAR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R
시스템

Response
(Automation)
• Alert
• Playbook
• Quarantine
• Kill-Process
• Logout
• Containment
• Integration via API

(with other solutions)

전문가
Response
(Manual)

• Investigation
• Forensic
• Threat Hunting
• Actionalble Answer 

• Alert
• Playbook
• Quarantine
• Kill-Process
• Logout
• Containment
• Integration via API

(with other solutions)

공통점 위협은 이미 침투했다

XDR
(eXtended Detection &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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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 도입/운영 실패 사례 1

• 아무 위협 트래픽도 탐지되지 않은 경우

• 항상, 악성공격 / 해킹 트래픽에만 관심

• 단편적인 트래픽만으로 고도화된 공격을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음

Abnormal Suspicious Malicious

위협 헌팅 (Threat Hunting)의 출발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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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위협 헌팅“ 샘플
• 최근 1주일 이내
• 밤 12시 ~ 아침7시 사이
• 내부 IP 대역에서
• 외부 IP 대역으로 (또는 도메인으로)
• 브라우저 기반 (또는 non-브라우저 기반) 으로
• SSL / TLS 암호화 트래픽으로
• 데이터 업로드 흔적이 있는가?

• 어떤 디바이스?
• 누가?
• 목적지?
• 언제?

IF YES • 이 디바이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력 조사
(Abnormal à Susp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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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 도입/운영 실패 사례 2

• 위협 트래픽 탐지된 경우, 다음 액션이 없는 경우

• 고객님 “저희 솔루션이 아래와 같이 위협을 탐지했습니다”... “끝”

Not Only
위협 트래픽
가시성 확보

But Also
사후조사 방안

대응액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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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

NDR 솔루션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입니까?

NDR 솔루션의 도입 목적은 무엇입니까?

• 실제로 SMB 취약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Exploit 당하지 않았는지
연관 관계 파악 필수 !!

• 위협 트래픽 탐지 후,
• Attacker / Victim 파악
• 전반적인 Incident 흐름
• 대응 가이드 라인
• 추가 Victim 과 비슷한

디바이스 탐색
• Remediation 수행

• SMB 취약점 찾기위한
포트스캐닝 이벤트를
잘 탐지해 내면,
도입 목적 달성 ??

대부분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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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 True Value

Investigation (조사)

Analytics (분석)

Threat Hunting (위협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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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 위협 헌팅 정말 어려운가?

항상 Trigger 존재

솔루션 자체에, 순기능 있는지 체크

외부 IOC
다른

보안솔루션
외부

보안 사고

Search /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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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Query 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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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Query à 새로운 위협 모델

Query
• 외부 IOC
• 다른 보안솔루션 로그
• 외부 보안 사고

Save 지속 검색

위협 탐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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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운영 시나리오 샘플

위협 헌팅

대응
시나리오

(Remediation)

자체
SOC / IR 조직

외부
전문 MDR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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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ke Security Platform
샘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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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탐지 - “High Risk Devices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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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탐지 - “유사한 디바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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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위협 탐지 모델
(Adversarial Mode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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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위협 탐지 모델 – 탐지된 샘플
(Adversarial Mode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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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위협 탐지 모델 - 빌더
(Adversarial Mode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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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검색 조건의 저장 및 AML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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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 Attack Map (인시던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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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 Supporting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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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