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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당면과제



최신 위협 환경

은밀함 & 모호함
합법적 도구 및 파일리스
위협 활용

복잡성 & 지속성
다중 킬 체인 단계를
구성하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

강력한 효과
기업은 해킹 공격의 좋은
수익원 (예: 랜섬웨어 성행)

기업이 인식하는 문제점:

위협 건수 증가

공격 시나리오의 복잡성 증가

위협으로 인한 명성 / 금전적 피해

규제 준수 문제 해결의 필요성



4공격 성공 시에는 심각한 손실 발생

출처: IT security economics(카스퍼스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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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보호의 중요성

출처: The SANS 2018 Endpoint Protection and Response Survey 

Endpoint

가장 취약한 요소이자 매우 보편적인
IT 인프라 진입점

효과적인 사건 조사를 위한 핵심 Data
출처

TLS 1.3과 같이 강화된 암호화 통신 증가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네트워크 트래픽
해독

v76%

전체 보안 사건의 76%가

Endpoint에서 발생

v84%

다수의 서버 / 워크스테이션이

관련된 사건의 비율



*출처: Cybersecurity Through the CISO’s Eyes PERSPECTIVES ON A ROLE(451 Research, 2019년)

 자동화 된 기능 활용 극대화
 보유 리소스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
 최신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역량 확보
 관리형 서비스로 역량 보강

전체 기업 중 다양한 IT 보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비율*

70%

오늘날 기업의 당면과제

리소스가 부족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복잡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IT 보안 인력 및

전문지식의 전 세계적

부족 현상이 걸림돌



7

심층 조사, 자동/수동
위협 사냥에 주력

예방 기술로 막지 못하는
복잡한 위협의 대응에 주력

최대한 많은 수의
잠재적 위협 요소

차단에 주력

보안의 토대

통합 사이버 보안
접근 방식

첨단 방어

표적형 공격 및
사이버 무기

지능형 위협 및
표적형 공격

매우 광범위한
위협 환경

(파일리스 위협 포함)

전문 지식을 완벽히 갖춤

IT 부서만 있거나
IT 보안

전문 지식 부족

IT 보안 전문가 팀의
역량 발전 진행 중

3

1

2

90%

9.9%

0.1%

위협과 대응 조치



Kaspersky 통합
Endpoint 보안



사이버 보안 전략의 필요성

조직이 인식하는 보안 위협의 현실:

1. 위협 수의 증가

2. 공격 시나리오의 복잡성 증가

3. 위협의 재정적 영향

4. 최신 공격에 대응할 전문 지식 결여

5. 모든 경고를 신속히 처리할 역량 부족

더욱
정교해진
공격과
높아진
파괴력



효과적인 IT 보안을 위한 전체적 접근 방식

위협
사냥

탐지 시스템예방 시스템

예방 탐지 발견

알려지지 않은 악성 활동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악성 활동100% 알려진 악성 활동

자동 대응

예방 탐지 및 대응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면...

자동 예방이 가능하다면...

자동 대응 + 검증
수동



개요

시간

사이버 위협 사냥

알려진 위협

• 예방 또는 자동 탐지

KASPERSKY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위협 발생 전 위협 발생 후

알려지지 않은
위협

• 누락된 사항 탐지

• 실시간 대응

저지

• 자동 대응 및 가이드형 대응

사건 대응

위
협

제품, 경고



Endpoint 보안 전체 개요

Kaspersky 
Endpoint Security

더욱 광범위한
강화

동작 탐지를 비롯한 고급
기법을 사용하여 탐지

Data 보호
취약점 및 패치 관리

EDR Optimum

근본 원인
분석

모든 Endpoint에
대한 가시성

위협 지표 수동 및
자동 검사

다양한 대응
조치

Kaspersky 
Sandbox

격리 환경에서 의심스러운 개체
파괴

개체 평판 캐시

검사를 위해
개체 IoC 생성

판정을 EPP로
전달하여 자동 대응

Kaspersky

Security Center

회피 방지
기법



Endpoint Security
The leading multi-layered endpoint protection platform, based on NextGen

cybersecurity technologies

Kaspersky Endpoint 통합 보안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WORKSTATION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SERVER



EDR Optimum



Endpoint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와
같은 장치

탐지 (Detect)
Endpoint 장치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고 보안팀에게 공격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

대응 (Response)
공격을 받은 Endpoint를
격리하거나 악성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장치 수준에서 공격 대응

소개

Endpoint

Detection

Response



Endpoint 탐지 및 대응 솔루션(EDR)은
Endpoint 시스템의 동작을 기록 및
저장하며,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해 의심스러운 시스템 동작을
탐지하고,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
활동을 차단하고, 영향 받은 시스템
복원을 지원하는하는 솔루션으로
정의됩니다. 

Gartner의 정의

EDR 솔루션은 반드시 4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안 사건 탐지

- Endpoint에서 사건 저지

- 보안 사건 조사

- 복구 지침 제공

https://www.gartner.com/reviews/market/endpoint-detection-and-response-
solutions#:~:text=The%20Endpoint%20Detection%20and%20Response,provide%20remediation%20suggestions%20to%20restore

https://www.gartner.com/reviews/market/endpoint-detection-and-response-solutions#:~:text=The%20Endpoint%20Detection%20and%20Response,provide%20remediation%20suggestions%20to%20restore


Kaspersky EDR Optimum

공격 확산 경로

자세한 사건 정보 자동 ‘원 클릭’
대응

근본 원인
분석

자동으로
사용자 지정
위협 지표 생성

운영이 까다롭지
않으며 시간적
효율성도 우수

주요 목표:

• 사건을 가시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 가능

• 솔루션 구축 관련 경비 절감

•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사
도구 제공

• 복잡하고 모호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더 큰 피해 발생 방지



Kaspersky Endpoint Security 고객

기존에 설치된 Kaspersky 

Endpoint Security에서

Sandbox / EDR 기능 확장

TCO 절감

보안 사건 대응 간소화,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인력 개입 최소화를

통한

총 소유 비용 절감통합 콘솔
Kapersky Security Center가
통합 중앙 관리 제공 (On-
premise / Cloud)

Kaspersky 
Sandbox

EDR KES



가시성 및 분석 기능

공격 경로 가시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 연결

공격 증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건 정보 카드를 통해 근본
원인 분석

감염된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EDR 에이전트는 전체 Data를 KSC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RCA에 필요한 해당 Data만 공유).

• Endpoint 위협 탐지
• 코드 삽입
•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프로세스 (Spawning)
• 파일 생성
• 네트워크 연결
• 레지스트리 수정



EDR Optimum 사용사례

“세금계산서” 라는

제목의 메일에 피싱

URL이 포함

인터넷에서 악성 Program을

다운로드하는 Java Script, 

Visual Basic Script 등이 실행

트로이목마 탐지 및 차단

C&C 서버와의

통신 차단

감염의 직접적 원인 파악

C&C 서버
x.x.x.x

+

공격의 과정 확인

• 파일 / 프로세스 실행

• 원격지 C&C 서버와의 통신

C&C 서버에

접속하는 트로이목마

설치

추가 대응

• 위협 지표를 생성하고

워크스테이션의 공격 징후

검사

• 호스트 격리 / 파일 실행

방지 / 파일 삭제 등



EDR Optimum의 사건 정보 및 프로세스 실행

조치

위협 정보 체인

보안 사건 세부 정보

탐지한 개체에 대한 정보



EDR Optimum의 사건 정보 및 프로세스 실행



EDR Optimum의 사건 정보 및 프로세스 실행



EDR Optimum의 사건 정보 및 프로세스 실행



대응 절차 간소화

다양한 대응 조치

자동으로 사용자 지정 차단 Signature
생성
Indicator of Compromise 검사 작업
생성• 외부 차단 Signature

가져오기(위협 인텔리전스
공급업체 / 기관)

• 실시간 / 예약 인프라 검사 -
‘원 클릭’ 대응 기능을 갖춘 IoC
기반 검사

• 호스트 격리
• 호스트 AV 검사
• 파일 격리
• 파일 실행 차단

* OpenIOC

의심스러운 활동 탐지 시 EDR 
Optimum이 다른 호스트에서
유사 이벤트 검색



Kaspersky Sandbox



기존 Sandbox의보호영역별구성

SSL복호화

라우터

방화벽/IPS

스위치

SPAN/TAP

수동
Sandbox 
분석

Email 
Server

Email 
Server

File Share
Server

File Share
Server

격리
서버

Enterprise
SIEM

Anti
SPAM

사용자PC

사용자PC

악성파일
수집/분석/대응

침해사고대응

악성의심 사이트

Sandbox 
중앙관리

이메일분석
Sandbox 

네트워크분석
Sandbox 

네트워크분석
포렌식스

파일서버용
Sandbox 

네트워크분석
Sandbox 



KES & Endpoint 에이전트

KSC: 중앙 관리 서버

도입 필요 대상:
• 위협 대응 자동화 부재
• 리소스 부족
• 숙련된 IT 인력 부재

Kaspersky Endpoint Security의 기능을
확장하여 정교한 위협을 식별하고 차단:
•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 신종 바이러스, 랜섬웨어
• 제로 데이 취약점 공격

Kaspersky Sandbox



로드
밸런싱

신규 의심스러운 개체 분석 요청
(Sandbox 분석)

분석 결과 응답

중앙 관리:
업데이트, 대응 정책 수립, 운영 상태 모니터링

KSC SIEM

인터넷
고가용성(HA) 

클러스터

Endpoints

악성 코드의 인터넷
접속 모니터링

• 별도 분석 서버:
사용자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음

Kaspersky Sandbox 동작



Kaspersky Sandbox 동작
인터넷

Endpoint
에이전트

가상 컴퓨터의심 개체

• 고도의 탐지 회피 기술 적용
• 다양한 개체 실행(애뮬레이션) 모드
• 사용자 활동 모델링

KSN으로 진단 결과 전송

전체
인프라
자동 보호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Business

자동 IoC 검사 작업
생성 및 전체 인프라

검사

수집 분석 진단명 확정 KES로 전달

진단명

의심 개체 실행

위협 행위 모니터링

분석

• 악성 코드의 인터넷 접속 모니터링
• 추가 개체 다운로드 여부 확인



통합 Endpoint 보안 구축 시 탐지 시나리오

전체 Endpoint에 대해 IoC
검사 및 차단, 격리 조치

시행

전체 Endpoint
자동 보호 성공

C&C 서버에서 추가로
다운로드된 파일을

KSB에서 자동으로 검사
후 위협 분석 결과를

KES에 전달

숨겨진 위협
차단 성공

지능형 위협 보호
기능인

‘행동 탐지’에서
위협 탐지

해당 Endpoint의
위협 차단 성공

탐지된 위협의 침입
경로, 네트워크 활동, 

활동 내역 자동 기록 및
관리자에게 보고

* 근본 감염 원인 확인

위협에 대한
가시성 확보 성공

EDR Optimum
KSB 

(Sandbox)
KES for Windows

위협: Endpoint에서 취약점을 악용하는 파일이 실행되고, 추가로 C&C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알려진 시그니처가 없는 새로운 악성 코드

자동 대응



Kaspersky EDR 
Optimum

• IT 부서 내에 보안 담당 인력
• 소규모 보안 부서
• 보안 인력의 리소스 부족

전담 보안 전문가 부족

Kaspersky
Anti Targeted 

Attack Platform

Kaspersky 
EDR Expert

• 충분한 인력을 갖춘 보안 부서
• SOC/CERT/CSIRT

안정적인 보안 실행

Kaspersky 솔루션: 성숙도 기반의 접근 방식

Kaspersky
Sandbox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Business

• IT 부서가 보안 업무 담당
• 보안 담당자가 없는 기업

자동화된 Endpoint 보안



Kaspersky
Sandbox

Kaspersky
Anti Targeted 

Attack Platform

Kaspersky 
EDR Expert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Business

• IT 부서가 보안 업무 담당
• 보안 담당자가 없는 기업

• 충분한 인력을 갖춘 보안 부서
• SOC/CERT/CSIRT

안정적인 보안 실행자동화된 Endpoint 보안

Kaspersky EDR 
Optimum

• IT 부서 내에 보안 담당 인력
• 소규모 보안 부서
• 보안 인력의 리소스 부족

전담 보안 전문가 부족

Kaspersky 솔루션: 성숙도 기반의 접근 방식



Kaspersky
Sandbox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Business

• IT 부서가 보안 업무 담당
• 보안 담당자가 없는 기업

자동화된 Endpoint 보안

Kaspersky EDR 
Optimum

• IT 부서 내에 보안 담당 인력
• 소규모 보안 부서
• 보안 인력의 리소스 부족

전담 보안 전문가 부족

Kaspersky 솔루션: 성숙도 기반의 접근 방식

Kaspersky
Anti Targeted 

Attack Platform

Kaspersky 
EDR Expert

• 충분한 인력을 갖춘 보안 부서
• SOC/CERT/CSIRT

안정적인 보안 실행



Kaspersky MDR



탁월한 전문지식

위협 연구 및 글로벌 위협 정보 분석팀은 세계 각지의 전략적 위치에
분포해 있으며, 모든 유형의 위협에 대해 탁월한 심층 분석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1300+ 360K 200+보안 개발자
세계 최고의 보안
연구원

매일 카스퍼스키가
탐지하는 새로운 악성
파일



서비스 가치

지능형 위협 탐지

카스퍼스키 SOC 전문가는
자사의 위협 인텔리전스와 20년
이상 축적한 사이버 보안 경험에
기반한 수백 가지의 위협 사냥
규칙을 사용해 정교한 표적형
공격까지 탐지합니다.

대응 및 복원

모든 사건 보고 시 탐지된
위협에 대한 권장 대응 방법을
함께 제공합니다.

사전 승인된 원격 제어 대응도
지원됩니다.

효율성

카스퍼스키 SOC 전문가가
24시간 내내 고객 조직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을 분석해
오탐지를 방지하여, 실제 사건만
보고합니다.



메타데이터

카스퍼스키
제품

카스퍼스키
24시간 SOC

메타데이터

MDR 
웹 포털

완전한 가시성, 사건 경고 및
대응 지침

자동 대응 및
가이드형 대응

Kaspersky 
Security Network

MDR 아키텍처

• 충실한 자동화 및 ML 기반 위주 운영

• 모스크바와 유럽 데이터센터

• 모스크바와 시애틀의 SOC 분석가



MDR 이해

• 호스트 격리
• 파일 격리
• 파일 제거

• 프로세스 종료
• 호스트로부터 파일 요청
• 호스트상의 프로그램 실행

요청

가이드형 원격 대응 시나리오

• 역할 기반 접근
• 사용자 역할 관리
• 사건 알림

• 사건 카드
• 자산 카드
• 대시보드 및 보고서

• 상관관계 분석
• 점수 평가

• 필터링
• 우선순위 지정

• 안티 맬웨어 엔진
• 동작 분석
•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 공격 지표
• 고급 샌드박스

종합적 확인 기능(MDR 포털)

탐지 기술

머신러닝



MDR 티어 비교

Kaspersky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Optimum

• 24시간 선제적 모니터링

• 자동화된 위협 사냥 및 사건 조사

• 가이드형 원격 대응 시나리오

• 보안 상태 점검 및 자산 확인 기능

•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제공되는 MDR 웹 포털

• 사건 기록 저장 1년

• 원시 데이터 저장 1개월

Expert

• 24시간 선제적 모니터링

• 자동화된 위협 사냥 및 사건 조사

• 가이드형 원격 대응 시나리오

• 보안 상태 점검 및 자산 확인 기능

•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제공되는 MDR 웹 포털

• 사건 기록 저장 1년

• 관리형 위협 사냥

• 원시 데이터 저장 3개월

• 카스퍼스키 SOC 전문가와 연결

• 위협 인텔리전스 포털 접근

• 데이터 다운로드용 API

추가:

• 규제 및 포렌식/e-검색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한 유연한 저장 및
유지 옵션

서비스:

• 위협 평가

• SOC 분석가를 위한
실습 교육

• 사건 대응 리테이너



서비스 SLA

우선순위수준 대응시간 목표가치

높음 (예: 표적형 공격) 1시간 90%

중간 (예: 일반 악성 코드) 4시간 90%

낮음 (예: 애드웨어, 리스크웨어 등) 24시간 90%

• 대응 시간 – 사건 탐지(생성 시간)부터 MDR 포털에 게시(업데이트
시간)되기까지의 시간

• 목표 가치 – 대응 시간(Reaction time 및 Response time)이 목표
가치 목표를 충족한 사건 수의 백분율

사건 기준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이용약관 참조



Facts about us

> 22년의 업계 경력

> 4,000명의 전문가 보유

> 전세계 400,000,000명의 사용자 보유

> 전세계 270,000개의 기업 고객 보유



Facts about us

Global

전세계 200개 국가에서 카스퍼스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cognized

카스퍼스키의 솔루션은 독립 기관 테스트 최다 참여, 최다
상위권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Gartner Peer Insights 고객이 선택한 엔드
포인트 보호 플랫폼 선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The Insights for 2020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Collaborative

카스퍼스키는 인터폴 전세계 법률기관 등 글로벌 IT 보안 기구와
함께 사이버 위협 조사를 진행합니다.

* www.kaspersky.com/top3
** Kaspersky has been named a September 2017 and November 2018 Customers' Choice for Endpoint 
Protection Platforms. Gartner Peer Insights Customers’ Choice constitute the subjective opinions of 
individual end-user reviews, ratings, and data applied against a documented methodology; they neither 
represent the views of, nor constitute an endorsement by, Gartner or its affiliates.

https://www.kaspersky.com/top3


*88 independent tests were completed by Kaspersky products in 2018 alongside 11 competitors. More than 100 vendors took 

part in the tests, but only those who participated in 35% or more of the tests had their results represented in the chart.

사이버 보안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 중요해짐에 따라, 공급 업체에 대한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카스퍼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용 사용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카스퍼스키 제품은 88개 독립 테스트와 리뷰에 참여했으며 이중 1위 73회, TOP 선정
77회를 기록하였습니다.

86
테스트 및 평가
참여

64
1위 횟수

81%
Top 3

* Top3 2020년은 아직 발표 되지 않음.



Web Site Link :
https://oc.ccn.cni.es/index.php/en/certified-products/certified-
products/316-kaspersky-endpoint-security-10-for-windows-with-
kaspersky-full-disk-encryption-3-0-v-10-3-0-6294-aes256

카스퍼스키 CC 인증 획득



카스퍼스키 GS 인증 획득

카스퍼스키 Windows GS 인증 획득

카스퍼스키 Linux GS 인증 획득 예정

- 최종 목표 : 조달 비즈니스



Threat Management and Defense
Advanced Protection empowered by Threat Intelligence

Endpoint Security
The leading multi-layered endpoint protection platform, based on NextGen

cybersecurity technologies

Hybrid Cloud Security
Borderless security engineered for your hybrid cloud environment

Intelligence Services
Intelligence and expertise providing a new level of cyber immunity

Internet of Things and Embedded Security

Minimizing risk and addressing cybersecurity threats to IoT systems and 

embedded devices

Industrial Cybersecurity
Specialized protection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Kaspersky portfolio for Enterprise

Kaspersky EDR Optim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