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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업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심화하면서 사각지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날 직원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합니다.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스마트 기기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가 중시되면서 암호화된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말미암아 기업은 더 
이른 시일 내에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고 디지털화를 지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이버 범죄자가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각되지 않은 채 은밀히 작전을 펼칠 기회 
역시 증가했습니다. 보안 위협은 그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빠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보안 위반 탐지에  

걸리는 업계 평균 시간2 

가시성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타사의 
클라우드 앱 비율 

85%3

출처:

1. Cybersecurity Ventures 2. Ponemon Institute 3. 시스코 2017 연례 사이버 보안 보고서 4. Intel 5.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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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2020년에 
암호화되는 
트래픽 비율 

80%5

시스코 보안 분석
지능형 위협 탐지용 행동 모델링 및 머신 러닝 기술 심층 탐구

2019년의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 비용1

클라우드
암호화된 
트래픽

2020년에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IoT 장치 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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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의 주요 목표는 표적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정체를 감춘 채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몸값'을 요구하거나 정보를 훔쳐서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피해를 막으려면 이들의 존재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격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방어 위주의 솔루션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자가 갖은 수를 동원해서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도용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공격 단계 초기에, 그리고 네트워크를 손상시켜 중대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지능형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Cisco® Stealthwatch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도사리는 위협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보안 분석 솔루션입니다. 또한 Cisco® Stealthwatch를 구현하면 
지능형 위협을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행동 모델링, 다계층 머신 러닝 및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함께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쉽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데 한 가지 수법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tealthwatch는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을 동원하여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완벽하게 퇴치합니다. 또한 
Stealthwatch는 ETA(Encrypted Tra�c Analytics)를 통해 암호화된 트래픽을 
해독하지 않고도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II. 기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
자사의 디지털 비즈니스 상황을 일상적으로 파악하려면 적절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서 다양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Stealthwatch는 특히 ETA를 
통해 암호화된 트래픽을 해독하지 않고도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의 네트워크 암호화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ealthwatch는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Cisco AnyConnect® 
Network Visibility Module, 기타 지원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정확한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상황을 네트워크 활동 분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참조). 
Stealthwatch는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장부' 역할을 하므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필요 없는 단일 솔루션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장에 발맞춰 확장 가능한 
보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역에 수백 개의 센서를 배치하는 방식 
대신,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가 센서 역할을 하여 사이버 범죄자가 숨을만한 사각지대를 
완벽히 없앱니다. 또한 Stealthwatch는 여러 타사 Exporter로부터 원격 측정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방형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Stealthwatch는 모든 유형의 기업 
네트워크 인프라를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tealthwatch/index.html
https://www.cisco.com/go/eta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tealthwatch/visibility-and-control.html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at-a-glance-c45-736671.pdf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at-a-glance-c45-736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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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watch는 여러 타사 Exporter로부터 원격 측정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 1. 모든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완벽한 가시성 확보

III. 여러 분석 기법의 연동
Stealthwatch의 3가지 핵심적인 분석 방식은 연동을 통해 가장 이른 시점에 공격자의 위협을 어김없이 포착합니다. 

1. 행동 모델링

Stealthwatch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활동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ealthwatch는 알려진 악성 활동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Stealthwatch는 100여 개의 보안 이벤트(이른바 어림법)를 응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트래픽 활동(예: Scanning, Beaconing Host, Brute Rorce Login, Suspect Data Hoarding, Suspect Data Loss 
등)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보안 이벤트는 논리적으로 세분화된 경보에 반영됩니다. 일부 보안 이벤트는 경보를 자체적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비정상 인시던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취합하여 어떤 유형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인시던트와 관련된 장치와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그림 2 참조). 관련된 원격 측정 데이터와 
시간을 반영하면 인시던트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한 가지 증상만 보고 병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전체적인 증상을 살펴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Stealthwatch는 
네트워크의 모든 비정상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경보를 발령하므로 보안 팀이 손쉽게 위협 
대응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ISR =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 ASR = Cisco Aggregation Services Router, CSR = Cisco Cloud Services Router, WLC =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IE = Cisco Industrial Ethernet, ASA =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 FTD = Cisco Firepower® Threat 
Defense, WSA = Web Security Appliance, ISE = Identity Services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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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활동 분석 도구를 중시하는  
보안 전문가의 비율

83% 

기업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드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CISO의 비율

74% 

기업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드는 
수고를 덜기 위해 자동화를 
활용하는 CISO의 비율

출처: 2018년 시스코 보안 역량 
벤치마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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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행동 모델링을 통한 이상 징후 탐지

원격 측정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중복 데이터 제거에 최적화된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

이상 징후와 알려진 악성 활동을 
탐지하는 보안 이벤트 

고위험 경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저소음 경보

Flows 

정상적인 활동의 
기준 확립 

100여 개의 보안 이벤트

수신된 SYN 수

연결 초기화 속도

트래픽 유효 기간

이상 징후 및 활동 변화를 
탐지한 경우 경보 발령

호스트 활동에서 탐지된 
이상 징후

임곗값 

Exchange 서버

2. 다계층 머신 러닝

또한 Stealthwatch는 지도 및 비지도 학습 방식의 머신 러닝을 응용하여 지능형 
위협과 악성 통신을 포착합니다.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의 다계층 머신 러닝 분석 
파이프라인과 통합되어 기업에서 발견된 위협 활동과 전 세계에서 발견된 위협 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와 장치의 활동을 분석하여 악성 코드 감염, 명령 및 제어 통신, 
데이터 유출, 그리고 사내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냅니다. 
또한 여러 처리 계층에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및 수학적 통계 기술을 함께 이용하므로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활동을 자동으로 학습하여 악성 활동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tealthwatch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보안 분석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비롯해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에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분석 파이프라인은 '비정상'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확립한 다음, '위협 활동'의 실제 개별 요소를 분류하여, 장치나 사용자의 실제 감염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작은 단서들을 짜 맞춰서 감염된 엔티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려면 매우 신중한 분석과 상관 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매일 수많은 경보를 수신하는 데다, 인력이 부족한 보안 팀이 
이러한 경보를 모두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신 러닝 엔진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인시던트를 
확실하게 찾아내고 확실하고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병렬 트래픽 수

초당 패킷

초당 비트

새로 생성된 
트래픽

전송된 SYN 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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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인시던트

인시던트

악성 이벤트

비정상 트래픽

관계 모델링

엔티티 모델링

이벤트 분류

트러스트 모델링

이상 징후 탐지

글로벌 리스크 맵 정확도에 기반한 인시던트 
우선순위 지정

3.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공격자에게 유리한 점 중 하나는 여러 표적에 동일한 공격 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 활동에 대한 희생양의 시야는 직접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각개 격파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악성 IP나 도메인에 관한 정보, 혹은 
공격에 사용된 신종 악성 코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경보를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와 비교 분석할 수 있다면 탐지 시간이 
크게 줄고 정확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Cisco Talos™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확보하면 봇넷이나 기타 교묘한 공격에 대비해 보안 계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로컬 네트워크 환경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수천 개의 알려진 명령 & 제어 서버 및 공격 관련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위협을 정확히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시스코는 사이버 범죄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IV. 다계층 머신 러닝의 개념과 효과
Stealthwatch이 사용하는 여러 머신 러닝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시던트가 Stealthwatch의 머신 러닝 엔진에 
전달되면 Stealthwatch가 지도 및 비지도 학습 방식의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다계층 보안 분석을 실시합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다계층 머신 러닝의 기능

1계층: 이상 징후 탐지 및 트러스트 모델링

이 계층은 통계 중심의 이상 징후 탐지기의 도움으로 99%의 트래픽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 탐지기는 정상의 기준이 되는 
모델과 비정상의 기준이 되는 모델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악성인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특이하다는 점만 다를 뿐, 위협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특이한 활동을 위협 활동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이하지만 믿을 수 있는 활동을 기억하기 위해 이상 징후 탐지기의 판정 결과를 추가로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트래픽과 요청 중 적은 비율만이 2계층과 3계층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머신 러닝 기술을 응용하지 
않으면 정상 트래픽과 악성 트래픽을 구분하는 데 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tal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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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층 머신 러닝과 글로벌 리스크 
맵이 지원되는 보안 분석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려진 위협 외에도 '단편적으로 
알려진(known-unknown)' 
위협(알려진 위협의 새로운 변종, 
악성 코드 아류 또는 알려진 
위협과 관련된 새로운 위협)과 
'전혀 알려진 바 없는(unknown-
unknown)' 위협(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악성 코드)을 탐지합니다.

•  정확도 높은 자동 경보 덕분에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보안 팀이 
고위험 인시던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위협과 글로벌 공격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위험을 더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보안 체제를 구축하여 
방대한 양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이상 징후 탐지: 1단계에서 이상 징후 탐지기는 통계 중심의 머신 러닝 방식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트래픽과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구분합니다. Stealthwatch가 네트워크 경계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관한 대화형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면 70개 이상의 이상 
징후 탐지기가 이를 처리하고 내부 DNS (Domain Name System) 트래픽과 프록시 
데이터(해당하는 경우)를 선별합니다. 70개 이상의 이상 징후 탐지기가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데, 각 탐지기마다 각기 다른 통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탐지된 이상 징후를 
평가합니다. 평가 점수가 확보되면 이를 취합하고 여러 통계 방법을 다시 적용하여 각 
요청의 평점을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점수를 토대로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을 
구분합니다.

트러스트 모델링: 2단계에서는 유사한 요청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해당 그룹의 비정상 
점수를 집계하여 장기 평균을 산출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정상 점수의 장기 평균을 
산출하는 데 반영되는 요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탐지율(허위 양성 및 허위 음성)이 
감소합니다. 트러스트 모델링의 결과는 비정상 점수가 동적으로 결정된 임곗값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선별하는 데 사용된 후 다음 처리 계층으로 전달됩니다.

2계층: 이벤트 분류 및 엔티티 모델링

2계층은 이전 단계의 결과를 특정한 악성 이벤트로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벤트 분류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 다수의 머신 러닝 
분류기에 의해 수행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사용됩니다.

• 네이만-피어슨 기반의 선형 모델

• 다중 인스턴스 학습 기능을 사용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 신경망 및 랜덤 포레스트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분리된 보안 이벤트와 관련 있는 하나의 엔드 포인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의 단서가 모이면 사이버 범죄자가 특정한 결과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분류: 이전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하위 집합은 분류기를 
사용하여 100개 이상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일부 분류기는 판정 기준이 고유하지만, 
대부분의 분류기는 개별 활동, 그룹 관계 또는 글로벌/로컬 범위의 활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기는 명령 & 제어 트래픽, 미심쩍은 확장 또는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보안의 적절성과 함께 
일련의 비정상 이벤트가 산출됩니다.

엔티티 모델링: 특정 개체가 악성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양이 중요도 
임곗값을 초과하면 위협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위협 발성에 기여한 이벤트는 해당 
위협과 연결되고 개별 엔티티의 장기 분석 모델에 반영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쌓이고 중요도 임곗값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 임곗값은 
동적이며 위협의 심각도 및 기타 요인을 토대로 지능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나면 
위협이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에 표시되고 다음 계층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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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층: 관계 모델링

관계 모델링은 글로벌 관점에서 이전 계층을 종합하여 해당 인시던트의 로컬 컨텍스트와 글로벌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특정한 공격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자사가 해당 공격의 표적이 됐거나 글로벌 공격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는 확인된 인시던트와 탐지된 인시던트로 나뉩니다. 확인된 인시던트는 이미 기술과 도구를 통해 더 큰 규모(글로벌)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99~100%에 달합니다. 탐지된 인시던트는 해당 기업에서 독특하게 발생한 인시던트이며 고도의 표적형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확인된 인시던트의 결과는 알려진 해결 방안과 함께 제공되므로 대응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인시던트의 결과는 공격자의 신원과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노린 공격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 도구와 함께 
제공됩니다.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단순히 사이버 범죄자가 들여야 하는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확인된 인시던트는 탐지된 
인시던트보다 훨씬 많은 반면, 탐지된 인시던트는 사이버 범죄자가 표적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확인된 인시던트를 탐지할 수 있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한 방어자에게 결국 판세가 넘어갑니다. 

글로벌 리스크 맵

글로벌 리스크 맵은 업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세트를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물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맵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알려지지 않은 서버 포함)에 관한 광범위한 활동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는 공격과 
관련이 있거나 악용되거나 또는 향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맵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보안 관점에서 
문제의 서버를 종합적으로 묘사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Stealthwatch의 머신 러닝 탐지기와 분류기는 서버의 활동에 관한 이러한 상황 
기반 정보를 토대로 서버와의 통신에 수반되는 위험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V. 분석 파이프라인의 기능성 
Stealthwatch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석 기술을 응용하여 탐지할 수 있는 위협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된 트래픽을 해독하지 않고도 악성 코드를 탐지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을 이용해 통신하고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암호화 기술은 기업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자 역시 이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 탐지를 피하고 자신의 악의적 
활동을 감추고 있습니다. 대량 해독, 분석 및 재암호화로 구성된 기존의 위협 검사 방식은 성능과 리소스 때문에 실용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격자는 경우에 따라 특정 날짜에 한 가지 탐지 기술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모든 탐지 기술이 파이프라인에 적용되고 관련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머신 러닝과 인공 지능을 표방하는 다양한 보안 제품을 두고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스코가 원격 측정에 
적용되는 고급 분석 기술(머신 러닝 포함)을 설명하는 연구 자료를 발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스코의 제품 팀은 진화하는 
위협에 앞설 수 있도록 탐지기와 분류기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코는 경보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령된 
모든 경보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자로부터 수집합니다. 유용한 경보의 비율이 90%를 너끈히 상회하고 있으며, 시스코는 이 성과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류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용한 
기업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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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는 새로운 시스코 네트워크와 Stealthwatch가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업계 최초로 암호화된 트래픽을 해독하지 않고도 악성 
코드를 탐지해냅니다. ETA는 두 가지 새로운 데이터 요소(순차적인 패킷 길이 및 시간과 초기 데이터 패킷)를 생성합니다. 초기 데이터 
패킷은 메타데이터의 귀중한 정보입니다. 암호화된 세션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스코 고유의 
ASIC(Application-Speci�c Integrated Circuit) 아키텍처는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데이터 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한 원격 측정 기술이 Stealthwatch에 구현된 덕분에 Stealthwatch는 이전 절에서 설명한 여러 분석 기술을 응용하여 
암호화된 트래픽에서 높은 정확도로 악성 코드를 탐지합니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는 정체를 숨긴 채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목적인 고도의 표적 공격이므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Stealthwatch는 글로벌 리스크 맵을 사용하여 알려진 악성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고급 행동 모델링을 사용하여 조직 
내 정상적인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ealthwatch는 APT와 관련된 활동(예: Reconnaissance, Scanning, 
Command-and-Control Communications, Suspicious Lateral Network Behavior)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 위협

기업이 보유한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는 지적 재산, 기밀 정보,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실되거나 도난당한 레코드당 평균 비용은 158달러로, 연간 피해액은 약 4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도용된 사용자 자격 증명이나 불만을 품은 직원 같은 내부자 위협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데이터를 빼돌리는 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행동 모델링을 사용하여 비정상적 활동을 탐지하면 '데이터 탈취' 또는 '유출' 경보가 발령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경보를 유발한 
호스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Stealthwatch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 MAC 주소, 위치 등 호스트에 관한 상황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심쩍은 호스트를 네트워크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과의 통합 덕분입니다.

악성 코드의 확산

Stealthwatch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호스트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악성 코드가 전파된 방식과 감염된 다른 
호스트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감염된 호스트를 치료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된 호스트가 식별되면 사고 
대응 팀은 Stealthwatch에서 감염된 호스트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호스트나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이버 범죄자가 작전을 펼치는 
동안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할 정책의 설정 및 모니터링

디지털 비즈니스 운영 상황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면 현명한 분할 정책을 생성하여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위협이 확산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정된 정책이 중요한 
비즈니스 워크플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Stealthwatch는 예를 들어, 방화벽이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제안된 정책을 설정하기에 앞서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설정된 정책을 
위반할 경우 상황별 경보가 발령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이를 조사하고 비즈니스 영향을 평가한 후 방화벽이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경보를 다시 발령하여 설정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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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층 머신 러닝
지도 및 비지도 학습 방식의 머신 러닝을 동시에 사용하여  
지능형 위협을 높은 정확도로 판별

행동 모델링
네트워크상의 모든 활동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포착

ETA
최신 시스코 장비의 향상된 원격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트래픽을 해독하지 않고도 악성 코드를 탐지

(Talos가 제공하는)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글로벌 위협 공격에 대한 인텔리전스와 로컬 
경보를 비교 분석하여 위협을 빠르게 완화

VI. 요약
단지 한 가지 기술만 적용해서는 네트워크 보안 상태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진화하는 위협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 시발점은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행동 모델링이나 머신 러닝 같은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악성 코드를 
인식하고 미심쩍은 활동을 식별된 위협과 비교 분석하여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Stealthwatch를 통해 침투에 성공한 공격과 암호화된 트래픽에서 시작되었거나 암호화된 트래픽에 
숨어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Cisco Stealthwatch에 구현된 여러 분석 방식의 연동으로 보안 향상

VII. 자세히 알아보기
•  제품 및 솔루션 페이지:

-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 Cisco Stealthwatch Cloud

- Encrypted Tra�c Analytics

- 가시성 무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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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다채로운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tealthwatch/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tealthwatch-cloud/index.html
https://www.cisco.com/c/m/en_us/products/security/stealthwatch/free-visibility-assess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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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암호화된 트래픽을 해독하지 않고도) 트래픽에 은닉한 악성 코드를 탐지

•  블로그: 인지 기술 연구: 악성 네트워크 트래픽 탐지기 학습

•  블로그: Cisco Cognitive Threat Analytics: 지능형 위협 연구의 투명성

•  블로그: Cisco Cognitive Threat Analytics: 보안 장비로 탈바꿈하는 프록시

•  블로그: 글로벌 규모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보호

•  블로그: 순환 학습의 마침표: 의사 결정 트리를 사용하여 지능형 위협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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