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제 지능형 위협 공격의 	  
생각을 바꿀 때 입니다.	  

정관진 부장 	  
kwanjung@cisco.com	  

Cisco	  Systems,	  Consul7ng	  Security	  Engineer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IPv6	  Spam	  

Blended	  Threats	  

Targeted	  ADacks	  
APTs	  

Advanced	  Malware	  
Rootkits	  

Worms	  

Trojan	  Horse	  



위협은 더욱 지능화 복잡화 되고 있습니다.	  

100% 

기업이 악의적인 파일  
또는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했다는 사실 

54% 
가 한달이내  

발견되지 않고 남아있음 

60% 
의 데이터가  
1시간 이내 

다양한 보안 위협이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안에  
숨어 있습니다. 

시스코에서 조사된 기업의 100퍼센트가 알려진 악의적인 파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에 접속했다는 사실 

(2014 CASR)



	  

1,000,000	  
JAVA	  
FLASH	  
SPAM	  
PDF,	  OFFICE	  

Security for the Real World 



초기 감염에서 	  
데이터 유출까지	  

초기 공격에서 	  
침해까지	  

초기 침해에서 	  
발견까지	  

감염 발견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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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pan	  of	  events	  by	  percent	  of	  breaches	  –	  Source	  :	  Cisco	  Managed	  Threat	  Defense	  	  

+	  

60%데이터가 	  
1시간 이내에 유출

85%	  는 1주 내
에 발견되지 못함	  

지능형 위협의 진실  



만약 여러분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보안은  
달라졌을까요 ?  

96%의 공격이 단순한 기법  



지능형 위협 APT	  

enterprise	  network	  

A@acker	  

경계선	  
(Inbound)	  

경계선	  
(Outbound)	  

공격 대상 리서치 (SNS)	  
1	  

  
C&C	  	  서버	  

Spear	  Phishing	  
(you@gmail.com)	  

2	  

http://welcome.to.jangle.com/exploit.php 

의도치 않게 링크 클릭	  3	  

백도어가 외부 연결,	  C&C	  	  서버로 
부터 명령어를 전달받음	  

4	  

취약한 호스트를 스캐닝	  5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발견	  6	  

      
관리자 노드	  

데이터 유출	  7	  

시스템 감염 및 데이터 침해(유출)	  8	  



지능형 위협 
(APT) 

•  어디서 부터 시작한 것일까 ? 

•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 

•  시스템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 

•  악성코드가 무엇을 했나 ? 

•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나 ? 

•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  

악성코드가 시스템에 침입하였다면 ? 



1	  
 
Before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라  

2	  
 
During 
가시성 확보를 통한 감염시스템 판단과  
감염원인 추적  

3	  
 
After 
감염시스템 추적과 지속적인 감염 차단  



여기 새로운 방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Filtering 

Reputation 

Malware Signature 

File Reputation 

File Behavior 

File Retrospection 

Threat Analytics Usage Controls 

Actionable Reporting 

공격에 대한 전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격 전
탐색 
실행 
강화 

공격 중  
탐지 
차단 
방어 

공격 후 
범위 파악 
억제  
치료 



11	  

AMP 가 무엇인가요 ?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지능형 악성코드 차단 시스템으로 APT 와 같은 지속적인 
위협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무엇을 통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위협
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BeDer	  Together	  	  

네트워크와 앤드포인트단까지 통합된 AMP 전략  

오늘날 지능형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멀티 레이어 차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AMP 기능과 NGIPS, Content Security  기능이 
함께하면 더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MP	  for	  Content	  

AMP	  for	  Network	  

AMP	  for	  Endpoint	  



AMP 주요 기능  

악성코드 탐지 차단 

•  파일의 지속적 분석  회귀적 탐지 

•  문제가 되는 악성코드 영역 빠른 파악  파일 추적  

•  감염원인의 파악 분석  디바이스 추적 

•  자동화된 감염시스템 분석 및 감염원인 파악  위협지표, 감염원인 

•  샌드박스를 통한 빠르고 안전한 파일 분석  파일 상세 분석 

•  악성코드 전파 확산을 빠르게 차단  Outbreak Control 

•  디바이스 감염전 악성코드의 차단 



•  매일 180,000+ 샘플 파일 

•  AMP™	  커뮤니티 	  

•  Advanced	  Microsoc	  	  
and	  Industry	  Disclosures	  

•  Snort	  and	  ClamAV	  오픈소스  
커뮤니티 

•  허니팟 

•  AMP Threat Grid 동적분석 – 1000만개/월  

•  Private	  and	  Public	  Threat	  Feeds	  

•  Dynamic	  Analysis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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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alos	  

Threat	  	  
Intelligence	  

Research	  
Response	  

Email	   Endpoints	   Web	   Networks	   IPS	   Devices	  

WWW	         

1.6	  million	  
글로벌 센서 

100	  TB	  
매일 전달받는 데이터 

150	  million+	  	  
설치된 앤드포인트  

600+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원 

35%	  	  
전세계 이메일 트래픽 

13	  billion	  
웹 요청  

24x7x365	  	  
운영 

40+	  
언어 	  



지능형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다단계 방어층   

평판 필터링 및 파일 샌드박싱 

Dynamic	  	  
Analysis	  

Machine	  	  
Learning	  

Fuzzy	  	  
Finger-‐prin7ng	  

Advanced	  Analy7cs	  One-‐to-‐One	  
Signature	  

모든 탐지는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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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제어 지점: 

파일 Fingerprint 와 메타데이터  

파일, 네트워크 I/O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 
스트림 

지속적인 정보제공 

Web	  	  
	  

WWW	  

Endpoints	   Network	  Email	  
	  

지속적 분석 
(과거로의 회귀) 

Devices	  

	  	  	  	   	  	  

IPS	  

추적  행동분석 위협제거 회귀적탐지 

AMP	  의 전방위적인 지속적 분석 	  

Talos	  +	  ThreatGrid	  Intelligence	  



특정 시점의 탐지 

안티바이러스 





샌드박싱 

초기 상태 = Clean 실제 상태 = Bad Too Late!! 

Not 100% 
Analysis Stops 

Ev
en

t	  H
or
iz
on

	  

알수없는 프로토콜 

암호화 

다형성 

Sleep Techniques 

Blind to scope  
of compromise 



특정 시점의 악성코드 탐지 방법
으로는 100% 차단할 수가 없다.	  	  

                       만약                       나머지  

                99%                 1%
             위협을 탐지하더라도             침해사고 발생한다면   



효과적인 탐지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  



Tell	  the	  Story	  

악성코드의 스토리를 말하다 
WHO,	  WHAT,	  WHEN,	  WHERE,	  HOW	  



가시성을 통해 A-‐Z	  까지 	  

Who	  

What	  

Where	  

When	  

How	  

어떤 사용자가  
처음 접근했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 영향을 받았나 

침해당한 영역 범위 

위협에 노출된  
시간과 타임라인 

위협의 진행상황
과 감염원인 



Unknown 파일이 IP 주소 10
.4.10.183 번에서 Firefox 인
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다운
로드 받음 10:57, Unknown 파일이 10.
4.10.183 에서 10.5.11.8 로 
전송됨 

7시간 후 파일은 SMB를 통
해 세번째 디바이스(10.3.4.5
1)로 전송됨 

30분 후,파일이 4번째 디바
이스(10.5.60.66) 에 같은 SM
B를 통해 파일을 복사 

시스코 인텔리젼스 클라우드는 해
당 파일을 악의적파일로 학습하고
 4대의 디바이스에 대해 모두 회
귀적 이벤트를 발생시킴 

같은 시간, FireAMP 가 설치된 디
바이스에서 회귀적 이벤트를 발
생시키고 즉시 해당 파일을 격리
하고 새롭게 악성코드로 판단 

첫 공격후 8시간이 지난 시점에
 악성코드는 초기 진입하였던 
지점을 통해 재시도하려고하나
 악성코드로 인지되어 차단됨 

SAMPLE 



시스코 AMP Everywhere 전략  

MAC 

AMP for Networks 

PC 

AMP for  
Cloud Web Security  

& Hosted Email 

CWS 

Virtual 

AMP on Web & Email  
Security Appliances 

Mobile 

AMP on ASA Firewall  
with FirePOWER Services 

AMP for Endpoints 

AMP Private Cloud  
Virtual Appliance 

AMP ThreatGrid 
동적 악성코드 분석 + 
위협 인텔리젼스 엔진 



AMP의 차별화 포인트	  

악성코드 추적 
가시성 확보 

위협 지표 위협 제거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되돌아 보다 

유연한 배치와  
다중 탐지방법 

네트워크부터 엔드포인트까지 전방위 위협 대응 
Not point in Time  



다 단계 방어층을 이용한 전방위적인 차단 
Better Together 

통합된 대응환경 

긴급상황 제어 회귀적 분석 가시성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지속적인 분석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알고, 

위협을 인지하라 

Summary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두번째 이야기

2015년 4월 2일
11:10 – 12:30 (80 MIN)
난이도 : 중 
 

POWER 
SESSIO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