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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랜섬웨어 동향



EDR, 왜 도입해야 할까?



• EDR에서 대량의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해
석하기 어렵고, 어떻게 대응 조치해야 할지
도 모르겠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대응 전문 인력이
없는데, EDR 운영이 가능한가?

• 침입이 발생하기 전에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여 신속하게 비
즈니스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가 필요하다.

• PC 사용자가 전세계에 있어
24시간 지원체계가 필요하나
각 나라 PC 담당자들은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 랜섬웨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

는데 최신 랜섬웨어 대응이 가

능한가?

• EDR로 랜섬웨어 대응 하려하

는데 이상징후를 AI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나?

EDR 도입의 어려운 점



IBM EDR/MDR 솔루션

IBM EDR 솔루션 IBM MDR 서비스



IBM 솔루션의 차별적 경쟁력

– 엔드포인트에 배포된 70개 이상의 위협 행동 모델

– 모든 탐지 및 위협 헌팅 요구를 위한 120개 이상의 특정
매개변수

– 클릭 한 번으로 실시간 원격 프로세스 중단을 지원하는 문제
해결 제시와 업무 효율성 향상

– 사용자에 의한 탐지 전략 및 허용/보호/차단 정책 구축

120개 이상 매개변수, 70
개 이상 행동 패턴

고급 위협 탐지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 외부에서 운영 체제(OS) 모니터링

–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에 걸쳐 광범위한 가시성과 통찰력
제공

– 악성코드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됨

– 고수준 악성 행위의 독자적 탐지: 

• 키로깅, 동적 가장, 자격 증명 수집, 커널 악용, 화면 캡처.

NANO OS

라이브 하이퍼바이저 기

반 모니터링

세계 최초, 유일

사이버 어시스턴트

고객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원 시스템

거짓 긍정 80% 이상 절감
– 분석가 결정에서 학습하고 조치 적용

– 더 높은 수준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석가 시간 확보

– 단일 고객 또는 다중 테넌트 MSSP에 사용 가능



직관적 탐지 위협 이해 및 조치



마법사 기반 대응 조치 가이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직원 채용

인공지능에 의해 EDR을 운영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학습을 통해 추후 위협 탐지 시, 
위협에 대한 판단 여부 및 조치에 대해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조력자 기능
지원



키워드 검색 기반 위협 헌팅



커스텀 탐지/허용/보호/차단 정책 지원
커스터마이징된 탐지 정책 및 차단/허용 정책 지원. 탐지 정책은 LUA 언어 기반으로 보다 상세한 탐지 정책 작성을 지원하며, 
차단/허용 정책은 간단한 정책 설정으로 작성 지원.



포렌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지원

◈ 기본 수집 포렌식 데이터: 실행 중인 프로세스,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 ARP 캐쉬, DNS 캐쉬, 시

스템 정보, 설치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벤트 로

그(보안), 스케줄 작업목록, 사용자와 그룹, 공유

폴더, 프록시 정보

◈ 심화 수집 포렌식 데이터: 누락된 업데이트, 

환경 변수, 프리패치된 파일들, 비트락커 정보, 

네임드 파이프들, 삼바 세션, 파일 연결, 호스트

파일, 이벤트 로그(확장), UAC 설정, 감사 정책, 

방화벽 규칙 + 기본 수집 포렌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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