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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비지니스의 환경 변화속에

SOC서비스는 발맞춰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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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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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보안
운영에 대한 대규모
투자

• 보안이슈에 대해서
많은 솔루션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 보안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룰과
플레이북 활용

• 추가적인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

• 효과적인 이벤트
통합 및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 외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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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과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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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경고와 오탐으로 인한
보안 관제업무 부담증가
(과탐, 오탐, 미탐의 증가) 

• 적합한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

•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 중앙 집중화 및
시각화 부족

• 보안솔루션의 잘못된 구성으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 존재(보안설정)

• 기본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 증가는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함

SIEM/Data Repositories

CLOUD

WORKLOADS
EMAILENDPOI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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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과 그 결과!!

5

75%
공격이차단되거나탐지되지않음

< 10%
미만의공격에대해서경고 발생

대부분의 SOC는

실제위험의 작은부분
만을인지

SIEM/Data Repositories

CLOUD

WORKLOADS
EMAILENDPOI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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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Defense의

SOC를 위한 자동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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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빠른

인텔리전스활용

- TECHNIQUES

- TOOLS

- MALWARE

- IOCS

전문가
분석

원천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상보안업계
리더15년+ 분석가및연구원

활동9백명+ 시간이상매년보안

침해사고대응20만

Cyber Security Consulting

Managed 

Defense (MDR)

Advantage Intelligence

Automated

Defense (XDR)

Incident Response

Validation

EXPERTISE

INTELLIGENCE 헌팅미션

맨디언트
스코어

탐지모델

커뮤니티 보호

위협
그룹(액터)

추적

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Mandiant만의 인텔리전스와 전문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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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Virtual Analyst를 통한 SOC 자동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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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iant Experts in a box” SOC의

전문성을 강화 – Virtual Analyst

▪ Mandiant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구축된

머신러닝(ML) 모델에 의한 일관된

전문분석 서비스 제공

▪ Mandiant의 인텔리전스 및 전문지식의

정황정보를 이용해서 기계속도로 100%

경보를 분류

Mandiant Advantage

▪ 분산된 데이터로 부터 잠재적인 사고를 자동으로

조사하고 분류(Triage)

▪ 다양한 벤더와 보안 솔루션의 분산된 경고 이벤트

및 증거 데이터를 취합하여 통합분석

▪ 사전 구축된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을 통해서 상관

분석룰과 플레이북의 추가적인 생성이 필요없는

SaaS형 SOC 서비스를 제공

Security 

Validation

Threat

Intelligence

Managed 

Defense

Automated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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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의탐지/분석을통한대응우선순위지정이느리고비효율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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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경보 및
경보의 폭발적인

증가

결과적으로수용할수없는위험을감내

탐지/분석되지 않는
이벤트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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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

악의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건

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

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

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악의적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

연결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연결하면
조사/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보안 위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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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T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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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Managed 

Defense

Mandiant 

Automated 

Defense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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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

QueryStream
Data 
Repository

Company Context / EnrichmentNIDS / NIPS EPP/EDR Web Proxy, Filtering Threat Intel

Sensor
Grid

FireEye 
Helix

Potential
Incidents

Investigation 
Models

Data 
Processors

피드백

Mandiant
Threat intel

Notification 
Services

Case Mgmt/
SOAR

Syslog 
/ App Integration

Operations Management

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Virtual Analyst 서비스를 위한 SOC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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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Defense의 보안 이벤트

자동분석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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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엔진 (Decis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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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범위지정

우선순위

실제정보
통합

관점
네트워크 센서
에이전트 센서
호스트 에이전트
URL 필터

결정엔진
(Decision 

Engine)

Decision 
Model

센서
이벤트

패턴& 

메타데이터

위협
인텐리전스

알림

객체
정보

Reasoning

Data Source

범위
취약점
위험 중요도
분류/구분
최근기록
계정

조사할 가치가 있는 이벤트를 자동 생성
우선순위(M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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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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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1 이상 이벤트 확인
감지 이벤트의 중요 특징을 식별

이벤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지
확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살펴보려는 시도”

탐지 경보& 로그
네트워크 IDS/IPS

앤드포인트 보호 (EPP) 

웹 프록시 & 필터링

앤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중요한 특징
의심스러운 지시자(IOC) 

공격 전술

네트워크 플로우

컨트롤 액션 (Control action)

인텔리전스 분석: 발견된 증거를 기반한 가설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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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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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2

이상이벤트 확인

초기증거수집
내부 시스템 및 계정 식별

의심 이벤트에 가장 적합한 결정
모델(Decision Model) 시작

고객 컨텍스트 및 외부 인텔리전스
수집

시스템, 계정 및 기타 개체에 대한
기록 정보 수집

“비결은 주의 깊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소한 정보의 구성과
무시해야 할 정보의 구성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인텔리전스 분석: 발견된 증거를 기반한 가설과 논증

Knowledge Base
File and hash observations
NIDPS signature occurrence
Repeated connections
Past incident data
Active focused monitoring

2

1

Company Context
IP address ranges/zones
Critical Assets & Accounts
Asset Classification
Whitelists
Suspicious Countries

Threat Intel
Intel Lists
VPN Lists
TOR Exit Nodes
Geolocation Data
Known Bad Ha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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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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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3

이상이벤트 확인

초기 증거 수집

증거를기반으로가설정의
공격 전술 및 기술의 식별 및 평가

이벤트의 특성 및 수집된 증거 평가

증명하거나 반증할 가설을 정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일에 대한 이야기나 시나리오를 구성”

인텔리전스 분석: 증거의 발견을 기반한가설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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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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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4

이상이벤트 확인

초기 증거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가설정의

추가적인증거수집
추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추가 고객 컨텍스트 및 외부
인텔리전스 쿼리

웹 프록시 분석

아웃바운드 멀웨어 분석

Repeated 
Connections

Suspicious Domain 
Classification

Virus Total Info 
Collection

Domain 
Registration

Malware 
Classification

Outbound Traffic 
Flow

Process Info 
Collection

Account Info 
Collection

Domain Info 
Collection

Domain 
Reputation

Domai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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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18

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5

이상이벤트 확인

초기 증거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가설정의

추가 증거 수집

대응이필요한지결정
공격전술 기반의 관련 패턴에 대한
이력 데이터 분석(어떤 단계의 공격)

고객 컨텍스트 & 인텔리전스 평가

증거 관련성, 신뢰성 및 가중치 결정

모델 추론 및 증거를 활용하여
가설의 입증 또는 반증

“가설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가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증거의 가중치
취약성

위협 인텔리전스

자산 중요도

공격 타입

분류 / ML 모델
Logistic Regression(로지스틱 회귀)

Decision Tree (판단트리)

Recurrent Neural Net (순환신경망)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확률 그래픽 모델)

Gradient Boosted Tree Ensembles (변화 부스트 트리 앙상블)

인텔리전스 분석: 증거의 발견을 기반한가설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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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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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6

이상이벤트 확인

초기 증거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가설정의

추가 증거 수집

대응이 필요한지 결정

케이스생성, 우선순위지정
및에스컬레이션

에스컬레이션 관련 범위

도달한 결론과 방법 제공

케이스 우선순위

고객에게 에스컬레이션 알림
“이상 이벤트와 확인된 연결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중요도

및 대응 우선순위를 제공합니다.”
인텔리전스 분석: 증거의 발견을 기반한가설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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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Automated Defense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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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벤트 확인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 Mandiant Automated Defense의 의사 결정 방법

7

이상이벤트 확인

초기 증거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가설정의

추가 증거 수집

대응이 필요한지 결정

사례 작성, 우선순위 지정 및
에스컬레이션

조사와관찰을통한학습

모델 추론을 활용한 자동 학습

조직 컨텍스트 적용

추론 및 확률에 대한 Mandiant 
Research 수정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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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Defense 자동 분석결과

User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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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분석된 이벤트 수

24시간 - 자동 처리오탐 건

대응이 필요 Incident 건 수

24시간 – 감염 단말 건 수

Dashboard (데시보드)

전체 ATT&CK Tactics(단계)에 대한 요약

24시간 동안 자동 분석된 사고대응 순위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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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 (자동분석)

사고 대응 우선순위 P1~P4

분석 방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자료 요약

악성 코드에 감염된 단말 정보

악성 코드 감염 후 외부반복 접근 네트워크 트레픽

MITRE ATT@CK Tactics(공격 단계)

관련 이벤트 다운로드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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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 (자동분석)

사고 대응 우선순위 P1~P4

악성 코드 감염 후 외부반복 접근 네트워크 트레픽

관련 이벤트 다운로드

Endpoint 이상이벤트 분석 및 증거자료 분석결과

Endpoint 단계별 분석 결과 및 보안솔루션 대응 결과
EPP/EDR

Endpoint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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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filtering 분석결과사고 대응 우선순위 P1~P4

Web Traffic 단계별 분석 결과 및 보안솔루션 대응 결과URL filtering

Investigations (자동분석)

악성 코드 감염 후 외부반복 통신한 웹 트레픽

관련 이벤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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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우선순위 P1~P4

네트워크 악성트레픽 분석결과 및 보안솔루션 대응 결과

Investigations (자동분석)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한 트레픽

관련 탐지 이벤트 다운로드

IPS/IDS

Network Traffic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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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우선순위 P1~P4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한 트레픽

SYSTEM 위험도 분석결과

내/외부 시스템 위협에 대한 분석 및 결과값 제공

Investigations (자동분석)
관련 이벤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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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FIREEYE MAND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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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Advantage SaaS 플랫폼

29

포털을 통해
Mandiant의모든

서비스 제공

SaaS 서비스 제공

포털을 통한

솔루션 간 통합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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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IANT SECURITY VALIDATION

MANDIANT MANAGED DEFENSE*

MANDIANT AUTOMATED DEFENSE* 
(Virtual Analyst / Alert Triage as a Service)

EXPERTISE ON  DEMAND*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