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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보안 솔루션

Deep Discovery 

기업 네트워크

Deep Discovery

백도어를 이용한 
외부 C&C 서버와의 통신

공격자

인터넷

문서 취약점 공격코드가 삽입된 
첨부파일이 첨부된 이메일

탐지 분석 적용 대응

가상화분석을 통한 
위협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블랙/화이트리스트 
패턴 적용
네트워크 보안 환경
에 대비

공격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 제공
빠른 위협 제거 및 치료
글로벌 threat intelligence를 
이용한 최신 위협정보 이용

구체적인 위협 
탐지 및 방어

제품 구성

Deep Discovery는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가시화와 직관적인 로그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협을 탐지하는 Deep Discovery Inspector와, 수집한 로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위협을 차단하는 Deep Discovery Advisor로 구성됩니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위협)는 중요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대상(정부, 금융기관 및 특정기업)에 공격을 수행하는 수법입니다. Deep 

Discovery는 기존의 백신이나 전통적인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지능적인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PT 보안 솔루션입니다.

         

     Deep Discovery는 네트워크 전반에 관한  통찰력 및 통제권을 제공하여,

     APT 공격과 타겟형 공격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Deep Discovery는 침투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파악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데이터에 가해지는 공격을 탐지하고 파악하여 격리합니다.

     Deep Discovery의 검증된 접근 방식은 오탐이 적으며,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각                                            

     단계별로 악성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행동을 파악하여 최고의 탐지율과 방어율을    

     보여줍니다. 

     Deep Discovery는 진화된 악성코드와 침투 공격자의 행동에 관한 탐지와 심층 예측 

     분석을 통하여 진화하는 컴퓨팅 환경에서 기업과 정부 기관에 새로운 수준의 가시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APT 공격과 타겟형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제공합니다.

Deep Discovery

Deep Discovery Inspector : 네트워크 감시 및 실시간 분석, 리포트 제공으로 위협을 
가시화하여 위협을 탐지합니다.

Deep Discovery Advisor : 수집한 로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종 보안 제품과 
연동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위협을 차단합니다.

제로데이 및 신종 악성코드

문서 취약점 악용 위협

공격자의 네트워크 행위

웹 위협(익스플로잇, 다운로드)

이메일 위협(피싱, 스피어 피싱) 

봇, 트로이안 웜, 키로그 및 크라임웨어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 및 제어

포렌식 분석을 통한 상세 검증 및 분석으로 통찰력 제공

네트워크 레벨 공격 탐지 및 사용자 정의 기반 분석

사용자 정의 보안 업데이트

활용 가능한 분석 정보 수집 및 결과 제공 

주요 이점

APT 공격 및 타겟형 공격

침해 탐지율 부문 최고 점수(99.1%) : 테스트 제품 중 최고 수준

오탐률 제로 : 정상 파일을 오탐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에서 오탐률 제로

낮은 TCO : 테스트한 전체 제품의 평균보다도 25% 이상 저렴

APT 탐지율 1위! NSS Labs 정보 유출 진단 테스트에서 최고점 획득

APT 공격에 대한 완벽한 라이프사이클 제공

가
위
정정정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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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scovery Inspector
Deep Discovery Inspector는 위협 탐지 장비로, 100여 가지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정적분석, 동적분석, 행위탐지라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위협을 다각도에서 모니터링 및 탐지합니다. 폭넓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있어서 3가지 방법으로 찾아낸 로그 정보를 상관 분석함으로써 전체 트래픽 상황을 

시각화하고 조직 내부에 잠재된 위협을 탐지합니다.

탐지 방법

 

정적분석, 동적분석, 행위탐지를 상관분석하여 가시화

메일, 웹을 포함해 100가지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

動的解析

정적분석

위협 가시화

동적분석행위탐지

상관
분석

상관
분석

상관
분석

행위탐지

동적분석

정적분석

● 샌드박스로 의심파일을 분석

정적분석과 행위탐지로 발견된 의심파일을 샌드박스라는 가상환경에서 실행시켜보고 

그 움직임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동적분석인 Virtual Analysis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이 샌드박스에서는 한국어 OS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실제 조직의 IT 환경을 구성해 볼 수 있어 위협이 미치는 환경이나 

범위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파일 구조 분석으로 의심 파일을 탐지

조직 네트워크에서는 PDF, 워드를 비롯한 수많은 형식의 파일이 사용되며 다양한 

압축 형식이나 아카이브 형식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정적분석은 트렌드마이크로가 

25년간 축적해온 다양한 파일 형식에 대한 대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석 기술로 

APT 공격을 탐지합니다.

위협 탐지 엔진(ATSE, Advanced Threat Scanning Engine)

Deep Discovery Inspector의 위협 탐지 엔진은 APT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Document Exploit Engine을 통해 PDF, 오피스 파일 등의 취약점을 탐지합니다. 

한글 파일(hwp)을 비롯해 수많은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서 취약점 공격 

코드를 탐지합니다. 또한 자동 실행되는 압축파일(packer)도 탐지하는 IntelliTrap 

기능도 제공합니다.

●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협을 파악

네트워크에 잠재되어 있는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샘플 분석 내용 및 실제로 공격 

당한 사용자 환경에 대응하면서 얻은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행위탐지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시스템 관리 툴이 악용되었을 경우 네트워크 상의 

행위 자체는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지만 접속한 PC가 IT 부서가 아니라면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업무나 운용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판별하기 어려운 위협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툴을 악용한 알아차리기 어려운 공격도 탐지

동적분석(Virtual Analysis)의 의심파일 분석 방법 

다양한 파일의 구조를 분석하는 정적분석

많은 압축 형식, 아카이브 형식, 파일 형식을 지원하여 
패턴 및 휴리스틱 룰뿐만 아니라 문서 취약점 공격 코드를 
파일 구조에서 탐지하여 의심스러운 파일을 찾아냅니다.

COM

SWF

EXE

DLLLHA RAR

ZIP

· 악성 파일 해시값
· 악성 URL   · 악성 접속처
· 각종 동작 로그 정보 · 네트워크 패킷 정보 등

  

DOC/PDF

대응 파일 형식
·EXE ·DLL ·LNK 
·VBS·SWF ·PDF 
·RTF ·DOC·PPT 
·XLS ·Etc...

가상환경
(샌드박스)

23개 카테고리 
500개 이상의 룰
상관분석 엔진

프로세스 실행, 
시스템 변경 등의 정보

윈도우 태스크 매니저에서 확인
 

 

Deep Discovery Inspector 로 확인

STEP1.

STEP2.

STEP3.

PSEXEC 이용을 탐지

 

정상적인 원격제어툴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실행

관리공유 폴더에 악성코드를 복사

관리자 권한으로 타깃의 관리공유 폴더에 접속

원격 커맨드 확인

관리공유 폴더로
실행파일 복사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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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scovery 

Virtual Analyzer

API 
Hooks

레지스트리 프로세스 루트킷
네트워크

파일시스템

Windows 
XP····

····

Windows 
7

Windows
Vista

Fake 
Explorer

Fake 
Server Fake AV

Deep Discovery Advisor

기능 및 특징

Deep Discovery Advisor는 Deep Discovery Inspector를 비롯해 트렌드마이크로의 메시징 보안 제품과 연동하여 확장성 있는 고도의 가상 
분석 기능을 이용한 대책을 제공합니다. 가상 분석 결과 및 각 제품에서 수집된 이벤트 로그를 유연성 높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심층적,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른 분석 및 리포팅, 통지 기능을 통해 APT 공격에 대한 기업의 분석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ep Discovery Advisor는 5대까지 Cluster 구성이 가능하여 샌드박스 성능 확장에 대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Threat Intelligence Center

보안 업데이트 서버

제품 연동

●●

위협 분석에서 분석된 의심스러운 파일 및 통신 로그에서 추출한 IP주소나 URL을 위험성이 높은 출처 정보로서 Deep Discovery Advisor의 '커스텀 CCC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그 후 C&C 서버 정보를 당사의 엔드포인트 제품이나 서버 보호 제품, 메일/웹 게이트웨이용 제품에 피드백합니다.

위협 분석

● 커스텀 샌드박스로 의심파일을 분석 – 사용자 정의 샌드박스 환경 구성

각 제품에서 발견된 의심파일을 Deep Discovery Advisor의 커스텀 샌드박스 가상 환경에서 

실행시켜 그 움직임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커스텀 샌드박스는 실제 

조직 내의 IT 환경을 그대로 구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가져오는 영향이나 리스크 범위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샌드박스

- 여러 OS 이미지 활용

- 고속 실행

- 안티VM 탐지

- 실행파일, 문서, URL 분석

● 위협 대응력 강화

Deep Discovery Inspector 및 트렌드마이크로 메시징 보안 제품의 위협 탐지 엔진(ATSE)으로 탐지된 악성파일을 Deep Discovery Advisor의 고도의 가상 분석 기능을 통해 

분석하여 리스크가 높은 샘플을 차단합니다.

●

●

● 악성 통신을 판별하는 C&C 콜백 이벤트

APT 공격의 특징적인 활동인 C&C 서버 통신의 탐지 로그를 트렌드마이크로 보안 

제품에서 취득하여 의심스러운 통신의 발생 상황을 알려줍니다. 

접속 호스트 및 수신 파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Impact Analysis

대상 오브젝트(ex 호스트)를 중심으로 다른 오브젝트(ex 사내외 접속 호스트, 수신 

파일, C&C 서버 등)와의 관련성을 거미줄 차트로 표시합니다. 

동적분석 결과를 드릴다운

샌드박스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파일이나 특이한 특징 등 상세정보를 드릴다운 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저장하여 리포트 및 알람에 활용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한 분석 조건은 Investigation Baskets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 조건을 활용해 리포트나 알람을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 운영 리포트

트렌드마이크로 형식의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영향이 있는 호스트, 액티브 C&C 서버 

리스트 등이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위협을 파악

Deep Discovery Advisor는 탐지한 위협에 대해 직관적인 조작을 통해  주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심층 분석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필터링이 가능한 Investigation

특정 기간의 위협 동향을 꺾은선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위협 리스트에서 항목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직관적으로 로그를 

필터링하면서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모니터링

- 커널 모드에서 각종 후킹

- 네트워크 플로우 분석

- 이벤트 상관 분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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