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FireEye, Inc. All rights reserved.1© 2016, FIREEYE, INC. ALL RIGHTS RESERVED.

엔드포인트 보안을 위한 FireEye HX 소개

2017. 9. 15

FireEye Korea



Copyright © FireEye, Inc. All rights reserved.2

THREAT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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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엔드포인트 솔루션의 문제점

오래된 방식의 비효율적인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의존

Endpoint Protection Platforms (EPP)

시그니처 기반의 방어
솔루션

Anti-Virus
Anti-Malware
Host Firewall

Host IPS

기타 엔드포인트 솔루션
DLP
DRM

Disk Encryption
Application Control

97% 실제 테스트에서 97%의 공격이
시그니처 기반의 방어를 회피 67% 67%의 기업/기관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100% 100%의 침해사고 희생

기업이 방화벽이나 최신
패턴의 백신을 보유

대부분 안티바이러스나 DRM을 도입하였지만, 지속적인 침해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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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공격과 엔드포인트

공격자

디렉토리 서버

DMZ
IDC

C&C 서버

• 어떤 경로로??

• 감염 호스트는 몇 대??

• 어떤 데이터를 수집?

• 어디까지 공격이 진행??

• 어떻게 내부 이동??

• 유출된 데이터는??

보안팀

AD 계정 탈취

악성코드 유입

내부 전파

목표 접근

데이터
유출/파괴

사내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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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Lifecycle

정찰 초기침투 거점확보 권한상승 내부정찰 목적달성

연결유지 내부확산

PREVENTION RESPONSE

Malware Problem Human Attacker Problem

Endpoint EPP Endpoint 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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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조사의 제한 사항

• 침해사고 조사의 한계 사항

• 악성코드는 전체 침해사고의 일부 과정에서만 이용

• 내부 전파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스템 명령 사용

• 침해사고 발생 호스트의 40% 이상에서 악성코드 발견되지 않음

• 현재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통해서는 피해 범위 및 원인 파악 제한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필요 사항

•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

• 전체 호스트 대상 타임라인 확보 필요

• 침해사고의 최초 원인 및 최종 피해 확인 필요

현재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통해서는 원인 파악이 힘들며, 침해 범위와 진행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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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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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 HX Overview

오래된 방식의 비효율적 엔드포인트 솔루션

§ 안티바이러스 및 기타 엔드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침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현재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통해서는 원인파악이 힘들며, 침해 범위와

상태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

Host 의 탐지 및 예방

§ 진보된 위협의 탐지 (Signature-Less, Tamper resistant)

§ 모든 엔드포인트의 위협에 대한 예방 기능 제공

§ 의심 행위 및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탐지

분석 및 대응

•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제공 (네트워크, 클라우드)

• 엔드포인트 침해사고 조사

• 의심 이벤트 탐지, 확인, 격리 조치를 위한 방안 제공

FireEye HX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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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 HX Overview

FireEye HX

행위 모니터링 및
휘발성 데이터 수집

• PC에서 발생하는 행위 모니터링
• IOC와 일치하는 이벤트 탐지
• 휘발성 데이터 수집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
• 기존 보안 솔루션과 연동
• 보안 워크플로우 반영 및 개선

“Next Gen” 
Network Security

SIEM & Log 
Management

기존 보안 솔루션

의심되는 호스트 격리
• 원클릭으로 의심 호스트 격리
• 격리 상태에서 원격 조사 수행

의심되는 호스트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

• 호스트에서 발생한 탐지 이벤트 확인
• 호스트 조사를 위한 데이터 자동 수집
• 타임 라인별 PC에서 발생한 이벤트 확인
• 의심 파일 수집

Triage 
Package

I N D I C A T O R  S O U R C E S

사용자 정의 IOC
커스텀 IOC를 이용하여 고객
환경에 맞는 IOC 생성

FireEye 장비와의 연동
파이어아이 장비의 탐지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IOC 생성

DTI를 통한 IOC 업데이트
DTI 클라우드를 통한 Mandiant
/FireEye IOC 자동 업데이트

빠른 침해 시도 확인, 조사 수행, 보안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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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Agent 지원 플랫폼

• Windows

• Embedded

• Virtualization (VDI)

• Mac OS X

• Linux
• Red Hat
• CentOS
• Ubuntu
• Oracle
• SuSE
• Novell
• Fedora

Mac OS X LinuxWindows



Copyright © FireEye, Inc. All rights reserved.11

HX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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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소개

§ IOC(Indicator of Compromise)란?

• HX IOC의 예

• 호스트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침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 감염 시 시스템에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표

• Mandiant에 의해 고안되어 전 세계 보안 회사 및 보안 전문가에 의해 사용 중

• 사용 분야 예시

– 위협 분석 및 평가 (공격 패턴 분석)

– 악성코드 분류

– 보안 이벤트 로깅 및 운영

– 사이버 공격 인지

– 침해사고 대응

–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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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를 통한 엔드포인트 의심 행위 탐지

§ HX의 탐지 방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행위 모니터링

IOC와 매칭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Alert 발생

레지스트리 키
주로 자동 실행을 위해
등록되는 레지스트리 키

변화 정보

파일 생성
파일 생성 경로, 해쉬, 
프로세스 정보 등

네트워크 통신
URL, IP 접속 시도

프로세스 실행
신규 실행 프로세스 및

로딩 모듈 정보

§ HX 에이전트의 모니터링 대상

§ Custom IOC 옵션

IOC 종류 세부 설명

File Write Event
파일 생성 관련 탐지룰
예) MD5, 생성 경로, 파일명, 생성 프로세스, 생성 시기

Reg Key Event
레지스트리 생성 관련 탐지룰
예) 생성 경로, 생성 값, 생성 프로세스 명

IPv4 Network Event
IP기반 네트워크 통신 탐지룰
예) 로컬 IP/Port, Remote IP/Port, 프로세스 명

Image Load Event
프로세스 실행 관련 탐지룰
예) 실행 프로세스명, 로딩 모듈 정보, 실행 계정

DNS Lookup Event
DNS 접속 관련 탐지룰
예) 호스트명, 프로세스 정보

Process Event
프로세스 관계 관련 탐지룰
예) 프로세스 경로, 부모 프로세스 정보, 실행 계정

URL Monitor Event
URL 접속 관련 탐지룰
예) UserAgent 정보, HTTP 헤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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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Based IOC 탐지

URL

Network

DNS

Processes

Files

Registry

look-
back

MANDIANT
ISIGHT*

MALWARE LAB
INTEL SHARING

DTI/NX/EX

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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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Generated IOC with NX/EX

NX/EX

HX

Endpoint

• NX/EX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IOC 생성

• 생성된 IOC 세부 조건

• Presence Indicators

- File Write 

• Execution Indicators

- Process Event

- C&C 접속 이벤트

탐지 결과 전송

IOC 생성

탐지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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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it 탐지 기술

2 Heap Spray*

1 Adobe Reader

3 Integer Overflow** 4 ROP^ Exploit

5 Shellcode^^

NtCreateFile: 
push ebp
mov ebp, esp

…

Detect and Prevent Exploit Process or 
a Payload from Downloading as well 
as Terminating its Execution

6 Payload

Exploit Detection Flow

1. Packaging (PDF)                         - 0 points

2. Pre-Exploit (Heap Spray)            - 5 points

3. Exploit (Integer Overflow)           - 15 points

4. Control Flow (ROP)                     - 20 points

5. Malicious Activity (Shellcode)      - 10 points

Final Score                                         5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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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탐지 엔진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 에이전트 동작 :

• 악성파일 격리 (automatically)

• 파일 치료 (automatically)

• 파일 삭제 (after quarantine)

• 검사 옵션

• 전체 검사

• 빠른 검사

• 메모리 검사

• MBR영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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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IOC

§ Custom IOC
• 사용자에 의해 생성 가능한 IOC

• Web UI를 이용한 Custom IOC 생성

File

Network

DNS

• 파일 생성 경로
• 해쉬(MD5)
• 크기(Bytes)

• Local IP / Port
• Remote IP / Port

• DNS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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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IOC 생성을 위한 IOC Builder
§ IOC Builder

- API를 이용한 Custom IOC 제작 가능

- IOC를 Import, Export 가능

탐지 조건 지정

Simplified IOC 항목 지정

HX 서버로 전송

생성된 Custom IOC



Copyright © FireEye, Inc. All rights reserved.20

IOC Buider를 통해 활용 가능한 IOC

Image Load
Event

Process
Event

File Write
Event

Registry Key
Event

DNS Lookup
Event

IPv4 Networks
Event

URL Monito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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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IOC 활용 예시
IOC 종류 Custom IOC IOC 설명 예상 탐지 범위 및 기대 효과

Process Event

File Write Event

File Write Event &
Process Event

Registry Key 
Event

DNS Lookup 
Event

IPv4 Network 
Event

E드라이브 부터 Z드라이브의
경로에서 파일이 실행 될 경우 탐지

E드라이브 부터 Z드라이브의
경로에서 파일이 생성될 경우 탐지

hwp.exe(한컴오피스)에 의해 exe 
파일이 생성될 경우 탐지

Run 레지스트리에 키가 쓰여질 경우
탐지

윈도우 정상 프로세스(svchost.exe, 
explorer.exe)에 의해 DNS query 
발생시 탐지

특정 대역(192.168.0.x) 이외에 접속
시도시 탐지

• 이동식 디스크에 의해 유입되는 악성코드 탐지 가능
• 이동식 디스크에서 실행되는 Exploit 탐지 가능

• 악성코드에 의해 이동식 디스크에 파일 생성시 탐지
• 내부인원에 의해 자료 유출을 위해 복사시 탐지

• 자주 사용되는 문서 형태의 exploit 실행 과정 탐지
• 스피어피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문서 감염 과정
탐지 가능

• 악성코드가 자동실행을 위해서 등록하는 과정 탐지
가능

•윈도우 정상 프로세스로 위장한 악성코드 탐지 가능
•윈도우 정상 프로세스가 변조되어 동작하는 행위
탐지 가능

• 사용하는 IP 대역 외의 대역에 접속 시도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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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 HX 위협 탐지 범위

DC DMZ

Router

NG Firewall

Switch

HR Marketing Forensics

Private Public

Web DNS App EmailFile Mail WebApp

NX

EX

HX-DMZ

HX

Off-network

TTPs

TTPs

IE 취약점

문서취약점

내부 확산 악성코드 감염

인증정보
불법취득 웹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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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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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를 이용한 대응

ON PREMISE ENDPOINTS REMOTE ENDPOINTS

Enterprise Search
침해지표를 통해 빠른 엔드포인트 전수검사

DVR Cache
Service Listing
Port Listing
User Accounts
Scheduled Tasks
Process Listing
System Information
Disk/Volume Listing
Browser URL

File Download
DNS Routing
Driver Modules Listing
Drivers in Memory
Rootkit Hook Detection
Process Listing from Memory
Event Log History
Registry Hive Listing
File Listing from Raw Disk

Live 
Response

심층분석

침해조사

Scalable, Flexible, Simple to Use, and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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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Search를 통한 전수조사

HX 보안팀 인력



Copyright © FireEye, Inc. All rights reserved.26

Live Response를 통한 추가 정보 수집

조사 대상 호스트에 대하여 다양한 추가 데이터 수집

“Acquire : Quick File Listing” 메뉴를 이용하여
폴더, 파일 목록만 빠르게 수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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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를 통한 전체 침해사고 조사 프로세스

HX

보안팀 인력

IOC 기반 탐지
Exploit 탐지

Alert 정보 확인
Web Triage 
Viewer를 통한

1차 분석

Enterprise 
Search를 통한
침해 흔적 검색

의심 호스트 격리
Live Response를
통한 추가 데이터

수집

침해 호스트
상세 분석

침해 원인 확인
및 조치Enterprisr Search

PC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

감염 호스트 격리

행위 모니터링 및 IOC를 이용한 탐지

IOC

DTI 클라우드를 통한 Mandiant IOC 업데이트

FireEye 장비를 통한 자동 생성

사용자 정의 IOC 생성

Detect Respond

Analyze

Qu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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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도입 시 기대효과

기존 엔드포인트 솔루션의 탐지 능력 보강

Exploit 탐지, IOC 기반 탐지 등을 이용한 기존 엔드포인트 솔루션 탐지 능력 보완

네트워크 이벤트의 실제 감염 여부 빠른 확인

파이어아이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하여 네트워크 탐지 이벤트의 실제 감염 여부 빠른 확인

엔드포인트의 가시성 확보

Enterprise Search 기능을 통하여 침해 의심 엔드포인트 빠른 확인 가능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및 시간 단축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정립 및 대응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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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FIREEYE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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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의 가상머신을 통한 위협 분석기술

MVX Engine
(Multi-Vector�Virtual�Execution)�

DETONATE

2�MILLION
OBJECTS
PER�HOUR

ANALYZE

APT공격분석
(2 ,0 0 0 , 0 0 0 OB J EC T S /HOUR )

악성행위분석

지속적/연관분석

CORRELATE

• APT탐지만을위해특화된가상머신
• 알려진/알려지지않은 Exploit�탐지
• 파일기반이아닌Multi�Flow�기반 탐지
• 장비당최대 192개의 가상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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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의 전문가 조직
FireEye 인텔리전스 = 센서정보 + 침해사고 대응 현장 정보 + 서비스운영 + 전문 인텔리전스

LOCATIONS

Canada

Brazil

India
China

Ukraine

Australia

Spain

UK

Netherlands

Romania

Germany

Taiwan

Philippines 

Malaysia

New Zealand

EMPLOYEES

Inte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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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lin & Cork, Ireland

Idaho Falls, 
Idaho

Dallas, 
Texas

FireEye 센서
3,400+ Customers
250+ of the Fortune 500
67 Countries

FireEye 서비스
7 Security Operations Centers
200+ Clients
26+ million hits reviewed in 2016

Mandiant
1,200+ customers
200+ of the Fortune 500
46 countries with customers

FireEye iSIGHT Intel: 
20 locations worldwide
29 languages
18 countries
300 experts

16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보안 인텔리전스 전문가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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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의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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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의 전문가 조직

기술력
KNOWN, UNKNOWN, NON MALWARE 기반의
위협에 대한 탐지 모든 APT 공격 수단에 대한
방어 및 통합 플랫폼 제공
APT 공격 탐지에 최적화된 가상머신 기술 사용

전문가
한해 수백 건의 침해사고 현장 조사
수백 명의 침해사고 컨설턴트와 분석가
수많은 APT 공격 그룹과의 대응 경험 보유

인텔리전스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오브젝트 분석
수백 건의 침해사고 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수백만 개의 네트워크&엔드포인트 센서
수백 명의 인텔리전스와 악성코드 전문가
수백 개의 APT 그룹 프로파일링
2013년 22개의 제로데이 취약점 중 16개 발견

§ FireEye – 지능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정보/전문성 확보

§ 가상머신 분석과 침해사고를 통해 수집된 인텔리전스

§ 전세계 최고의 침해사고대응 전문 조직 Mandiant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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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HX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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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