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DR을 통한 다계층 위협
스토리의 입체적 통찰과
PlayBook을 통한 대응 자동화

2022. 11. 9 Trend Micro



Branch Office

엔드포인트에대한
가시성을확보(EDR)

클라우드워크로드에
영향을미치는위협에대한

제한된가시성

네트워크이벤트에
대한분리된데이타

Security
Analyst

이메일트래픽및
사서함에대한가시성이

거의없음



Security
Analyst

Branch Office

컨텍스트없이
불완전하고난해한 SIEM 

경고생성



SIEM의 수많은 경고



Branch Office

Security
Analyst

위협은특정계층에만
국한되지않으며, 서로다른
사일로의관점을통합하여
위협의전체적인스토리를

파악할수있어야함



Branch Office

XDR

노이즈가아닌유용한
히스토리를제시

- XDR



보안 운영팀의 요구사항

Visibility
Categorization

MITRE ATT&CK framework

Automation
IOC’s

Correlation

Detection and Response

Incident Response

Analysis



See more.
Respond Faster.



XDR 상관관계 & 위협
스토리 통찰



XDR 탐지 모델링에 의한 위협 행위 탐지

1 엔드포인트
2 계정

3 사서함

위험레벨

탐지된공격행위모델 각경고들의
연관성에따라
Incident로통합



MITRE ATT&CK MATRIX Mapping 상세 이벤트 확인



엔드포인트 탐지 이벤트 – 객체간 상관관계

엔드포인트

공격에사용된
명령어 1

Servisses.exe

공격에사용된
파일 1

Servisses.exe

공격에사용된
파일 2

powershell

공격에사용된명령어 2
Powershell + 변수구문

공격에사용된 MITRE Technique
공격에연관된주요객체들

로그인계정



엔드포인트 탐지 이벤트 – 프로세스 체인

Mimikatz를
Invoke하는

powershell 명령어

Servisses.exe 
프로세스가실행한

Powershell의
의심동작행위

(MITRE Techniques)

Powershell 이
다운로드한

servisses.exe프로세스
가또다른

powershell을실행



네트워크 센서를 통한 위협 플로우

내부 Sam-PC의 http 
아웃바운드통신

타임라인

최초로 Sam-PC가
접속한외부서버

Sam-PC로부터 Pat-PC로의
Lateral Movement

타임라인

Pat-PC로부터
serviceboosterr.com
(multiple domains) 
으로의 C&C 통신

타임라인

Sam-PC로부터
또다른

192.168.1.201로의
Lateral Movement

타임라인

192.168.1.201로부터
serviceboosterr.com
(multiple domains) 
으로의 C&C 통신

타임라인

Sam-PC로부터 3대의 Host로 Lateral 
Movement
(SMB, HTTP, HTTPS, Kerberos 
프로토콜사용)

타임라인(완료)

Pat-PC와 192.168.1.201로부터
servicebosterr.com으로 C&C통신

내부 Sam-PC에서외부 remotessa.com으로접속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외부 호스트간의
통신과
Lateral Movement, 
C&C 통신 상세
정보, 주목해야
하는 IOC정보를
파악



이메일+엔드포인트 상관관계 이벤트

이메일메시지관련객체 엔드포인트관련객체

발신자

수신자

메일내에포함된
스피어피싱의심

URL

메시지



Executive Dashboard를 통한 위협 상황 파악

동종업계비교
유사규모기업평균비교

지역평균비교

위협발생요소

노출, 공격및보안구성과관련된
회사의위험점수에대한월별요약

노출, 공격위험및보안구성위험을포함한위험
요소의동적평가를기반으로하는종합점수

Vision One에연결된디바이스의상태에
대한가시성수준

관리되는에이전트에적용되는보안
수준(예: 동작기반탐지사용여부, 

웹검증사용여부등)

Vision One에연결되지않은데이터소스
및관리자가추가한디바이스로서
식별된총디바이스수

패치되지않은취약성, 시스템구성및
인터넷접근성을기반으로평가된
장치의위험수준



EDR보다 다양해진 대응 기능(Response)

파일실행차단
파일수집

원격셀접속/
Custom Script 배포 & 실행

URL 또는 IP주소
접속차단

메일메시지
격리또는삭제

송신자주소차단
계정잠금, 강제로그아웃, 

강제암호리셋
클라우드샌드박스전송엔드포인트격리



• 대상 범위, Notification 수신자 등을 미리 지정한 후 특정 조건(예: 위협 탐지 시 의심 객체에 대한 자동 차단, 파일 수집, 메시지 격리, 
엔드포인트 격리 및 각 조치에 대한 자동진행 여부 및 승인필요 여부 등의 조건 설정)에 따른 자동화된 대응 수행

PlayBook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응 자동화



• PlayBook 수행을 위한 위험레벨 선택

PlayBook을 이용한 대응 자동화 작업



• PlayBook 실행에 앞서 관리자 승인을
요구하는지 선택

PlayBook을 이용한 대응 자동화 작업

• 조치할 Response Action 설정



• 조치 결과를 Notification하도록 설정 (Email 
또는 Webhook)

PlayBook을 이용한 대응 자동화 작업



XDR 다계층 보안의
효과



EPP만 사용한 경우의 탐지 내역

Smart Protection Network: 트렌드마이크로위협데이터베이스
MITRE ATT&CK Tactic 기준 Initial Access가 8건확인되었지만
공격의전체그림을보려면다른정보도필요



EPP + EDR (엔드포인트 센서)

엔드포인트센서가추가된결과:
Initial Access의탐지수가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Tactic에대한탐지도증가



EPP + XDR (엔드포인트 센서/네트워크 센서/E-mail 센서)

네트워크센서와 Email 센서가추가된결과:
더많은 Initial Access와 Latermal Movement 등을
볼수있음

위협스토리파악을위해서는공격자의
전반적인행위를파악할필요가있음



다계층 센서를 사용 – 가시성 극대화



Organizations with XDR

보안비용최대 79% 
절감

대응시간 70% 향상

더빠르고민첩한
대응

Source: Trend Micro Vision One, Economic Validation, ESG, 2021

비용절감



언제든지 XDR로확장가능한 EDR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XDR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엔드포인트에서의
감지및대응

보안레이어를
교차하여행위감지및
대응

XDR + 위협관리플랫폼

전체환경의위험을
시각화
장치/사용자의
안전한액세스

조직의위험을시각화, 관리및통제할수있는플랫폼



THE FORRESTER NEW WAVETM

Extended Detection & Response(XDR) 
Q4 2021

The Forrester WaveTM is copyrighted by Forrester Research, Inc. Forrester and 
Forrester Wave are trademarks of Forrester Research, Inc. The Forrester Wave is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Forrester's call on a market and is plotted using a 
detailed spreadsheet with exposed scores, weightings, and comments. Forrester 
does not endorse any vendor, product, or service depicted in the Forrester Wave. 
Information is based on best available resources. Opinions reflect judgment at the 
time and are subject to change.

XDR(Extended Detection & Response)에 대한
벤더별 평가 결과



XDR 위협 관리 및
상관관계 시각화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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