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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ONE

머신러닝

[새로운 세상이 온다-머신러닝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의 새로운 변화]

1.1 Introduction
2016년 3월, 구글의 알파고 (AlphaGo) 와 이세돌의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과 두려움을심어주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구글은 새로운 알파고제로 (Alphago Zero) 를선보이며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의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00전 100승을 거두었기 때문 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알파고제로의
학습방법에 있습니다. 과거의 알파고가 인간의기보를 반복 학습하였던 데 반해, 알파고제로는 바둑의 규칙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지도감독 (Supervised) 없이 스스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을 통해서 ‘축’에 대한 이해 등 바둑의 기본 지식을 깨닫고 기존의 실력을 크게 뛰어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파고의 확장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바둑이 아닌 범용학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보안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보안 업체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미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적용한 기술 및 솔루션을 선보이거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정보보안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성코드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APT 및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탐지, 차단할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및 사용자 행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오용 (Anomaly)
을 감지하여 위협을 예방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본 문서는 Genian EDR이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사용하는 머신러닝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와 더불어 딥러닝 등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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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의 이해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 (Artiﬁcial Intelligence) 과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그리고 딥러닝
(Deep Learning) 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그림은 이들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Fig. 1: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 – 엔비디아]

1.2.1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의 이해
인공지능은 오래 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컴퓨터를 꿈꾸었습니다.
즉 인간의 사고력을 지니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일반AI(General AI) 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반AI는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수준은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얼굴 등을 인식하는 등의
특정 작업을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입니다. 좁은AI(Narrow AI) 의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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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좁지만 구체화된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접근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합니다. 즉 구체적인 방향이나
지침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3 딥러닝 (Deep Learning): 심층학습,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머신러닝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ANN, Artiﬁcial Neural Networks) 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 입니다. 인공신경망
역시 부침을 거듭하다가 기술적 한계의 극복,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등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 (Big Data) 와 어울리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각종 머신러닝
대회 등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며 단연 두각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영상처리 및 음성인식 분야 역시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3 머신러닝의 학습과 적용
과거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은 인간의 지식을 저장하고 이를 추론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지식을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정으로 축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머신러닝은 학습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하는 방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기술을 개발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 ①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②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③강
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Fig. 2: [머신러닝의 학습방법 비교]

정보보안 분야 역시 머신러닝의 연구 및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스팸필터링 (Spam Filtering) 은
지도학습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습방법과 특징에 따라 사용자행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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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nian EDR

(User Behavior Analytics), 이상행위탐지 (Anomaly Detec-tion), 악성코드 탐지 (Malware Detection), 인증 (행위분석을
통한 개인 식별), 보안관제, 포렌직 등의 광범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연구 및 적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Fig. 3: [정보보안 분야의 머신러닝 활용]

1.4 머신러닝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악성코드탐지 (Malware Detection) 분야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및 발전은 혁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APT(지능형 표적공격) 및 랜섬웨어(RansomWare) 등 지능형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패턴(Signature)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Anti-Virus) 제품 군의 탐지 및 대응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만텍 (Symmantec) 등 전통적인 보안업체의 머신러닝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차세대 단말보안 (NGES:
Next Generation Endpoint Security) 또는 차세대백신 (NGAV: Next Generation Anti-Virus) 등의 새로운 단말보안의
영역과 함께 플레이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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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시스템의 익스플로잇 (Exploits) 등 비정상 행위를 감지하여
위협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트래픽 과 패킷을 분석하고 흐름 (ﬂow) 을 학습하여 오용 (Anomaly) 을
탐지하고 위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탐지된 위협 (threat) 의 근본원인 (Root Cause) 과 파일, 프로세스, 네트워크
등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대응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체인이벤트, 어택
타임라인 등의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제공하여 위협에 대한 가시성과 대응의 적시성을 보장해 줍니다.
기존의 백신과 단말보안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과 효용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 입니다. 투자금과 기업의 가치 평가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Cylance의 경우 2012에 설립되었지만 무려 1
조의 가치를 평가 받습니다.
어떻게 불과 수 년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 진 것일까요? 변화의 중심에 머신러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중 딥러닝 (심층학습, Deep Learning) 은 다른 머신러닝의 학습방법과 비교할 때 프로그래밍의
수고를 크게 덜어 줍니다. 과거 머신러닝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피쳐엔지니어링 (Feature
Engineering) 이었습니다. 이것은 분석가 (Analyst) 또는 데이터 과학자 (Data Scientist) 가 특정 데이터에서 특징
(feature) 을 추출하고 재가공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은 이러한 특징의 추출과 학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 입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파워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아래와 같은 요인이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을
가속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1 데이터 비용의 감소
빅데이터 이슈와 함께 데이터의 양 (Quantity) 과 질 (Quality) 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작 손글씨 데이터
(e.g, MNIST) 정도가 전부였으나 현재는 수천만 장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물론 (e.g, ImageNet) 유투브, SNS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의 경우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 (CTI. Cyber Threat Intelligence)의
발전과 함께 공유 및 협업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토털 (VirusTotal), 멀웨어스닷컴 (malwares.com),
멀코드 (Malc0de) 등 악성코드의 분석 및 평가 등 협업플랫폼이 확대 되면서 매우 양질의 분류데이터 (Labeled Data)
를 획득 및 재처리 하는 비용이 감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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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하드웨어의 발전
머신러닝의 학습과정은 엄청난 연산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범용 컴퓨터의 CPU는 물리적 코어 (Core) 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순차적 인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GPU는 수십 개 이상의 코어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병렬로 처리하는 경우 다중연산, 특히 숫자나 알고리즘을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언어구조 (e.g, CuDA) 가 개발되고 가격이 저렴해 지면서 딥러닝은 그 컴퓨팅
시간을 수십 분의 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거 구글이 범용 서버 1,000대를 병렬로 연결해 시도한 ‘구글브레인’
프로젝트를 현재는 GPU 가속화 서버 3대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드웨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4.3 오픈플랫폼의 약진
구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과 학계 연구그룹들이 머신러닝 관련 플랫폼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 리 등) 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용자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어플리케이션과 효용 (Value) 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우
(TensorFlow) 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지메일의 스팸필터링, 이미지 검색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신용카드 오용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5 딥러닝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최근 딥러닝이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머신러닝이 일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 딥러닝이 머신러닝을 대표하다시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련 인력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페이스북 이 딥러닝의 대가인 얀 러쿤 (Yann LeCun) 교수를
인공지능 센터장으로 모셨으며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바이두에서도 앤드류 응 (Andrew Ng) 교수를 모셔가는
등 인재전쟁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여기 다각형 (Polygon) 을 구분할 수 있는 딥러닝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그 동작방식을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 중 왼쪽 파란색 도형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왼쪽의 파란색 개체 (object) 가 정사각형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체적으로
추상화된 정사각형의 개념을 지식 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개체가 다각형이며 그 중에
정사각형임을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머신, 즉 기계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사람과 같은 지식의
저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 (판단) 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하나 특징 (Feature) 을 인지하고 이를 조합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입력데이터로 딥러닝에 전달 됩니다. 딥러닝은 여러 개의 층 (Layer) 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의미
합니다. 한 층은 다시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드에서는 실제로 연산이 일어나는데 이 연산 과정은
인간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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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노드의 연산 – 입력데이터와 가중치를 통해 활성여부가 결정됨]
노드는 일정크기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의 크기는 입력 값과 노드의 계수 (또는 가중치,
Weights) 의 곱에 비례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드는 여러 개의 입력을 받으며 입력의 개수만큼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여러 입력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곱한 값들은 모두 더해지고 그 합은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 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 (Feature) 들은 입력데이터로 첫 번째 층 (Layer 1) 의 입력이 되며 그 이후 각 층의 출력 (결과) 이
다시 다음 층 (Layer 2) 의 입력이 됩니다. 층이 거듭될수록 복잡하고 추상적인 학습이 이루어 집니다. 계수 (Weights)
는 학습 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되며 결과적으로 각 노드가 어떤 입력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는 결정합니다.
결국 학습 (Learning) 은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 계수를 최적화,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g. 5: [단일 (Simple) 신경망과 심층 (Deep) 신경망]

이후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어떠한 형태의 다각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결정트리
(Decision Tree) 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서 다음단계로의 입력변수가 2개 이상일 수 있으며 이것은
딥러닝의 근간인 신경망 (Neural Network) 의 특징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ANN, Artiﬁcial Neural Network) 에 기반하여 입력층 (Input Layer) 과 출력층 (Output Layer)
그리고 다수의 은닉층 (Hidden Layer) 의 계층 구조를 가지는 심층신경망 (DNN, Deep Neural Networks) 을 학습의
1.5. 딥러닝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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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식으로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 입니 다. 실제 딥러닝의 동작은 선형맞춤 (Linear Fitting) 과 비선형
변환 (Nonlinear Transformation) 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한 학습 구조를 쌓아 올려가며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계층적 구조의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적화된 결정을 위한 이러한 특징 (feature) 의 추출과 학습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피쳐엔지니어링의 수고를 크게 덜어 줍니다. 따라서 대량의 정제된 데이터 (Labeled
Data) 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학습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Fig. 6: [Why Deep Learning? _ Andrew Ng]

위의 그림은 데이터의 증가와 딥러닝의 효과 (Performance) 와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이것이 딥러닝이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 머신러닝과 악성코드 탐지
최근 랜섬웨어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이용하여 공격자들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만텍 (Symantec) 의 인터넷위협동향보고서 (ISTR) 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악성코드의 수는
약 4억3천만개라고 합니다. 2009년 한 해 발생한 악성코드의 개수가 약 236만개 라고 하니 2015년에는 하루에
약 118만개의 악성코드가 발생한 샘 입니다. 매년 30배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악성코드의 증가원인 중에 변종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백신을 피하기 위해 변종
코드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안회사 지데이터 (G-Data)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감지된 신종, 변종
악성코드는 185만개에 이릅니다. 4초에 1개 꼴로 새로운 악성코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은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랜섬웨어는 누구나 쉽게 입수해 변종을 만들 수 있고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추적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머신러닝이 악성코드의 탐지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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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탐지 방식의 한계
안티바이러스 (Anti-Virus)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탐지 방법은 시그니쳐 (Signature) 와의 비교 입니다. 2016년 한
해, 매일 약 1백만 건의 악성코드가 신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안티바이러스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수는
수백 건 정도 입니다. 결국 모든 악성코드를 시그니처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6.2 동작 방식의 한계
최신의 시그니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업데이트는
불행히도 폐쇄망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동작방식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얼마 전 발생한 국방부 해킹사건은 이러한 폐쇄망의 한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3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 우회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을 공격자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악성코드를 바이러스토털
(VirusTotal) 이나 쿠쿠샌드박스 (Cuckoo Sandbox) 등을 이용하여 테스트하거나 이를 우회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가하는 악성코드의 탐지를 위해 머신러닝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시그니처 (Signature) 가 아닌 특징 (Feature) 을 기반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술 입니다. 따라서 악성코드의 양
(Quantity) 과 탐지율 (Detection Rate) 의 관계가 없으 며 유사한 변종의 탐지에 유리 합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어떻게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다각형을 인지하는 딥러닝 모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각형을 인지하기 위해서 ‘직선, 연결성, 각도’ 라는 3가지 특징 (Feature) 과 이에 따른 몇 가지
가중치 (Weight) 를 이야기 했습니다. 악성코드의 탐지 역시 유사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성코드로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특징 (Feature) 을 사용 할 것인가와 학습을 위해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 (feature) 이 실행프로그램을 유해한 (악성코드) 것과 정상인 (정상코드) 것으로 잘 구분해 줄 수 있을
까요?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특징 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해쉬값부터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헤더정보,
호출함수, 레지스트리키, DLL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 도 악성코드와 아닌 것을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단일한 특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행프로그램의 헤더 (Header) 에는 SizeOfIni- tializedData
라는 필드 (Field) 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초기화 되어 있는 영역의 총 합을 의미
하는데, 다수의 악성코드와 정상코드를 대상으로 해당 특징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Fig. 7: [파일사이즈에 따른 SizeOfInitializedData값의 분포]

1.6. 머신러닝과 악성코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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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을 기준으로 분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쉽게도 이 특징은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악성코드와 정상코드에서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악성코드 탐지에는
‘수백개 ~ 수천개’ 의 특징 (Feature) 과 가중치 (Weight) 를 조합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결국 탐지 성능은 악성프로그램과 정상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어떠한 특징을 추출/사용하여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학습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벤더가 출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적인 특징 (Static Feature) 뿐 아니라 동적인 특징 (Dynamic Feature) 을 추출하여 사용하며 다양한 알고리즘
또는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는 앙상블 (Ensemble)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7 EDR과 머신러닝
지니언스 ㈜ 의 Genian EDR은 ‘단말기반 지능형 위협탐지 및 대응솔루션’으로 국내최초로 개발된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솔루션 입니다. APT 와 랜섬웨어 등 지능형위협을 탐지하고 공격에 대한 가시성 (Visibility)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AC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여 위협으로 인한 피해 (Risk)
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이미 NAC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 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enian EDR은 지능형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포함한 다단계 탐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ig. 8: [Genian EDR의 위협 탐지 단계]

1.7.1 IOC(침해사고지표, Indicators of Compromise)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의 해쉬 (hash), 분류, 위험성, IP 등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악성코드를 탐지 합니다. 안티바
이러스 제품의 시그니쳐 와 유사하며 실제 다수의 악성코드가 이 단계에서 사전 탐지 됩니다.

1.7.2 ML(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IOC에 의해 탐지되지 않은 실행파일의 경우 머신러닝에 의해 추가 탐색이 이루어 집니다. 1,000개 이상의 특징
(Feature) 을 추출하여 정교하게 학습된 모델을 적용하는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탐지 정확도는 99%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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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YARA(야라)
추가로 실행파일 내부에 악성코드의 흔적 (String) 을 규칙 (Rule) 을 기반으로 탐지 합니다. 이미 알려졌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유사변종 악성코드를 탐지 할 수 있습니다.
Genian EDR은 악성코드와 정상코드의 구분을 위하여 약 1,500개 이상의 특징 (Feature) 을 사용하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의 학습모델 (Model A, B, C, D) 바탕으로 약 10
만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3회 검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내부 측정결과이며 Training Set
으로 학습시킨 후 약 10만개의 Test Set을 검증하여 도출한 결과 입니다.)

Fig. 9: [Test Set을 이용하여 측정한 탐지율 (정탐, 오탐) 결과]

악성코드 탐지율 (Detection Rate) 에 있어 4개 모델 평균 98.61%의 탐지율을 보였으며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인
Model A 의 경우 99.36% 였습니다.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탐지하는 비율 (False Positive, Type I Error) 에서는 4개
모델 평균 2.6%의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뛰어난 Model D의 경우 1.7%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악성코드의
탐지율에서는 Model A 가, 실제 적용을 위한 오탐율에서는 Model D 가 가장 뛰어난 모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Genian EDR에 적용되는 머신러닝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최적화 (Optimized) 된 학습모델이 탑재
됩니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모델이 동시에 학습, 사용되거나 또는 판단결과를 다시 재 학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탐지율의 고도화 와 오탐율의 감소로 이어져 실제 악성코드로 인한
보안위협을 제거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 EDR과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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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신경망 (Neural Network) 의 학습 – 수 많은 특징 (Feature) 의 입력값 (Input) 과 가중치 (Weight) 를 반복
업데이트하면서 악성코드와 정상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 완성된다.]

1.8 머신러닝, 과연 만능입니까?
많은 업체들이 머신러닝을 이야기 합니다. 악성코드의 증가 특히 랜섬웨어와 변종의 출현에 대한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 입니다. 심지어는 랜섬웨어를 100% 탐지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탐지율 경쟁으로 치닫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8.1 탐지 결과의 해석
머신러닝으로 악성코드가 탐지되는 경우 그 결과값은 확률 (%) 로 표기 됩니다. 즉 탐지결과는 ‘foo.exe 라는 파일이
90%의 확률로 악성이라고 판단됨’ 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악성코드로 판단되었는지를
확인 (해석)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하여 의사결정트리 (Decision Tree), 선형회기 (Linear Regression) 등의
추가적인 모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추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2 오탐 (False Positive)
‘높은 탐지율’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낮은 오탐율’ 입니다. 특히 정상파일을 악성파일로 판단하는 오류 (False
Positive, Type I Error) 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탐율 5%는 숫자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1,000개의
파일을 검사했을 때 50(5%) 개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실제 적용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8.3 탐지 결과와 대응 (Response) 의 관계
‘abc.dll’ 이라는 파일이 55%의 확률로 악성코드로 탐지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삭제해야 할까요? 만일 삭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부팅하지 못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머신러닝 이라도 그 결과를 즉각적인 대응으로 연결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단일한 머신러닝으로만 이루어진 솔루션의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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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업데이트 (Update)
머신러닝 역시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 그 주기는 수개월 ~ 수년 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악성코드가
출현하게 되면 탐지 및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악성코드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에코 (Eco)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Fig. 11: [탐지율과 오탐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1.9 Conclusion
딥러닝 (Deep Learning) 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꾸준한 연구가 지속
되면서 알고리즘이 거듭 개선되었으며,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머신러닝의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정보보안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 인공지능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코드 탐지 분야에서 딥러닝의 발전은 경이롭기 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Usage)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환상’ 또는 ‘실망’ 이라는 이분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단순히 높은 탐지율 같은 왜곡되고 단편적인 잣대로만 해당
기술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가 한 순간에 몰락하고 신기술과 신생업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과 사용자가 융합되고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의 구별이 없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역시 머신러닝 등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영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위하는 기술과 변화만 이 살아남고 확대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1.9.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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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WO

이상행위 탐지엔진 XBA

2.1 Introduction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 (Cyber Threat) 에 대한 주된 대응은 방어 (Prevention) 였습니다. 우리는 피해 또는 위험이
발생한 이후 위협 (Threat) 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솔루션 (Solution) 을 만들거나 체계 (Process)
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부 자원 (PC 등) 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자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방화벽 (Firewall) 을 개발하였습니다. 악성코드가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자 안티바이러스 (Anti-Virus) 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특정 위협에만 효과적입니다. 지능형 지속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 등 복합적 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감지 및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안티바이러스는 파일 기반의 알려진 (Known) 악성코드에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종 또는 변종 악성코드에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파일 없이 동작하는 악성코드
(Fileless Malware) 에 대해서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트래픽을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미 내부로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SK인포섹의 ‘2019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보안 위협 대상이 확장되고, 다양한 공격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다른 종류의 악성코드와 결합되어 APT 공격 형태로
변형될 것으로 보이며, 사물인터넷 기기 (IoT Device) 가 다양해짐에 따라 악성코드 공격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려면 모든 위협 포인트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 포인트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으며 공격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 방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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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악성코드 (Malware) 와 위협의 증가
악성코드의 폭발적 증가로 보안 관리자 및 보안 업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시간 수천 ~
수만 개의 악성코드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신종 악성코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악성코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엔진에 포함시키는 일련의 작업들 만으로는 모든 악성코드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AV-test.org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매일 35만 개의
악성코드가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악성코드의 전파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업체 시만텍 (Symantec) 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APT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75%가 50대 이하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성코드의 전파 범위가 적으면 해당 악성코드의 수집이 어려 워지며 이는 안티바이러스 엔진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랜섬웨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공격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보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형 랜섬웨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인 노르스크 하이드로 (Norsk Hydro) 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은 주요 정보의 복구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해 막대한 복구비용을 집행하거나
어쩔 수 없이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격자는 성공률 및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
형태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18

Chapter 2. 이상행위 탐지엔진 XBA

Genian EDR

2.3 악성코드없는 위협의 증가 (Fileless,Non-Malware)
악성코드와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파일리스 (Fileless) 공격입니다. 이것은 통상의
악성코드가 PC에 다운로드 ( 저장) 되고 실행되어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데 반해 메모리에 바로 탑재 (로드) 되어
악성 행위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탐지하는 통상의 안티 바이러스로는 해당 공격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화이트리스트 (WhiteList) 기반의 보안 솔루션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Microsoft Word 매크로 또는 파워셸 (Powershell)
유틸리티를 이용한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rowdStrike) 는 보고서에서 성공한 10
개의 공격 중 8개의 공격이 파일 리스 공격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아래와 같이 실제 파일 리스 공격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리스 공격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Carbon Black은 2017년 침해 사고의 52%가 파일
리스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트너 보안 분석가 아비바 리탄은 “파일 리스 악성코드 공격은 훨씬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오늘날 배포되는 대부분의 엔드포인트 보호 및 탐지 도구를 우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파일 리스 공격은 뒤에서 설명될 횡적확산 (Lateral Movement)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4 악성코드없는 위협의 증가 (Fileless,Non-Malware)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장 (Battleﬁeld) 이 네트워크에서 단말 (Endpoint) 로 이동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대응은 물론 단말의 모든 행위 (Behavior)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악성코드 없는
위협 대응 역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내재된 위협을 찾아내거나 (Threat Hunting) 행위를
역추적하여 이상행위의 타임라인을 확인하거나 근원지를 추적 (Root Cause Analysis)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물리적 보안에서 CCTV로 모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해당 시간으로 돌려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상행위를 탐지하려면 먼저 단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일상 (정상)
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상행위의 탐지가 가능합니다. 수집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격증명 (인증
등) 에 대한 정보부터 파일, 폴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USB, 네트워크 통신 등 모든 객체 (Object) 정보와
2.3. 악성코드없는 위협의 증가 (Fileless,Non-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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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Action) 정보 그리고 관계 (Dependency) 에 대한 정보까지도 수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레벨 (User Level) 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커널레벨 (Kernel Level) 에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또는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레벨과 커널레벨을 반복적으로 드나들게 됩니다. 따라서 System Call을 포함한 사용자레벨과 커널레벨
모두를 모니터링해야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루트킷 (Rootkit) 등의 경우 사용자레벨에서는 자신을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커널레벨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경우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레벨 및 커널레벨에서 엔드포인트의 행위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단말 행위 전체의 전체 가시성 확보에 반드시 필 요합니다. 사용자레벨에서의 모니터링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일반적인 기능을 위한 제품에서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보안 소프트웨어에서는 전체
가시성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커널레벨에서의 모니터링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과의 충돌과 PC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안 솔루션들
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위 이벤트 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2.5 단말 이상행위탐지, XBA(X Behavior Analysis)
XBA는 Genian EDR에 적용된 행위 기반 위협 탐지 엔진입니다. XBA는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이를 통해 악성코드
없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XB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 감염된 문서파일을 읽은 후 문서 도구에 의해 무엇인가 다운로드 되고 실행된 행위
- 해킹된 웹페이지 접속으로 자바 스크립트, 플래시 등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백그라운드로 사용자
몰래 파일이 다운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된 파일이 실행되는 행위 (Drive by Download)
- 파워셸을 이용한 외부 네트워크로의 불법 접근 및 파일 전송 행위
- 네트워크 스캔을 통한 공유 폴더의 탐색 및 특정 파일 및 행위의 복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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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파워셸을 이용한 파일리스 (Fileless)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파워셸은 마이크로소프
트가 개발한 CLI 셸 및 스크립트 언어를 특징으로 하는 명령어 인터프리터입니다. 응용프로그램의 관리를 쉽게
해주는 스크립트 언어로 윈도우 XP 이상 운영체제에 기본으 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워셸을 이용하여 파일이
유출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명
1.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방문
2. 사용자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단말의 파워셸을 실행
3. 공격자의 C&C(Control and Command) 서버에 접속, 악성 파워셸 스크립트 (Powershell Script) 를 탑재
(로드) 후 실행
(이때 스크립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어 트래픽 분석으로 탐지가 어려우며, Reﬂective DLL injection,
Memory exploits, WMI persistence 등의 방법이 동시 수행)
4. 스크립트는 단말 내 특정 정보를 찾아 공격자의 서버에 전송
5. 재실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작프로그램, 레지스트리 등에 정보 등록
파워셸은 악성코드 전달을 위한 다운로더 (Downloader) 또는 드로퍼 (Dropper) 의 역할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실행 권한의 문제로 파워셸 단독으로 실행되기보다는 다른 파일 내에서 파워셸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JS) 와 오피스 파일 (doc, pptx 등) 의 매크로를 통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 윈도우
스크립트 파일 (Windows Script File, WSF) 이나 바로 가기 (Shortcut)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 유출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단말 어디에서도 파일 기반의 악성코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림 5]는
XBA의 이상행위 탐지 기술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워셸은 악성코드가
아니며 정상적인 윈도우 파일입니다. 그러나 파워셸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① 파일 또는 스크립트
등으로 파워셸이 실행되는 경우, ② 네트워크에 접속 하였거나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③ 문서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 ④ 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전송하려는 경우 등의 연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상행위로
탐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XBA는 관리자의 신속한 판단 및 분석,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시각화 하여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게 전달합니다.

XBA는 파워셸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단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9개 대 (⼤)
항목 아래 각 항목별로 수 개 ~ 수십 개의 개별 탐지 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이벤트 간 시계열 분석 및 연관관계
2.5. 단말 이상행위탐지, XBA(X Behavior Analysis)

21

Genian EDR

22

Chapter 2. 이상행위 탐지엔진 XBA

Genian EDR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이상행위 탐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탐지행위
정책 / 권한 우회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행
위
시스템 명령어 오용
알려진 위협 탐지
권한 탈취 또는 오용
자기 삭제
자동 재 실행
횡적확산 (Lateral Movement)
의심스러운 오피스 행위

대표 설명
시스템 설정 파일 및 계정의 임의 조작 등
비 정상 파일, 프로세스 이름 또는 경로를 통한 프로세스의 실행 등
파워셸 (Powershell), WMI 등 관리목적 시스템 명령어의 비 정상 사용
백도어 등 특정 공격에 사용한다고 알려진 파일,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값 (Value),
접속 등의 행위 등
사용자 권한 (UAC: User Account Control) 우회를 통한 불법 권한 획득 등
이상행위 주체 (파일, 프로세스 등) 및 로그 (Log) 등의 변경 또는 삭제 등
윈도우 시작폴더 또는 레지스트리의 이상 값 등록 행위 등
포트 스캐닝 등을 통한 타 시스템으로의 감염 확산 시도 등
Word 등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매크로, 스크립트 등의 실행 등

2.6 XBA와 횡적확산 (Lateral Movement)
XBA를 이용하여 횡적확산 행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횡적확산은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을 건너 (옮겨) 가며
피해를 확산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공격자는 최초 내부 단말의 해킹에 성공합니다. 이후 정보 유출 또는
시스템 감염 등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인접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1) 스캔 (정찰) (2) 공격 (3) 장악 (4) 유지 (백도어,
명령 채널 등) 등, 일련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됩니다.

2.6. XBA와 횡적확산 (Later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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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스모크 스크린 (SMOKESCREEN) 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공격 시간의 80% 를 횡적확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APT 공격의 경우 해당 정보 (특정 DB 등) 에 접근
권한을 보유한 단말 (관리자 단말 등) 을 찾고 침해 (Compromise) 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량의 횡적확산 시도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적확산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협의 확산 및 피해의
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자는 횡적확산을 위하여 계정정보를 탈취 (Dump) 하고 원격 접근, 원격 실행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때
미미캐츠 (Mimikatz) 나 PsExec, 파워셸 (Powershell), RDP 등의 도구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횡적확산에는 운
영체제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Living Oﬀ the Land Binaries(LOLBINS)
로 불리는 이러한 방법은 기존 안티바이러스나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보안 제품을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횡적확산은 로그 등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탐지 및 분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신뢰 (권한) 를 확보 한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일부 공격자에 의해 로그 등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말의 행위를
기록하고 상세한 행위 로그 등을 수집, 저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XBA는 단말의 행위를 분석하여 이러한 횡적확산 시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UAC(User Account Control) 를
우회하여 권한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부터 대량의 SMB(Server Message Block) 패킷을 발생시키는 행위, 원격 명령
실행을 요청하는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관련 네트워크 패킷이 탐지되거나 Wmic.exe 등
횡적확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 패턴의 WMI 관련 명령어가 실행되는 경우 등을 탐지하고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횡적확산의 징후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2.7 이상행위 탐지에 대한 보안 관리자의 우려
이상행위 탐지 기술에 대한 우려 사항은 너무 많은 탐지 알람 (Alert) 의 발생 (과탐) 일 것입니다. 특히 단말 대상의
보안 솔루션과 악성코드는 동작 방식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악성코드의 동작 방식만
고려하여 이상행위를 탐지한다면 과탐은 예상된 비극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니언스는 국내 단말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XBA는 단말 보안 보안솔루션으로 인한 과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내 전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예외 처리 등의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지된 이상행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 합니다. 다수의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이
탐지된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이상행위로 탐지했다고는 알려주나
이 행위가 왜 이상행위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오진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지 않아 관리자가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대응을 하 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XBA는 탐지된 이상행위에 대해 왜 이상행위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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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위 탐지는 기존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지 못하던 내부 망에 대한 많은 위협 상황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에게는 필수 기능입니다. 반면 이를 잘못 사용하면 보안 관리자의 업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IT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최적화된 탐지 기능 을 제공하면서 예외 상황을 신속히 설정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능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이상행위에대한 정보를 관리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8 Conclusion
IT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보안 이슈의 발생으로 엔드포인트 관리 범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개별 보안 솔루션 도입에 따른 관리와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코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 많은 기업이 지능적 지속 위협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s), 랜섬웨어,
코인마이 너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공격을 당했음에도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의 방화벽 (Firewall) 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안티바이러스 (Anti-virus)
만으로는 더 이상 현재의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장 (Battleﬁeld) 이 엔드포인트로 바뀔 때
입니다. 악성코드의 위협 뿐 아니라 다양한 위협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물리적 보안에서 CCTV를 보고 탐지하고 방어하듯이 정보 보안에서도 실시간 행위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저장하여 전체 시스템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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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DR이란 무엇인가
가트너 (Gartner) 에 따르면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레벨의 동작을 기록 및 저장하고 의심스러운 시스템 동작을 탐지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활동을 차단하고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개선 제안을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솔루션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2 EDR이 해결해주는 문제점들
국내에서 보안 관리자가 지능형 위협 공격 (APT) 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2개월에서 8
개월까지로 이미 내부 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이후였습니다.
APT, 랜섬웨어 등 날로 지능화되는 보안 위협은 기존에 도입된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트너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 (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
를 전략 기술 중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에서 제시하는 예측 (Predict)-예방 (Prevention)-탐지
(Detect)-대응 (Response) 에 이르는 전 사이클을 다 아우르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단일 솔루션만으로 모든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DR 솔루션은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의 탐지 (Detect) 와 대응 (Response)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Genian EDR은 Genian NAC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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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Prevention)
Genian NAC를 통해 단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증/식별을 진행하고 필수 S/W 설치 및 보안패치 적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단말을 네트워크에서 격리합니다.
조사 / 분석 (Detection)
Genian NAC와의 로그 연동 및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단말에서 발생하는 주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저장
후 분석합니다.

IOC(침해 지표), 머신 러닝, YARA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위협을 탐지하며 최고 수준의 정탐률 (악성파일 +
정상파일 탐지) 을 제공합니다.
XBA(행위기반엔진) 을 통해 File less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악성행위를 탐지합니다. 위협의 탐지와 동시에
조치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용자, 부서, ID’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Reversing Labs, VirusTotal 등의
외부 인텔리전스 (CTI) 조회를 통해 탐지된 위협의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산 / 재발 방지 (Response)

단말에서 위협이 탐지되는 경우 위협의 ‘심각성, 확산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말과 네트워크에서 동시
대응합니다.
정책 (Policy) 기반으로 관리자 개입 없이 즉시 작용하므로 확산 방지 등 초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Genian NAC와 연동을 통해 위협 단말의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거나 단말에서 위협 파일 격리, 위협 파일 수집,
프로세스 종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3 Genian EDR의 특징
지니안 이디알 (Genian EDR) 은 단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성코드 및 이상행위를 신속하게 탐지, 대응,
분석할 수 있는 단말 기반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솔루션입니다.
내부 네트워크와 단말에 대한 악성 행위 파악 및 이상 징후를 탐지해 원천적인 방어가 불가능한 APT, 랜섬웨어
등의 보안 공격 실행 단계에서 최신 침해 지표 (IOC : Indicators of Compromise) 를 통해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신 IOC 활용
• 주기적인 IOC 업데이트로 최신 위협 및 침해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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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된 위협에 대한 위험도, 신뢰도 및 유형 정보 제공
• 국내 환경을 고려한 IOC DB 관리 (오탐 및 과탐 최소화)
• Custom Malware Hash/IP, Good Hash/IP 추가 및 관리 기능
다양한 탐지 모듈 제공
• IOC (Indicator Of Compromise) 침해 지표
• ML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 알려지지 않은 Similar변종에 대한 대응
• UEBA (User & Entity Behavior Analytics) 사용자 행위 분석
• YARA Rule
Ecosystem 연동
• 오탐 및 최신 악성코드 분석 결과 (평판 서비스) 를 Ecosystem을 통해 공유
• 수집된 위협과 예외 처리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배포
분석정보 가시화
• 보안관리자가 필요한 기본정보 외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유연한 16종의 위젯 제공 (관리자 추가 가능)
• 시스템/감염단말/위험-이상단말/프로세스/접속정보/ 신규생성 파일 모니터링 가능
• 시스템 상태 / NAC 센서 상태 /Genian 제품 현황 등 다양한 대시보드 설정 가능 (Import, Export 지원)
• 위협목록 및 분석화면 제공
가벼운 에이전트
• 단말 부하 최소화를 위한 에이전트 정보수집 설계 (약 25MB 리소스 사용)
• 데이터 분석은 Genian EDR 서버에서 수행
편리한 적용 및 확장
• NAC 플러그인 기반 확장 모듈 설치
• 추가 기능 모듈 도입 시 신속한 전사적용 가능한 설계

3.3. Genian EDR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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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GENIAN EDR 구축

Genian EDR이 동작하려면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역할 및 설치 위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4.1 구성 요소 이해
Genian EDR이 동작하려면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역할 및 설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4.1.1 정책 서버
정책 서버는 Genian EDR의 모든 데이터 및 설정을 저장하는 중앙 관리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서버는
조직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 됩니다.
정책 서버의 또 다른 역할은 관리자에게 관리 콘솔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웹 기반 관리 콘솔을 통해 다른 구성
요소를 구성 및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수집 된 정보를 보고 조직의 보안 정책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Genian NAC 서버가 있는 경우, 플러그인 추가로 간편하게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관리 서버 역할도 하지만 Genian NAC 서버에는 엔드포인트의 세부 자산정보 (IP, H/W, S/W, OS, Patch
등) 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Genian EDR과 연동을 통해
지속적인 내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Genian EDR 단독 버전일 경우, 정책 서버에서 에이전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배포 서버를 통해 배포하거나
실행파일을 직접 실행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1.2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입니다. PC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
서버로 전송합니다.
에이전트는 종료 방지 및 삭제 방지와 같은 자체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 (Windows OS)
Windows 7 (32/64bit)
Windows 10 (32/6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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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FIVE

GENIAN EDR 설치

이 장에서는 Genian EDR을 시스템에 설치하고 관리자가 웹 콘솔 및 CLI 콘솔에 접근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5.1 정책 서버 설치
5.1.1 설치 유형 선택
정책 서버는 물리적으로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 정책 및 IOC Database, 로그서버를 운영합니다.
정책 서버 전용시스템은 정책 서버 단독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성능 및
안정성을 위해 정책 서버와 로그 서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 분리 구성은 별도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5.1.2 하드웨어 준비
물리적 시스템에 정책 서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양테스트를 위해 낮은 사양의 일반 서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
ES30_R1
Intel 2.1G (8C16T) * 1
Mem: 64G
HDD / SDD : 10T / 2T
2U
Single Power

ES50_R1
Intel 2.1G (8C16T) * 2
Mem: 128G
HDD / SDD : 10T / 4T
2U
Dual Power

5.1.3 초기 구성
Genian EDR은 CLI를 통해 2가지 설치 모드를 제공하며, Interactive Wizard를 이용한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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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Wizard를 이용한 설치
1. CLI Initial Conﬁguration Tool 화면에서 installation type 에 1을 입력합니다.
Genian Insights Initial Configuration Tool
1. Interactive Wizard
2. Manual Configuration
Select installation type :

1. server type 에 1을 입력합니다.
1. Single Server -Stand Alone
Select Server Type:

1. System Language 에 2를 입력합니다.
1. English
2. Korean
Select System Language :

1. CLI 로그인 계정을 생성합니다.
Enter Console Username :

1. CLI 로그인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m
Password must contain at least one alphabet, number, and special character
Enter Console Password :

1. 5에서 생성한 패스워드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Try Again:

1. System time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1. Africa
4. Asia
7. Europe

2. America
5. Arcic
8. Indian

3. Antarctica
6. Australia
9. Pacific

[Timezone] Select Continental :

1. System time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Timezone] Select City (press enter for re-display):

1. NTP 서버가 존재하는 경우 서버 Domain 정보를 입력합니다.
Enter NTP server:

1. 서버 IP로 사용할 IP 정보를 입력합니다.
Enter IP Address:

1. 서버 IP 의 Netmask 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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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Netmask:

1. 서버의 Gateway 를 설정합니다.
Enter Default Gateway:

1. DNS 서버 IP 정보를 입력합니다.
Enter DNS Server IP Address:

1.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 후 y를 입력합니다. Database Server Password 변경 과정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Configuration Summary
---------------------------------------------------------------Server Type:
Single Server -Stand Alone
System Language:
Korean
Console Username:
[ID]
Timezone:
Asia/Seoul
NTP Server:
pool.ntp.org
Network Interface:
eth0
IP Address:
[Server IP]
Netmask:
[Netmask]
Default Gateway:
[Gateway IP]
DNS Server IP Address:
[DNS IP]
Database Server Password:
********
---------------------------------------------------------------Are you sure to continue (y/n) ? y

1. Genian Insights+E 모듈은 IOC DB 를 구성하는 설정과 탐지하는 설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은 생략하고 17을 진행합니다. ioc-updater enable 명령 설정 시 외부 서버와 통신하여
1억건 이상의 IOC DB를 업데이트 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에는 수 일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동
명령을 통해 초기 데이터를 INSERT 후 ioc-updater enable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수동 명령을 이용한 초기
DB INSERT 방법은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genian(config)#ioc-updater enable
Starting Service...done
genian(config)# threat-detector enable
Starting Service...done

1. show conﬁg 명령어를 통해 설정 확인 후 장비를 재부팅 합니다.
2. Web Browser에서 "https://정책서버IP:8443/mc" 로 접속합니다.

5.2 IOC Database 설치
IOC DB는 업데이트 설정 시 외부 IOC DB server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아 insert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 구성시에는 데이터 insert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압축된 IOC DB를 다운로드 받아서 insert 하는
스크립트를 수행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2. IOC Databas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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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IOC DB 초기화
1. CLI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스크립트를 수행합니다. 이 때, 명령어 마지막의 날짜는 직전 월의 마지막
날짜를 입력합니다. (외부 서버 파일은 월1회 매월 말일 날짜로 데이터 파일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EDR
최초 설치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월의 말일을 입력합니다.
사용 예) 이번 달이 2021년 6월이라면 명령어는 20210531 , 5월이라면 20210430 입력 — initiocdb.sh all 20210531
2. 데이터 업데이트가 끝나면 CLI Mode에서 ioc-updater enable 명령을 수행합니다. 1 에서 수행한 스크립트를 통해
2021년5월31일 데이터까지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고, 6월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최신 데이터는 ioc-updater
enble 명령을 실행하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genian(config)# ioc-updater enable
Starting Service...done
genian(config)#

5.3 관리 콘솔
Genian EDR은 두 가지 유형의 관리 콘솔을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성과 같은 시스템 설정을
제공하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콘솔과 다른 모든 관리 및 정책 설정을 제공하는 웹 콘솔이 있습니다.

5.3.1 Web Console
웹 콘솔은 서버 IP를 입력하여 접근 할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 를 열고 다음 링크로 이동합니다.
2. 아래 링크를 복사하여 브라우저에 주소창에 입력합니다.
3. 정책 서버 관리 IP 주소 를 실제 IP 주소로 변경합니다.
https://"정책 서버 관리 IP 주소":8443/mc/ (e.g. https://192.168.50.10:8443/mc/)

5.3.2 CLI Console
CLI(Command Line Interface) 콘솔은 SSH를 통해 접근 할 수 있습니다.
# ssh "정책 서버 관리 IP 주소"

Genian EDR은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접근 가능한 IP 주소를 추가하기 전까지 시스템에 대한 SSH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접근 허용을 위해 /system/default-settings-appliance 의 "SSH를 통한 원격 접근 허용" 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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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이전트 설치
에이전트 는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하고 위협 탐지 시 제어를 수행합니다. 에이전트는
Genian EDR 서버에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 Windows OS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5.5 Windows Agent 설치
Genian EDR 단독 버전 에이전트 설치 버전을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NAC+I.E(플러그인) 에이전트 설치는 Genian
NAC 연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1 에이전트 다운로드 및 설치
1. 관리 > 시스템 > 에이전트 패키지 관리에서 에이전트 패키지를 업로드 합니다.
2. Windows 버전 (x64, x84) 에 맞게 설치 파일 (.exe) 을 다운로드 합니다. (지원 OS: Windows 7 또는 Windows
10) 이 때,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설치 후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에서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gpf) 파일 업로드 시 여러 버전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업로드된 패키지들은 에이전트 배포 관리에서 배포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5.2 에이전트 업데이트
관리 > 설정 > 시스템의 에이전트 자체 업데이트 설정을 ON으로 변경 후 왼쪽 상단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관리 > 설정 > 시스템 > 시스템 관리 > 에이전트 배포 관리에서 업데이트 할 에이전트
버전 및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배포 관리
Genian EDR은 PMS 등을 통해 에이전트 초기 설치 후, 자체 배포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배포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리 > 시스템 > 시스템 관리 > 에이전트 배포 관리에서 배포 관리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에이전트 배포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EDR 서버에 접속하는 전체 에이전트는
기본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특정 대역 또는 특정 버전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그룹 추가 버튼을 통해
신규 배포 그룹을 생성합니다.
2. 그룹 이름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 후, 왼쪽의 배포 설정을 클릭하여 에이전트 버전, 자동 업데이트
시간, 분산 업데이트 시간을 설정 후 저장합니다.
설정
에 이
전 트
버전
자 동
업 데
이트
분 산
업 데
이트

설명
업데이트 할 에이전트 버전을 선택합니다. 에이전트 버전은 관리 > 시스템 > 소프트웨어 관리 >
에이전트 패키지 관리에 업로드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에이전트 자동 업데이트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사용 설정 시 시작 일시 이후부터 서버에 접속하는
에이전트의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에이전트 분산 업데이트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특정
시간에만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분산 종료 일시가 지나면 설정한 업데이트 시각과
상관없이 바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5.4. 에이전트 설치

37

Genian EDR

1. 설정 변경 후 변경된 정책을 에이전트에 즉시 반영하려면 업데이트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정책 또는 업데이트 적용 시간과 별개로 지금 바로 특정 엔드포인트의 에이전트를 업데이트 하고 싶은 경우,
작업선택 > {선택 | 전체} 에이전트 업데이트 즉시 수행 버튼을 통해 즉시 배포가 가능합니다.

5.5.3 Windows Agent 설치 확인
1. 에이전트 배포 완료 시, 완료된 단말의 상태에 ✓ 표시가 나타납니다.
2. 감사 로그를 통해 배포된 Agent의 설치 및 업데이트 로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6 에이전트 삭제
에이전트 삭제는 Genian EDR 웹 관리 콘솔에서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5.6.1 에이전트 삭제 요청
1.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에서 삭제를 원하는 단말을 선택합니다.
2. 단말 선택 후, 작업선택 > 에이전트 작업 > 에이전트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웹 관리 콘솔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계정 비밀번호를 확인 후 단말의 에이전트에 삭제 명령을 전달합니다.

5.6.2 에이전트 삭제 확인
삭제 요청한 엔드포인트 상세 정보 > 로그 탭에서 " 에이전트 삭제됨"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삭제시 변경 사항
1. 분석 > 위협 모니터링 > 엔트포인트 현황의 UP, DOWN 된 단말의 수가 변경됩니다.
2.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리스트 중 삭제된 단말 상태에 삭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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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위협 탐지 기술

Genian EDR은 위협의 종류 에 따라 다양한 탐지 모듈을 이용하여 위협을 탐지, 대응합니다.

File 기반의 위협 은 크게 악성코드 로 분류되며, 악성코드는 알려진 위협 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 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File-less 기반의 위협 은 이상행위 로 분류되며, 행위기반 이상탐지 엔진에 의해 탐지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위협 탐지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6.1 악성코드 탐지
IOC(Indicator Of Compromise, 침해지표) 는 전 세계에서 발생 및 기록되는 침해사고의 흔적들을 수집하고 이
정보들을 별도의 DB로 관리하고 있으며,
EDR 정책서버는 외부의 IOC DB 서버와 주기적으로 통신하여 최신 위협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폐쇄망 환경에서는 정책서버에 월 단위의 IOC DB를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파일, 프로세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책서버의 위협탐지 (Threat Detector) 엔진이 IOC
DB에 해당 파일의 Hash값이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파일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은 알려진 위협 으로 분류되며, IOC에 등록된 신뢰도, 위험도,
악성코드의 종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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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DB에 파일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머신러닝 정보를 확인합니다.

6.1.1 IOC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 처리 방법
Genian EDR은 IOC(Indicators of Compromise) Database를 이용하여 알려진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합니
다.IOC Database의 경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알려지지 않는 악성 프로그램이나 악의적인 IP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하여 탐지하는 사용자정의 IOC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악성 프로그램은 MD5 Hash 값을
등록하여 탐지할 수 있습니다.
Genian EDR 설정을 통해 에이전트 설치 시 수집한 정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MD5 HASH 값을 확인 가능합니다.
MD5 Hash 값 확인 방법
1. 통합검색 > Endpoint 메뉴로 이동,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프로세스 정보가 표시되며, 등록하고자 하는
파일의 목록을 더블클릭 합니다.
2. 선택 가능 필드 항목 중, MD5 Hash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로 Hash 값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해당하는 목록으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lware Hash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Malware Hash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해시값은 필수로 입력하고 기타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대응여부탐지
대응여부탐지및대
응
사전실행
차단

설명
Malware Hash 탐지 시 관리자 페이지의 분석 탭 대응 컬럼에 관련 정보 태그만 표시하며, 사용자
PC에 특별한 Action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Malware Hash 탐지 시 관리자 페이지의 분석 탭 대응 컬럼에 관련 정보 , 태그 및 Genian NAC
에서 설정한 Action (관리자 커스텀 태그) 을 수행합니다. 대응 설정은 Threat Detector 플러그인
설정을 따릅니다.
Malware Hash로 등록된 데이터를 에이전트에서 가지고 있다가 hash가 일치하는 파일이 실행될
경우 즉시 차단하게 되며, 사용자 PC에 차단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Malware Hash 수정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Malware Hash 메뉴로 이동 후 수정할 hash 목록의 값을 클릭합니다.
2. hash 값을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hash 수정 페이지에서 외부 링크 버튼 클릭 시 미리 등록된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hash 값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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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Hash 삭제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Malware Hash 메뉴로 이동 후 삭제할 hash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버튼이 활성화 되면 클릭합니다.
2. 확인 팝업창이 발생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Malicious IP
Malicious IP 추가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Malicious IP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구분을 통해 단일, 서브넷, 주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는 필수로 입력하고 기타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대 응 여 부탐지
대 응 여 부탐지및대
응

설명
Malicious IP 탐지 시 관리자 페이지의 분석 탭 대응컬럼에 관련 정보 만 표시하며, 사용자 PC에
특별한 Action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Malicious IP 탐지 시 관리자 페이지의 분석 탭 대응컬럼에 관련 정보, 태그 및 설정한 Action
(관리자 커스텀 태그) 을 수행합니다. 대응 설정은 Threat Detector 플러그인 설정을 따릅니다.

Malicious IP 수정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Malicious IP 메뉴로 이동 후 수정할 IP 목록을 클릭합니다.
2. IP를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licious IP 삭제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Malicious IP 메뉴로 이동 후 삭제할 IP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버튼이 활성화 되면 클릭합니다.
2. 확인 팝업창이 발생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Goodware Hash
IOC(Indicator Of Compromise, 침해지표) 에 등록되어 탐지되었으나, 정상적인 파일로 판단되지만 IOC Database
업데이트가 되지않아 오탐 (False Positive) 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하여 예외처리 할 수
있습니다.

6.1. 악성코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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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are Hash 추가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Goodware Hash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hash(MD5) 값은 필수로 입력하고 기타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Goodware Hash 수정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Goodware Hash 메뉴로 이동 후 수정할 MD5 hash목록을 클릭합니다.
2. hash(MD5) 값을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Goodware Hash 수정 페이지에서 외부 링크 버튼 클릭 시 미리 등록된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MD5 hash값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Goodware Hash 삭제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Goodware Hash 메뉴로 이동 후 삭제할 MD5 hash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버튼이 활성화 되면 클릭합니다.
2. 확인 팝업창이 발생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Good IP
Good IP 추가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Good IP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구분에서 단일, 서브넷, 주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IP는 필수로 입력하고
기타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또한 Network Event일 경우 분석 > 위협 관리 > 공격 스토리 라인에서 사용자 정의 Good IP로 등록 버튼을
클릭해 Good IP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Good IP 수정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Good IP 메뉴로 이동 후 수정할 IP 목록을 클릭합니다.
2. IP를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Good IP 삭제
1. 정책 > 사용자정의 IOC 관리 > Good IP 메뉴로 이동 후 삭제할 IP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버튼이
활성화 되면 클릭합니다.
2. 확인 팝업창이 발생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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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머신러닝 탐지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파일의 종류가 실행 파일 (PE) 인 경우, 해당 파일의 특징 (Feature) 을
추출합니다.
이 특징 (Feature) 정보는 머신러닝에 의한 악성코드 탐지에 사용됩니다.

해당 파일이 조회가 된다면 알려진 위협 으로 분류되며, 정보가 없다면 알려지지 않은 위협 으로 분류됩니다.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정책 (대응 방법) 에 따라 에이전트에서 알람, 프로세스
강제 종료, 파일 삭제를 수행합니다.

머신 러닝에 의해서도 탐지되지 않는 경우, Reversing Labs, VirusTotal 등의 외부 인텔리전스 (CTI:Cyber Threat
Intelligence Service) 에 등록된 파일인 지 한번 더 조회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6.3 이상행위 탐지
File-less 기반의 위협은 이상행위 로 분류되며, 이상행위 탐지 (XBA:X Behavior Analysis) 엔진에 의해 탐지합니다.
행위기반 이상탐지 엔진은 미리 정의한 이상행위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엔드포인트에서 이상행위 감지 시 즉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MITRE ATT&CK(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and Common Knowledge-공격자 관점의 전술, 기술, 절차를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지식 베이스) 공격 기법 탐지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3.1 이상행위 탐지 정책 설정 방법
모든 엔드포인트는 이상행위 룰셋에 등록된 기본 룰셋을 적용받습니다. 특정 엔드포인트에 별도의 이상행위 룰
적용이 필요한 경우 룰셋을 추가하여 해당 엔드포인트가 속한 그룹 정책에 별도로 생성한 룰셋을 적용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6.2. 머신러닝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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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위 탐지 설정
기본 룰셋

항목
카테고리
이름
OS
사용
이 벤 트
타입
신뢰도
위협 유
형
MITRE
ATT&CK
Technique
자동대응
예외

설명

설명
Insights E Rule 과 MITRE ATT&CK Rule 을 지원합니다.
미리 정의된 진단명 입니다.
이상행위 진단이 가능한 OS 이며, 현재는 windows 만 지원합니다.
이상행위 진단 룰 사용 여부 옵션입니다. (기본값 : on)
이상행위 진단 시 이벤트 타입 (ﬁle, Module, Network, process, Registry) 에 따라 진단하는 정책이
달라집니다.
내부적으로 정의되어있는 신뢰도 입니다.
위협 유형은 8개의 카테고리(Anomaly,Autorun,Exploit,Fake,LateralMovement,Ransomware,Rootkit,UacBypass)
로 분류됩니다.
MITRE ATT&CK(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and Common Knowledge-공격자 관점의 전술, 기
술, 절차를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지식 베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MITRE ATT&CK Technique
정보가 있는 경우 클릭 시 해당 정보 site로 이동합니다.
이상행위 룰에 의한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으로 대응할 방법 (알림, 프로세스 강제종료, 대응 안함)
을 설정합니다.
이상행위 룰은 기본으로 진단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나, 이상행위 룰을 사용하지 않을 예외
규칙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진단 예외 설정 에서 예외 규칙을 작성하고
예외처리를 반영할 룰을 선택하거나, 이상행위 룰 관리 상세 화면에서 직접 예외처리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행위 규칙에 대한 관리자 memo를 입력합니다.

룰셋 추가
기본 룰셋 이외에 특정 엔드포인트만 적용 or 제외해야할 규칙이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 룰셋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추가 버튼을 클릭, 복사할 룰셋 선택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다르게 적용할 룰셋을 수정한 후 저장 및 상단의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책 > 그룹 정책 관리 > 그룹 정책 목록 메뉴 내 생성된 정책의 상세 화면에서 1에서 생성한 이상행위
룰셋을 선택 후 저장 및 정책 즉시 적용을 수행합니다.
이상행위 탐지 시 대응
이상행위 정책에 의한 탐지 시, 오탐 및 빈번한 알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본 대응은 관리콘솔에서 관리자만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말 (PC) 에 알림이 필요하거나, 이상행위 발생 프로세스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대응 설정을 통해 위협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응설정을 할 이상행위 룰 이름을 클릭, 상세 설정에서 자동대응을 선택합니다.
2. 자동대응 선택 시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변경사항이 반영되며, 저장 완료 후 오른쪽 상단의 정
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해야 에이전트에 정책이 전달 됩니다.
3. 자동대응 설정한 이상행위가 탐지되면 분석 > 위협 관리 메뉴에서 해당 위협의 요약 정보에 자동 대응 정책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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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위 탐지 예외 설정
이상행위 엔진은 관리콘솔에 미리 정의된 이상행위 규칙을 탐지합니다.
오탐을 줄이기 위해 탐지 전에 미리 예외 정책을 설정하거나, 오탐이 된 이후 위협 관리를 통해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탐지 전 진단 예외 설정
진단 예외 설정 생성
1.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진단 예외 설정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규칙 명, 동작모드 및 예외 규칙 설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외 적용 방식
예외 적용 방식
예외 적용 방식

항목
전체
미적용대상 설정
적용대상 설정

설명
모든 엔드포인트에 진단 예외 정책을 적용합니다.
예외처리를 적용하지 않을 대상을 설정합니다.
예외처리를 적용할 대상을 설정합니다.

정책 적용 대상은 IP 또는 부서 정보 입력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예외처리 대상 설정 후 나머지 상세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3. 사용자가 등록한 예외 설정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
메뉴 옆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4. 정책 적용 팝업창이 표시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엔드포인트에
즉시 적용됩니다.
진단 예외 설정 수정
1.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이상행위 룰 관리 > 진단 예외 설정 메뉴로 이동 후 수정 할 규칙명을 클릭합니다.
2. 규칙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오른쪽 상단 메뉴 옆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책 적용 팝업창이 표시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엔드포인트에 즉시 적용됩니다.
진단 예외 설정 삭제
1.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이상행위 룰 관리 > 진단 예외 설정 메뉴로 이동 후 삭제 할 목록의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합니다.
진단 예외 설정 엑셀 내보내기
1.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이상행위 룰 관리 > 진단예외설정 메뉴로 이동 후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
내보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1에서 목록을 선택하지 않으면 현재 등록된 목록 전체를 내보내며, 목록 선택 시 선택한 항목만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6.3. 이상행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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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예외 설정 엑셀 가져오기
1.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이상행위 룰 관리 > 진단예외설정 메뉴로 이동 후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된 목록에 엑셀 목록을 덮어 쓰거나 등록된 목록 삭제 후 엑셀 파일에 등록된 목록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데이터 유지 는 서버에 A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엑셀 파일에 동일하게 A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기존
데이터 유지를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면 기존 데이터 유지 카운트가 표시됩니다.
탐지 후 진단 예외 설정
오탐으로 진단된 이상행위는 관리콘솔에서 관리자가 직접 예외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분석 > 위협 > 위협관리 메뉴로 이동 합니다.
2. 위협으로 탐지된 목록 중 예외처리 할 이상행위 탐지목록의 오른쪽 화면에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탐지된 위협에 대한 상세 정보 화면이 표시되며, 오른쪽 상단의 위협 관리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위협 관리 상세 화면이 펼쳐지며, 내가 담당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위협 판정에서 안전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진단 예외 설정-진단 예외 규칙 추가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진단 예외 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오탐으로 진단되었던 프로세스 명 또는 파일 경로 또는 의심 파일 경로가 자동으로 작성된 진단 예외 규칙
추가 팝업창이 발생하며, 규칙명을 자유롭게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진단 예외 규칙 추가 버튼 아래 설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예외 설정을 완료합니다.
8. 오른쪽 상단에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이 깜빡이며, 클릭하여 예외 정책을 에이전트에 즉시 적용하도록 합니다.
9. 다음에 예외설정과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상행위로 진단에서 예외처리 됩니다.
10. 위협 관리 화면에서 예외처리한 내용은 정책 > 이상행위 관리 > 이상행위 룰 관리 > 진단 예외 설정 메뉴로
이동,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 YARA Rule 탐지
YARA는 문자열이나 바이너리 패턴 (Hex string) 을 기반으로 악성코드를 검색,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문자열과 바이너리 패턴만을 이용해서 파일의 시그니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Entry Point 값을
지정하거나,File Oﬀset, Virtual Memory Address를 제시하고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패턴 매칭이 가능합니다.

Genian EDR은 관리자가 직접 작성한 YARA Rule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엔드포인트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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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YARA Rule 등록 방법
YARA는 악성코드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의 종류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입니다.
악성코드의 시그니처는 파일,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문자열 또는 바이너리 패턴으로 되어 있으며,
Genian EDR은 YARA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샘플에 포함된 패턴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YARA는 관리자가
직접 파일 또는 프로세스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패턴 정보가 담긴 YARA Rule 작성하고, 개별 엔드포인트에 YARA
Rule 검사 명령을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YARA Rule 등록 및 검사 명령 수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YARA Rule 추가
1. 정책 > YARA Rule 관리 > YARA Rule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름과 규칙은 필수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
목
이
름
규
칙

설명
YARA Rule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 또는 프로세스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패턴 정보가 담긴 YARA Rule 을 작성합니다. 최대 1200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YARA Rule의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rule 룰_이름
{
condition:
Boolean 값
}

YARA Rule 수정
1. 정책 > YARA Rule 관리 > YARA Rule 메뉴로 이동 후 수정할 YARA Rule을 클릭합니다.
2. Rule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YARA Rule 삭제
1. 정책 > YARA Rule 관리 > YARA Rule 메뉴로 이동 후 삭제할 YARA Rule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버튼이 활성화 되면 클릭합니다.
YARA Rule 사용여부
1. 정책 > YARA Rule 관리 > YARA Rule 메뉴로 이동 후 사용여부를 수정할 YARA Rule 목록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작업 선택에서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여부 선택 시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됩니다.

6.4. YARA Rule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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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 Rule 정책 적용
YARA Rule 작성 후 개별 엔드포인트에 대해 검사 명령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분석 > 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 목록 메뉴로 이동 후 검사 명령을 수행 할 목록을 클릭합니다.
2. 엔드포인트 상세 목록 화면에서 작업선택, YARA Rule 검사 를 클릭합니다. 목록 중 전체 Rule 또는 선택한
Rule 중 클릭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선택한 Rule 적용방법에 대해 서술합니다.
3. 선택한 Rule 클릭 시 정책 > YARA Rule 관리에서 생성했던 정책 중 사용 여부가 사용함 인 정책 목록이
표시됩니다.
4. YARA Rule 검사 여부에 대해 분석 > 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 목록 메뉴에서 표시된 그림과 같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5. 분석 > 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 목록 에서 IP를 클릭하여 로그 탭으로 이동 시, 에이전트에서 위협 탐지
후 처리한 결과 및 YARA Rule 관련 로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분석 > 위협 관리 에서 YARA Rule 탐지 목록 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에 어떤 파일을 탐지했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목록 오른쪽의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YARA Rule 탐지한 파일을 격리 또는 위협 파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 위협 관리에서 대응 방법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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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SEVEN

정책 및 그룹

Genian EDR은 IP/MAC/부서정보를 활용하여 엔드포인트를 그룹으로 설정하고, 그룹에 따라 이벤트 수집, 위협
탐지및 대응 정책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룹 : IP, MAC, 부서코드, 부서명을 조건으로 엔드포인트를 그룹화
정책 : 이벤트 선별 수집, 위협 탐지 수준, 대응 방법에 대한 세부 설정

서버 설치 및 에이전트 배포 후 관리콘솔에서 정책 적용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7.1 그룹 정책 관리
Genian EDR은 그룹 별 이벤트 수집, 탐지, 대응 및 에이전트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정책 추가는
정책 > 그룹 정책 관리에서 정책 추가 버튼을 통해 새로운 정책 그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7.1.1 기본 정책
Genian EDR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엔드포인트는 최초에 기본정책을 적용받습니다. 정책은 수집, 탐지, 대응,
에이전트 설정 및 고급 설정에 대한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에이전트가 적용받는 정책 그룹은 엔드포인트 목록,
엔드포인트 그룹 관리에서 정책 설정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7.1.2 수집
수집 대상 이벤트
항목
기본
지정
전체

수집 이벤트
프로세스 실행, 실행/문서/압축 파일 생성 등 중요 이벤트 수집
파일,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이벤트 중 선택된 항목 수집
수집 가능한 모든 이벤트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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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수집 목록
정
책
실
행
파
일
목
록
수
집
지
정
파
일
목
록
인
덱
싱
파
일
크
롤
링

설명
실행파일 목록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파일 목록은 FileList 인덱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정 확장자' 에 정의된 파일 정보를 인덱싱하여 PC에 저장합니다.

PC가 유휴 상태일 때 파일 정보를 수집 문서/압축파일 : 모든 파일의 Signature를 확인하여 문서/압축
파일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정 파일 : ' 지정 확장자' 에 정의된 파일 정보를 수집합니다. 빠른 수집 :
시스템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빠르게 수집합니다. 실행 파일 : 모든 파일의 Signature를
확인하여 실행파일 목록을 수집합니다. 잠금 화면 수집 : 잠금 화면 상태일 때 크롤링을 수행합니다.
수행 대기 시간 : 설정 시간동안 사용자의 입력이 없는 경우 크롤링을 시작합니다. 크롤링 실행 주기 :
크롤링 완료 후 다시 수행할 주기를 설정합니다. 예외 경로 설정 : 파일 크롤링 예외 경로를 설정합니다.

윈도우 이벤트 수집 (ETW)
윈도우 이벤트는 보안상 중요한 다양한 종료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Genian EDR은 관리자가 원하는
윈도우 이벤트를 등록하면 해당 이벤트를 수집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책
수집 대상 윈도우 이벤트
자연어 설명 수집
json 데이터 수집

설정
윈도우 이벤트 뷰어에 기록되는 이벤트 정보 수집, XBA 연동 설정
이벤트 데이터를 자연어 형태로 수집
이벤트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수집

설정된 윈도우 이벤트는 winevt 인덱스에 저장되어 통합 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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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탐지
탐지 엔진
엔진
침해지표
(IOC)
머신러닝
(ML)
이상행위
(XBA)

설명
최소 신뢰도 10%, IOC,YARA 와 같은 알려진 위협 탐지 시 설정된 신뢰도 이상인 경우에만
탐지하도록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에서 전송하는 파일에 대해 머신러닝 탐지 기능을 적용하고, 위협 탐지 시 통합검색 및
엔드포인트 상세 메뉴에 탐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상행위 룰셋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7.1.4 대응
에이전트 배포방식이 단독버전일 경우 NAC 연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응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알려진 악성코드 대응
NAC 연동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대응
악성IP

설정
YARA, IOC DB에 등록된 위험 프로세스 탐지 시 대응 설정
에이전트에서 위협 탐지 시 해당 노드에 부여할 태그 설정
머신러닝에 의한 탐지 시 대응 설정
IOC DB에 등록된 악성 IP로 접속을 탐지 시 대응 설정

에이전트 알림 표시, 프로세스 강제 종료, 파일 삭제 등 정책에 따른 대응 정책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7.1.5 에이전트
기본 설정
정책
접속
서버
IP
사용
자
알림
팝업
트레
이아
이콘
알림
메시
지
팝업
허용
IP

설정
다중서버 구성 환경인 경우, 서버 부하 분산을 위해 에이전트가 접속해서 정책을 내려받을 서버 IP
또는 도메인 입력
악성코드 탐지 후 위협 관리의 대응 방법이 프로세스 강제종료, 파일 삭제 시 엔드포인트에 알림 팝업
표시 여부 설정

에이전트 트레이 아이콘을 표시 (NAC와 에이전트 아이콘 통합인 경우 사용 안 함)

네트워크 격리와 해제 시 엔드포인트에 발생하는 알람 메세지 문구 작성 격리 메세지 : 관리자가 관리
콘솔에서 엔드포인트에 네트워크 격리 명령을 수행했을 때 엔드포인트에 표시되는 팝업창 문구 해제
메세지 : 관리자가 관리콘솔에서 엔드포인트에 네트워크 격리 해제 명령을 수행했을 때 엔드포인트에
표시되는 팝업창 문구
네트워크 격리 시 허용할 IP를 설정 (Genian NAC 와 Genian EDR서버 IP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통신 가능 함)

7.1. 그룹 정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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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속 차단
정책
접속 차단 IP
및 Port

설명
네트워크 격리 정책과 상관없이 접속을 차단할 IP 및 Port 를 입력합니다. (TCP 포트) Genian
EDR 서버 운영과 연관된 서버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백업
정책
Windows
VSS
백업

설명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여 Windows VSS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파일 전체에 대한 백업을 진행합니다.
VSS 기능 사용 시 랜섬웨어에 의해 스냅샷이 삭제되지 않도록 정책 > 이상행위 > 이상행위 룰 관리
화면에서 ShadowCopy 삭제 및 문서 확장자 Rename 초과 정책의 자동대응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정책
API
Hooking
사용

설명
다양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API를 Hooking 합니다. 타 소프트웨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테스트 후 적용이 필요하며, 설정 ON/OFF 시 PC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7.2 엔드포인트 그룹 관리
Genian EDR은 특정 조건으로 엔드포인트를 그룹으로 설정하고, 그룹에 따라 위협 탐지 및 대응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모든 엔드포인트는 분석 > 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 그룹 관리 메뉴의
기본 그룹에 포함됩니다.
하나의 엔드포인트는 조건에 따라 여러 그룹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책 생성 순서에 따라 그룹 조건에 해당되는
순서 중 가장 상위의 그룹 정책을 적용 받습니다.

7.2.1 그룹 생성
1. 분석 > 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 그룹 관리 메뉴로 이동, 왼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그룹을
생성합니다.
2. 새 그룹 추가 팝업창이 발생하며, 그룹명, 기본 연산, 복사할 그룹 선택 을 설정한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그룹명
기본 연산
복사할 그
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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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AND -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사용할 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그룹에 포함됩니다. OR -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사용할 때, 많은 조건들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그룹에 포함됩니다.
이미 생성된 그룹 중, 조건을 복사할 그룹이 있다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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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그룹 조건 설정
1. 그룹을 생성한 후 그룹 명을 클릭, 그룹 조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그룹에 포함시킬 조건을 설정합니다.
2.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설정 후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조건 설정을
저장합니다.
3. 저장 후 그룹 조건에 맞는 엔드포인트를 서버가 알 수 있도록 그룹 조건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룹 조건 즉시 적용 버튼 클릭 시 3에서 설정한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목록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7.2.3 그룹 조건 수정
1. 그룹 조건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위해서는 그룹 조건 상세 화면에서 그룹 조건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세 조건 설정 화면에서 추가 or 삭제 후 그룹 조건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에 즉시 반영됩니다.

7.2.4 정책 설정
정책 > 그룹 정책 목록 에서 이벤트 수집, 탐지, 대응에 대한 정책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엔드포인트 그룹을 설정한 후, 해당 그룹에 정책 설정 목록에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매뉴얼에 따라 정책 > 그룹 정책 목록 에서 이벤트 수집, 탐지, 대응에 대한 정책을 설정합니다.
2. 1에서 생성한 정책 목록 중 엔드포인트 그룹에 적용할 정책을 선택한 후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책 적용 확인 팝업창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책 변경사항이 서버에 반영되며, 엔드포인트에 변경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정책 즉
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7.2. 엔드포인트 그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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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EIGHT

이벤트 수집

Genian EDR은 위협 이벤트 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된 이벤트는 관리 > 시스템 > 인덱스 관리 에서 인덱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벤트의 양이 방대하고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이벤트 수집
예외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8.1 이벤트 수집
이벤트 수집 관리 및 예외 설정은 정책 > 이벤트 수집 관리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8.1.1 엔드포인트 이벤트 수집
단말의 에이전트 설치가 완료되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EDR 서버로 전송합니다.Genian EDR 서버
설정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벤트 (프로세스 실행, 실행/문서/압축 파일 생성) 를 수집하며, 더 필요한
정보는 서버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된 이벤트는 통합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 인덱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Endpoint2: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ﬁle, process, module, network, registry) 정보
• Alert2: Threat Detector 에 의해 위협으로 탐지되어 알람이 발생한 정보 및 이상행위탐지 (XBA) 엔진에서
탐지한 위협 정보를 이벤트 기반으로 표시
• Threat2: Threat Detector 에 의해 위협으로 탐지되어 알람이 발생한 정보 및 이상행위탐지 (XBA) 엔진에서
탐지한 위협 정보를 상태 기반으로 표시
• Inﬂow: 파일 유입 정보
• Volume: 외부 저장장치 마운트 정보
• FileMaster: PE, Script 관리
• system-info: Agent에서 수집한 PC 리소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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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이벤트 (ETW)
정책 > 그룹 정책 관리 > 수집에서 수집 대상 윈도우 이벤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Genian EDR에서는 관리자가 원하는 윈도우 이벤트를 등록하면 해당 이벤트를 수집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련 이벤트는 winevt 인덱스에 저장되어 통합 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WindowEvent: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Windows Event 정보

8.1.2 이벤트 조사
분석 > 조사 > 이벤트 조사 페이지에서는 특정 엔드포인트가 아닌, 전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검색
• 이벤트 조사 화면에서 단일 키워드로 파일에 관련된 모든 필드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드명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필드는 검색창 클릭 시 파란색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다른 메뉴의 검색창에서는 데이터 검색 시 필드명:데이터 와 같은 형태로 검색해야 하지만 이벤트 조사
화면에서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검색할 키위드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 큰따옴표 (Double Quatation) 로 키워드를 감싼 후 검색합니다.
• AuthName, AuthDeptName, HostName 필드는 키워드 검색 시 full text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uthName 이 홍길동 이라면 검색시 홍길 이라는 단어만 입력한다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조사
이벤트 조사 리스트는 전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Event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한 날짜 (ex.Today,1d,3d 등) 의 히스토리가 차트로 표시되며, 차트 내에서 마우스 클릭하여 드래그 시
이벤트 날짜 기간을 좁혀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목록 클릭 시 이벤트 상세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이벤트 상세 화면에서 예외처리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이벤트를 수집하지 않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화면에서 도킹 팝업 클릭 시, 별도의 팝업창이 발생합니다. 이벤트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클릭한
항목이 최초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연결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Destination IP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플로팅 아이콘 클릭 시 클릭한 항목과 관련이 있는 Process, File, Module, Network, Registry 정보를 최초 발생
시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정책 > 그룹 정책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정책의 수집 대상 이벤트 설정에 따라
수집 되지 않은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상세정보에서 선택한 이벤트에 대해 엔드포인트 정보부터 선택한 이벤트가 실행되기까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벤트만 보거나, 이벤트 종류를 기준으로 연관된 이벤트를 모두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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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조사 컬럼 설정
이벤트 조사 화면에서 컬럼 설정을 통해 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은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분석 > 조사 > 이벤트 조사에서 오른쪽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컬럼 설정 선택 시 컬럼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표시하고 싶은 컬럼 항목을 오른쪽으로 이동 후 저장 버튼을 클릭 시 관리자가 설정한 컬럼으로 표시됩니다.

8.2 이벤트 수집 관리
Genian EDR은 위협 이벤트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양이 방대하고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 및 업무 프로그램 등에 의해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처리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기본으로 제공하는
예외 그룹을 바탕으로 그룹 설정을 복사하여 새로운 예외 처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8.2.1 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 추가
1. 정책 > 이벤트 수집 관리 > 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 메뉴로 이동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벤트 수집 예외 그룹 추가 팝업창이 발생하며, 이름, 사용 여부 및 복사할 예외 그룹 선택 여부를 확인한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으로 등록되어있는 프로그램의 예외 항목을 확인하여 복사할 예외 그룹
선택 시 편리하게 수집 예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그룹 추가 후 목록에서 추가한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4. 이벤트 수집 예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업무 프로그램 예외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 연필 모양 아이콘 클릭 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이벤트 수집 예외 추가 팝업창이 발생하며, 이벤트의 종류 (ﬁle, process, module, network, registry) 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 예외처리 추가 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7. 예외처리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수집 예외 상세 화면에서 앞에서 추가한 예외처리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예외 설정 시 오른쪽 상단에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해야 에이전트에 정책이 즉시 전달됩니다.

8.2.2 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 삭제
1. 삭제할 예외 그룹을 선택하면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예외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설정 삭제 시 오른쪽 상단에 정책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해야 에이전트에 정책이 즉시 전달됩니다.

8.2. 이벤트 수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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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NINE

위협 대응

분석 > 위협 > 위협 관리 페이지에서는 Genian EDR 의 Threat Detector 플러그인에서 탐지한 각종 위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협 대응에 해당하는 위협 알림, 대응 정책, 처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9.1 위협 알림
9.1.1 이메일 알림
Genian EDR은 관리자 계정에 설정된 메일로 위협 알림 및 리포트를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일서버 설정
1. 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하여 메일서버를 먼저 설정 합니다. 서버 설정 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설정 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연결보안방식
서버포트

내용
SMTP(25),SMTPS(465), MSA/STARTTLS(587) 을 지원합니다.
연결보안방식과 동일한 포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설정
1. 관리 > 설정 > 관리자에서 관리자 계정로 이동하여 리포트를 전송받을 계정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수정 화면에서 이메일 알림에 제공 받을 정보를 선택하고, 추가 정보에 리포트를 전송받을 메일
주소를 입력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위협알람
디스크 사용률
알람
일간 위협 리포
트

설명
1시간 이내에 발생한 위협 정보를 메일로 전송합니다. (매 시간마다 제공)
EDR 장비의 디스크 사용률이 기본값 (70%) 초과 시 관리자 이메일로 사용률 초과에 대한
내용을 전송합니다.
24시간동안 발생한 위협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리포트를 메일로 전송합니다. (1일 1회,
01:00)

관리자별 위협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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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엔드포인트 알림
정책 > 그룹 정책 관리 > 에이전트 중 알림 메세지 표시가 사용으로 설정돼 있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알림은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에서 위협 탐지시 팝업 알림 기능을 의미합니다.
관리자 알림 설정
1. 관리 > 설정 > 관리자의 에이전트 알림 > 위협 알람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알림창을 표시할 관리자 PC의 Device ID를 입력합니다.
Device ID는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단말의 기본 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알림 설정
정책 > 그룹 정책 관리 > 대응에서 정책별 엔드포인트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XBA 탐지 알림 설정은 개별
XBA 룰에 대해 알림 설정이 필요합니다.
항목
알려진 악성코드 대응-에
이전트 팝업표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대
응-에이전트 알림 메시지
악성 IP 대응-에이전트 팝
업표시

설정
설명
사 용 안 함 YARA, IOC DB에 등록된 위험 프로세스를 탐지할 경우 에이
/Low/Medium/High전트 팝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줄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
용
안 머신러닝에 의한 탐지 시 에이전트 팝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함/ML.Medium/ML.High
표시할 최소 위험도를 설정합니다.
사 용 안 함/ 사 용 IOC DB에 등록된 악성 IP로 접속을 탐지할 경우 에이전트
함
팝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줄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정책 설정 후, 분석 > 엔드포인트 그룹 설정 페이지의 정책 설정 또는 개별 엔드포인트 상세 화면에서 정책명을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9.2 위협 대응 정책
분석 > 위협 관리에서 Maliware, XBA 위협들에 대한 대응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항목
안전
위협 대응 정책
보류
초기화

설명
선택한 위협을
선택한 위협에
선택한 위협에
선택한 위협에

안전으로 예외 처리합니다.
대한 대응 설정을 등록합니다.
대한 위협 판정을 보류로 처리합니다.
대한 위협 판정을 신규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9.2.1 엔드포인트 위협 대응 정책
분석 > 위협 관리의 상태별 위협 현황에서 탐지된 위험 목록 선택 시 정책 설정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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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본정책
탐지만 수
행
알림
프로세스
강제종료
파일 삭제

설명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그룹정책-대응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다른 이벤트 발생 없이 탐지만 수행합니다.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엔드포인트에 알람 발생 이벤트를 즉시 수행합니다.
해당 프로세스 (파일X) 가 탐지되면 엔드포인트에 프로세스 강제 종료 이벤트를 즉시 수행합니다.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엔드포인트에 파일 삭제 이벤트를 즉시 전달합니다. 파일은 c:\
program files\geni\insights\Isolate 폴더로 격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삭제 합니
다.

이 중 원하는 대응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협 대응 정책에 따른 메모를 통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9.2.2 엔드포인트 개별 대응 정책
MD5 Hash 값을 기준으로 위협 파일 탐지 시 위협 관리에서 설정한 대응 정책으로 즉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엔드포인트 별 대응 정책을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목록에서 엔드포인트를 선택 시 정책 설정 기능이 활성화됩
니다.
• 엔드포인트를 선택 후 예외 버튼 클릭 시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탐지한 파일은 위협 탐지에서 제외하도록
설정합니다.
• 엔드포인트를 선택 후 위협 대응 정책 버튼 클릭 시 해당 단말에만 발생시킬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대응 정책을 설정하면 개별대응정책에 설정한 값 (알람/프로세스 강제 종료, 삭제) 이 저장됩니다.
• 대응 정책 적용 시점에 해당 파일이나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경우 즉시 삭제(격리함으로 이동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삭제)/프로세스 강제 종료를 수행합니다.
개별 대응 정책을 초기화하고 싶을 경우, 엔드포인트 선택 후 초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9.3 위협 처리
분석 > 위협 관리에서 Maliware, XBA 위협들에 대한 위협 처리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항목
안전
위협 대응 정책
보류
초기화

9.3. 위협 처리

설명
선택한 위협을
선택한 위협에
선택한 위협에
선택한 위협에

안전으로 예외 처리합니다.
대한 대응 설정을 등록합니다.
대한 위협 판정을 보류로 처리합니다.
대한 위협 판정을 신규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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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위협파일 대응 및 예외처리
위협으로 탐지한 파일에 대해 에이전트에서 일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관리자 UI에서 파일에 대한 즉시 대
응을 설정하거나 개별 엔드포인트에 대해 즉시 대응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MD5 hash 값이 동일한
파일이 탐지되는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할지, 위협 표시를 계속할지에 대한 설정을 위협
관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파일에 대해 기본 정보를 확인 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위협 관리의 위협 목록에서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합
니다.
2. 상세 목록의 오른쪽 위협 관리 화면에서 즉시 대응 및 예외처리, 오탐보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위협관리 화면에서 내가 담당하기를 클릭하면 현재 탐지된 파일에 대해 악성/안전/보류 에 대한 설정을
관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위협 판정 선택 값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응, 예외처리 화면이 표시 됩니다.

9.3.2 악성 파일/프로세스 대응
항
목
대
응
정
책
대
응
정
책
대
응
정
책
대
응
정
책
자
동
해
결
메
모

설정

설명

기본정
책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그룹 정책-대응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알람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엔드포인트에 알람 발생 이벤트를 즉시 수행합니다.

프로세
스 강제
종료

해당 프로세스 (파일X) 가 탐지되면 엔드포인트에 프로세스 강제 종료 이벤트를 즉시 수행
합니다.

파일 삭
제

해당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엔드포인트에 파일 삭제 이벤트를 즉시 전달합니다. 해당 파일을
c:\program files\geni\insights\Isolate 폴더로 격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파일을 삭제 합니다.

-

MD5 hash값이 동일한 파일이 다시 탐지되면 분석 메뉴에 표시하지 않고 처리 상태를 해결됨
으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

탐지된 위협에 대해 관리자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악성 파일 인 경우 악성 항목을 선택하고 대응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악성 파일에 대해 설정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대응 정책을 즉시 수행합니다.
3. 탐지된 파일에 대해 기본정보 확인 없이 위협 대응 정책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협 목록에 표시된
리스트를 선택하면 화면 상단에 위협 대응 정책 버튼이 표시됩니다.
악성 파일에 대해 자동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파일이 다음에 다시 탐지되면 분석 화면에 신규 파일로
등록되지 않고 해결됨 상태로 처리 됩니다. 중복 탐지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동해결 옵션을 OFF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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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관리 화면이 아닌 목록에서 일괄 위협 대응 정책 (알람, 프로세스 종료, 삭제) 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동작은 1의 대응 정책과 동일합니다.

9.3.3 악성 파일/프로세스 예외처리
탐지된 파일이 오탐인 경우 예외처리를 하기 위한 설정도 위협 관리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항목
메모
오 탐
보고

설명
탐지된 파일에 대해 관리자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파일이지만 오탐된 경우, 오탐보고를 통해 Ecosystem에 오탐 보고 합니다. 오탐지 보고된
파일 정보는 추후 Goodware DB에 등록됩니다

위협파일로 탐지되었지만 관리자가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외부 링크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해당 파일에 대한 대응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보류의 대상은 주로 머신러닝에 의해 탐지된 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9.3. 위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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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EN

파일 수집

Genian EDR에서는 위협 탐지 시 파일 자동 수집 및 분석, 다운로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10.1 파일 수집
위협 탐지 시 관리콘솔에서 위협 파일 샘플을 수집하거나 일반적인 파일을 수집하고 다운로드 및 파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1.1 악성코드 샘플 수집
1. 분석 > 위협 관리 에서 위협 목록 중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 아래와 같이 샘플 수집
버튼이 표시됩니다. 샘플 수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샘플 수집 관련 알람창이 발생하며,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샘플 수집이 완료되면 샘플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되며 동시에 수집 관리 메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0.1.2 파일 다운로드 및 삭제
악성파일 샘플과 일반파일 샘플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타
설명
입
Threat 위협으로 탐지된 악성코드 파일이며, 파일 다운로드 시 패스워드 입력 알람창이 발생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패스워드가 적용된 hash값,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탐지 및 대응 페이지에서 샘플 다운로드 암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File 관리자의 샘플수집 명령에 의해 수집된 일반 파일이며, 별도의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r- 관리자의 Artifact 수집 명령에 의해 수집된 일반 파일이며, 별도의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tifact
Agent- 서버에서 관리자의 수동 명령에 의해 에이전트 로그 파일을 수집한 경우 표시됩니다.
log
1. 악성코드 샘플 수집 과정에서 생긴 샘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분석 > 조사 > 수집 관리 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일 목록에서 삭제 버튼 클릭 시 서버에서 해당 파일이 삭제되며, 수집 관리 목록에서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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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ve Response를 통해 대용량 파일을 수집 중인 경우, 수집 관리 목록에 업로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목록
클릭 시 파일 수집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수집 진행 상태는 목록 클릭 시마다 업데이트됩니다.
4. 아티팩트 수집 시, 수집 관리 목록에서 데이터 로드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수집 데이터 로드가 끝난 후
G-Report 버튼 생성됩니다.
5. G-Report 버튼 클릭 시 G-Report 창이 생성되며, 아티팩트 수집된 데이터를 리포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 아티팩트 수집
Genian EDR은 XBA 진단 시 아티팩트 자동 수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1 아티팩트 수집 설정
아티팩트 수집 설정은 관리 > 설정 > 탐지 및 대응 중 아티팩트 수집 대상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수집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 대상
system 정보
Autorun
브라우저 방문 기록
레지스트리
윈도우 이벤트
Prefetch 파일
FileSystem 정보

설명
시스템 정보 수집
자동실행 항목 수집
브라우저 방문 기록 수집
레지스트리 하이브 수집
윈도우 이벤트 로그 수집
Prefetch 파일 수집
의심 파일 수집

Registry, File, Process은 아티팩트 자동 수집 대상입니다.

10.2.2 아티팩트 샘플 수집
샘플 수집
1. 분석 > 위협 관리에서 이상행위로 탐지된 위협 목록 중 아티팩트 수집 요청이 가능한 위협의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 화면에서 아티팩트 수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분석 > 엔트포인트 목록에서 원하는 단말 목록 선택 후 작업선택 > 아티팩트 수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분석 > 엔트포인트 그룹 관리에서 원하는 그룹 목록 선택 후 작업선택 > 아티팩트 수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된 아티팩트 확인
수집된 아티팩트는 분석 > 수집 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아티팩트 수집 시, 수집 관리 목록에서 데이터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 데이터 로드가 끝난 후
G-Report 버튼이 생성됩니다.
2. G-Report 버튼 클릭 시 G-Report 창이 생성되며, 아티팩트 수집된 데이터를 리포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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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ELEVEN

위협 분석

엔드포인트에서 수집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위협 탐지엔진에 의해 위협이 탐지되면 관리콘솔에서 위협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 위협 모니터링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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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 태
별
위 협
현황
엔 드
포 인
트
현황
최 근
탐 지
위협
위 협
표 시
설정

위 협
통 계최 근
위 협
현황

다 수
의 단
말 에
분 포
된
악 성
코 드
TOP
10
다 수
단 말
에 분
포 된
이 상
행 위
TOP
10
다 수
위 협
이 발
생 한
단 말
TOP
10
위 협
탐 지
비율
이 벤
68트 발
생 량
추이
관 심

설명
신규 : 신규로 탐지된 위협 숫자 입니다. 처리중 : 담당자가 위협 관리에서 ' 내가 담당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하고 있는 위협 숫자 입니다. 해결됨 : 담당자가 위협 관리에서 ' 내가 담당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위협 판정 (악성/안전/보류) 을 완료 한 숫자 입니다. 해결됨 숫자는 해결된 위협 포함 을
선택해야 표시 됩니다.
UP: 에이전트가 설치된 엔드포인트 중 동작 (UP) 중인 엔트포인트 수 입니다. DOWN: 에이전트가
설치된 엔드포인트 중 동작안함 (DOWN) 상태인 엔트포인트 수 입니다. 삭제됨 : 에이전트가 삭제된
엔드포인트 수 입니다. 격리됨 : 네트워크 차단 (격리) 상태인 엔드포인트 수 입니다. 엔드포인트가
차단 (격리) 상태여도 EDR 서버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최근 5건의 위협 발생 정보를 표시합니다.(1시간 이내이면 노란색 백그라운드)

해결된 위협 포함 : 위협 탐지 시 관리자 확인이 완료된 위협까지 포함하여 표시할 지를 설정합니다.
검색 날짜 : 최소 오늘부터 최대 1개월까지의 위협 현황을 검색합니다. 날짜 검색 범위는 아래와 같습
니다. ex) 현재시각이 2021-06-06 13:00 인 경우 오늘 :2021-06-06 00:00 ~2021-06-06 23:59 어제 :202106-05 00:00 ~2021-06-05 23:59 이번주 :2021-06-04 00:00 ~2021-06-10 23:59 지난주 :2021-05-28 00:00
~2021-06-03 23:59 1일 :2021-06-05 00:00 ~2021-06-06 23:59 1주일 :2021-05-30 00:00 ~2021-06-06
23:59 1개월 :2021-05-06 00:00 ~2021-06-06 23:59 인쇄 : 위협 모니터링 화면을 인쇄합니다. 자동갱
신 : 위협 모니터링 화면을 1분마다 갱신합니다. 전체화면보기 : 위협 모니터링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전체 위협 : 파일/프로세스 (IOC, 머신러닝,YARA) , 악성IP, 배치 탐지 전체 항목에 대한 탐지 숫자
입니다. 감염 : 위협 파일/프로세스 (IOC, 머신러닝,YARA, 배치탐지) 에 대한 탐지 숫자 입니다. 악성
IP : 악성IP로 등록된 정보를 탐지한 숫자 입니다. 이상행위 : 이상행위 정책에 의해 탐지된 위협 숫자
입니다. 배치 : 배치를 탐지한 숫자 입니다. 배치탐지란 에이전트가 PC 정보를 전송한 후 IOC DB
가 업데이트 되면 일정 기간 (default:3일) 동안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여 새로 업데이트 된 위협이 있는
지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매일 02:00 수행, 06:00 이내에 종료) 해결된 위협 포함 여부에 따라 탐지
숫자가 달라집니다.
악성코드의 MD5 를 기준으로 목록이 표시되며, 숫자 박스는 해당 악성코드가 발생한 단말 수를
표시합니다.

이상행위정책을 기준으로 목록이 표시되며, 숫자 박스는 해당 이상행위정책을 탐지한 단말 수를
표시합니다.

인증사용자명/호스트명/IP/부서명 으로 위협 (악성코드+이상행위) 탐지 수를 표시합니다. 설정 아이콘
클릭 시 표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지 시 갯수에 따라 숫자 바탕의 색이 달라집니다. (8
개이하-옅은색, 8개이상-짙은색)

탐지된 위협의 종류 (IOC,CTI,ML,MaliciosIP,YARA, 이상행위 분류별) 가 1가지 이상인 경우 위협 발생
비율을 표시합니다.
endpoint2 인덱스를 기준으로 오늘, 어제, 주간 평균 이벤트 발생량을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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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2 인덱스에 기록된 Tag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 순으로 크게 표시, 최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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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위협 탐지 정보
위협 분석 상세 페이지에서는 위협의 상세 분석 정보 확인 및 위협 대응 처리, 샘플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파일명
인쇄 아이
콘
위협 관리
(신규)

설명
위협으로 탐지된 프로세스 OR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최종탐지시각 및 탐지 분류/탐지 세부분류,
태그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세 정보 화면을 인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협관리- 위협 탐지 시 관리자가 확인 후 대응을 다르게 하거나, 오탐의 경우 다음에 탐지되지
않도록 예외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1.2 기본 정보
기본 정보 페이지에서는 탐지된 위협에 대한 정보 및 파일 정보, 악성파일의 MD5 hash 또는 IP 정보가 알려진
파일인지 검색이 가능한 외부 링크를 표시합니다.

11.1. 위협 탐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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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탐
지
지
표
위
협
정
보

위
협
관
리
정
보
탐
지
시
각
악
성
파
일
정
보
외
부
링
크

설명
위협을 탐지한 엔진 종류 및 위협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행 프로세스 : 위협 탐지된 프로세스 정보를 표시합니다.위협 분류 (악성코드일때만 표시): IOC
DB 또는 파일평판조회를 통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악성코드의 유형을 표시합니다.Adware, Backdoor,
Browser, Dialer, Downloader, Exploit, Hacktool, Infostealer, Keylogger, Malware, Network, PUA, Packed,
Ransomware, Rogue, Rootkit, Spyware, Trojan, Virus, Worm 위협명 (악성코드일때만 표시): 위협명을
표시합니다. 샘플 타입 (악성코드일때만 표시): 샘플 타입을 표시합니다. 이벤트 : 위협이 탐지된 이벤트
종류를 표시합니다. (ﬁle,process, network, module) 요약 내용 : 미리 정의된 악성코드 및 이상행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MITRE ATT&CK: 이상행위에 의한 탐지 시 미리 정의된 MITRE ATT&CK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되며, 클릭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링크로 연결됩니다.
위협 판정 : 관리자가 위협 관리에서 악성 여부 (악성, 안전, 보류) 를 분류한 정보 입니다. 대응 정책 :
관리자가 위협 관리에서 위협 탐지시 대응 정책 (알람, 프로세스 종료, 파일 삭제) 을 설정한 정보 입니다.
처리 상태 : 위협 처리 현황 (신규, 처리중, 해결됨) 을 표시합니다. 담당자 (ID): 위협 관리에서 위협
상태를 변경한 관리자 ID를 표시합니다.

LOCAL: 내부 (LOCAL) 에서 해당 위협이 탐지된 시각 GLOBAL: 악성코드 탐지 시 Ecosystem 이
연동되어있으면 평판조회시스템에 위협이 탐지된 시각정보

위협 탐지된 파일에 대한 파일명, 파일경로, 파일타입, 파일크기, 파일 속성값에 등록된 버전, 언어,
저작권, 아키텍쳐, 실행파일 타입, MD5, SHA-256, 전자서명 정보를 표시합니다. (FileMaster 인덱스
정보)

악성파일의 MD5 hash 또는 IP 정보가 알려진 파일인지 외부 링크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는 관리 > 설정 > 속성 관리 > 외부 링크 관리 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11.3 단말별 탐지 정보
탐지된 위협이 다수의 단말에서 탐지된 경우 단말별 탐지 정보에서 단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개
단말까지 표시되며, 더 많은 단말에서 탐지된 경우 모든 단말 이벤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위협이 탐지된
모든 단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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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태
사용자 IP
사용자명
호스트명
개별대응정책
단말별 동일 위협 세
부정보
최초탐지시각
최종탐지시각

설명
엔드포인트의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IP 를 표시합니다.
위협 탐지 단말이 Genian NAC 에 의해 인증받은 사용자인 경우, 인증사용자 명을
표시합니다.
위협 탐지 단말의 호스트명을 표시합니다.
악성 파일 또는 악성 IP 에 대해 즉시 대응 또는 예외처리가 필요한 경우 위협관리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번 탐지 될 경우 탐지 경로 및 탐지 정보, 대응결과를 표시합니다.
해당 단말에 위협이 최초로 탐지된 시각을 표시합니다.
해당 단말에 위협이 마지막으로 탐지된 시각을 표시합니다.

11.4 분석 지표
분석 지표에서는 연관 위협 지표와 연관 행위 지표, 유사도지표, AI 분석 지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항목
연 관
위 협
지표
연 관
행 위
지표
유 사
도 지
표
AI 분
석 지
표

설명
위협이 마지막으로 탐지된 단말과 해당 단말에서 발생한 모든 위협 탐지 정보를 표시합니다.

위협과 연관된 모든 프로세스의 이벤트에 Tag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Tag를 연관 행위 지표
정보로 표시하고, 클릭 시 이벤트 조사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의심악성파일 탐지 시 알려진 악성파일의 변종인지 여부를 Ecosystem을 통해 조회하고, 유사도 정보를
표시합니다. 새로고침 아이콘 클릭 시 Ecosystem에 최신 정보를 한번 더 조회합니다.
ML에서 탐지한 정보로 악성코드의 위협분류 및 위협명을 예측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Type: 악성코
드의 위협 종류 (Adware, Trojan, Virus 등..) 에 대한 분석 지표 Family: 악성코드의 FamilyName에 대한
분석 지표 분석시각 : AI 지표를 만들어낸 시각

11.5 공격 스토리 라인
에이전트는 엔드포인트에서 실행하는 process, connection, ﬁle, module 정보와 함께 PID(Process Identiﬁcation
Number) 및 PPID(Parent Process Identiﬁcation Number) 정보, 에이전트 동작 시간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격 히스토리 라인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시간동안 위협으로 탐지된 프로세스의 PID, PPID, Deviceid, EventTime 정보를 조합하여 위협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 위협 프로세스가
실행한 module 정보, 자식 프로세스 정보 및 위협 프로세스의 connection 정보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엔드포인트에서 탐지된 경우, 최종 탐지 (최신) 된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한 연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11.4. 분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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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WELVE

통합검색

에이전트 및 수집기 설정을 통해 수집한 이벤트는 통합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 로그 검색 방법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로그가 각각 다른 인덱스에 저장되며, 인덱스 선택 후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통합 검색 메뉴로 이동, 왼쪽 트리에서 로그를 검색할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2. 검색창에 직접 검색할 쿼리를 입력하거나, 로그 상세뷰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쿼리 입력기에 데이터 칩이 생성됩니다. 쿼리 입력기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 로그 검색은 Lucene 문법을
사용합니다. (더 자세한 문법은 Lucene Documen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Insights Logs에서 사용자ID가 'admin' 인 값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검색 > Insights Logs 선택 후 쿼리 입력기에서 logUserId:"admin"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시 사용자ID
가 admin 인 값만 검색되며 쿼리는 하이라이트로 표시됩니다.
Genian EDR 서버에서 발생하는 감사기록은 Insights Logs 인덱스에 저장되며, 로그 ID별 상세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 ID
100
110
118
120
121
130
132
140
150
160
200
300
400
500
600
700
750
770
790

이름
관리자접속
그룹
업데이트
CLI
데이터 동기화
에이전트
시스템
에이전트액션
시스템
정책
설정변경
사용자관리
인덱스관리
수집기관리
프로파일관리
검색관리
위협관리
CTI관리
수집관리

내용
관리자 로그인 상태 관련 로그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 수정, 삭제 로그
라이선스 업데이트 로그
CLI 접속 관련 로그
정보, 사용자, 부서 등 데이터 동기화 로그
에이전트 동작 상태, 플러그인 업데이트 관련 로그
엔드포인트의 시스템 동작 상태 (절전, 로그온, 로그오프. 디스크 사용량) 관련 로그
엔드포인트 위협 대응 결과, 프로세스 덤프 수집, 파일 수집, YARA Rule 검사 관련 로그
백업, 인덱스 정리, 미동작 엔드포인트 삭제, Trendmicro 연동 결과, 서버의 서비스 구동 및
관리콘솔의 정책 즉시 적용, 엔드포인트 정책 수신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각종 설정 변경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사용자 생성, 삭제 및 관리역할, 사용자 정보 변경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인덱스관리 설정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수집기 설정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수집기 설정 프로파일 및 서버 프로파일 관련 로그
검색필터 관련 로그
위협관리 (위협판정, 담당자 설정 등..) 상태 관련 로그
PE File 삭제시, 삭제 정보에 대한 감사로그
수집관리 메뉴의 파일 수집 상태 관련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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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ID
800
810
815
820
825
826
830
831
835
836
837
838
841
850
870
900
912
999

이름
IOCDB
위협
장비태그설정
알림메시지
프로세스 강제종료
프로세스 강제종료 (수동)
파일삭제
파일삭제 (수동)
샘플수집
샘플수집 (수동)
수집
수집 (수동)
네트워크 격리 (수동)
이상징후
이상행위
대시보드
리포트
기타

Table 1 – continued from previous page
내용
IOC DB 업데이트 관련 로그
위협 탐지 관련 로그
IOC 장비 태그 설정 로그
엔드포인트에 알림 메시지 표시 로그
위협 탐지 시 프로세스 강제종료 수행 로그
관리자가 직접 프로세스 강제종료 수행 로그
위협 탐지 시 파일삭제 수행 로그
관리자가 직접 파일 삭제 수행 로그
실행 파일 샘플 수집 로그
실행 파일 샘플 수동 수집 로그
파일 샘플 수집 로그
파일 샘플 수동 수집 로그
관리자가 직접 네트워크 격리 명령 수행 로그
이상징후 탐지 로그
이상행위 룰 관리 및 예외정책 설정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대시보드 관련 로그
관리콘솔의 리포트 메뉴 변경사항 관련 로그
GenianNac로그 생성, 삭제 관련 로그

12.2 검색 기록 저장 및 즐겨찾기
1. 통합검색 화면 검색창에서 데이터 입력 및 검색 후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표시된 검색조건이
자동으로 입력된 즐겨찾기 추가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즐겨찾기 저장 후 검색필터 클릭 시 추가했던 즐겨찾기 목록 및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각
최대 50건) 최근 검색 기록은 브라우저 캐시가 삭제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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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HIRTEEN

대시보드

13.1 공유 대시보드
대시보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Genian Ecosystem에 등록되어있는 여러 대시보드를 가져오거나, 관리자
간에도 대시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3.1.1 ECO공유 대시보드 추가
엔드포인트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대시보드로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
다. Genian EDR 서버가 Ecosystem과 통신이 되는 환경이라면 Ecosystem에 생성되어 공유되고 있는 대시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CO 공유 대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co.genians.net 과 통신이 되어야 하고, 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시스템
의 기본 설정에서 Ecosystem 연동 여부가 on 이어야 합니다.
1. 관리콘솔 로그인 후 대시보드 메뉴로 이동, 오른쪽 상단 옵션 메뉴에서 공유 대시보드 추가 를 클릭합니다.
2. 공유 대시보드 추가 팝업창이 표시되며, ECO 공유 대시보드 탭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2에서 추가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1.2 관리자 공유 대시보드 추가
관리자 간 대시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A 관리자는 관리콘솔 로그인 후 대시보드 메뉴로 이동, 공유하고싶은 대시보드를 선택하여 옵션에서
대시보드 공유 를 클릭하면 사용자 공유 대시보드에 등록됩니다.
2. 대시보드 공유 확인 팝업창이 발생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유된 대시보드는 탭이름에 공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3. B관리자는 옵션에서 공유 대시보드 추가 를 클릭하면 사용자 공유 대시보드 탭에서 A 관리자가 공유한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75

Genian EDR

76

Chapter 13. 대시보드

CHAPTER

FOURTEEN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 ID 및 암호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Genian EDR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Genian NAC 연동, Syslog 인증 대체, Active Directory 및 외부 시스템의 사용자정보 연동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14.1 사용자 인증 방식
Genian NAC 연동, Syslog 인증 대체, Active Directory 및 외부 시스템의 사용자정보 연동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14.1.1 Genian NAC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Genian NAC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 인증 정책을 사용중인 경우 NAC의 인증정보를 EDR 엔드포인트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처리 방법
1. NAC 인증정보를 사용하려면 EDR 관리콘솔 설정에서 에이전트 배포방식이 NAC 플러그인 또는 단독버전
+ NAC 연동 모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2. NAC 에이전트에서 사용자 인증을 먼저 진행 후, GsAgent가 동작하게 되면 레지스트리에 기록된 인증정보
값을 확인하여 Genian EDR 서버에 인증 정보를 함께 전송합니다.
3. 인증된 사용자 정보는 EDR 관리콘솔에 로그인 후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의 사용자명 및 부서명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2 외부 시스템 연동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사용자 ID, 부서정보, IP, MAC 정보가 있는 외부 시스템이 있는 경우, 외부 시스템의 정보를 Genian EDR 서버로
가져와서 엔드포인트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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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보 동기화
1. 외부 시스템의 사용자 ID, 부서정보를 Genian EDR 서버로 가지고 오는 동기화 설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관리 > 설정 > 사용자 관리 > 정보 동기화 메뉴로 이동, 왼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기본설정 항목에서 동기화 수행주기 및 수행 옵션 을 설정합니다.
3. 상세설정에서 DB타입 메뉴를 찾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올 데이터베이스 타입 을 선택하고, 외부 시스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상세설정에서 사용자정보, 부서정보, 직급정보 항목을 찾아 필요한 정보를 추가합니다.(CSV를 사용할 경우
비워 둡니다). 인증 처리 IP 또는 인증 처리 MAC 컬럼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5. 입력한 정보 확인 후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정보 동기화 목록에서 동기화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정보 동기화 즉시 수행 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항목에 대해 정보 동기화 즉시 수행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발생하며, 확인 을 클릭합니다.
이후에는 2에서 설정한 동기화 수행주기에 맞추어 정보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7. 동기화가 완료되면 통합검색 > Insights Logs 에서 " 정보 동기화 완료.ID=XXXXX", " 사용자 동기화 완료.
ID=XXXXXX" 와 같은 감사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slog 인증 대체
1. 사용자정보 동기화를 먼저 수행합니다.
2. 관리 > 설정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인증 메뉴로 이동, Syslog 인증 대체 설정을 On으로 변경합니다.
3. 예약어, 엔드포인트 검색 방법, 인증 해제 여부를 설정한 후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Syslog를 통해 3에서 설정한 형태로 데이터 수신이 되면 Genian EDR 서버에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5. 인증된 사용자 정보는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의 사용자명 및 부서명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인증
1. 사용자정보 동기화를 먼저 수행합니다.
2. 관리 > 설정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인증 메뉴로 이동, Active Directory 설정을 On으로 변경합니다.
3. 인증 처리 할 도메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메인이 일치할 경우 인증처리 되며, 도메인이 여러개일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정보 동기화가 엔드포인트 인증보다 뒤에 처리되었을 경우,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에서 인증 처리를 다시한번 수행합니다.
5. 인증된 사용자 정보는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의 사용자명 및 부서명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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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FIFTEEN

보안점검

관리콘솔에서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명령 수행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Live Response(보
안 점검) 기능을 제공합니다.

15.1 명령어 설정
보안점검 기능은 보안점검 기능 권한이 할당되어있는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권한별로 특정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점검에 사용할 명령어를 먼저 추가한 후, 관리역할에 따라 사용가능한 명령어를 설정합니다.

15.1.1 명령어 추가
1. 명령어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리 > 설정 > 속성 관리 > 보안점검 명령어 관리 메뉴로 이동,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명령어를 추가합니다.
번
호
1

2

3

이
름
명
령
어
권
한
제
어
설
명

설명
보안점검 콘솔에서 사용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에 대해 권한 제어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안함 이면 관리역할에 보안점검 사용권한이
있는 관리자는 자유롭게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 이면 관리역할에 해당 명령어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도움말로 제공할 설명을 입력합니다.

15.1.2 명령어 삭제
기본 명령어 이외에 관리자가 추가한 명령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명령어 목록에서 추가한 명령어를 선택,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명령어를 삭제합니다. 관리역할에 삭제할
명령어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 명령어 삭제 시 관리역할에 할당된 명령어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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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권한별 명령어 할당 방법
보안점검 명령어에 권한 제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한 명령어 할당이 필요합니다.
1. 관리 > 설정 > 계정 관리 > 관리역할 메뉴로 이동, 명령어를 할당할 역할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역할
수정화면이 표시되며, 항목 중 보안점검 사용 권한을 on으로 변경합니다.
2. 사용 가능 명령어에 보안점검 명령어 관리에서 권한 제어 설정이 되어 있는 명령어 중 사용할 명령어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할당된 명령어 확인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엔드포인트에 보안점검 연결 시 권한 제어가 체크되지 않은 항목 (cls,help,exit) 과 3에서 사용 가능 명령어를
할당한 명령어가 표시 됩니다.

15.2 엔드포인트 연결
보안점검 기능은 보안점검 기능 권한이 할당되어있는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점검 명령어 관리 및
사용 권한 할당은 권한별 명령어 할당 방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분석 > 엔드포인트 > 개별 엔드포인트 목록 을 클릭합니다. Live Response(보안 점검) 는 현재 동작중인
엔드포인트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오른쪽 상단에 Live Response(보안점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비밀번호 확인창이 발생하며, 현재 로그인 한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비밀번호 확인 후 보안점검 팝업창이 발생하며, 연결 성공 시 점검 팝업창에 "Agent연결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며, 기본 경로는 에이전트 설치 경로로 연결됩니다.
5. 점검창을 닫거나 exit 명령어 전송 시 보안점검 연결이 종료됩니다.

15.3 보안 점검 명령어
엔드포인트의 프로세스 목록 확인, 지정 확장자 검색, 파일 수집을 지원하며 상세 명령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5.3.1 기본 명령어
명령어
sendnow
help
dir
cd
cls
exit
quicksearch

설명
아직 전송되지 않은 이벤트, 로그를 즉시 서버로 전송합니다.
명령어에 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과 하위 디렉터리 목록을 표시합니다.
현재 디렉터리 이름을 보여주거나 변경합니다.
화면을 지웁니다.
Live Response를 종료합니다.
색인화된 DB에서 실행 파일 또는 지정된 확장자를 가진 파일 목록을 검색합니다.

Live Response 화면에서 Tab키를 이용하여 디렉토리 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서만 있는 상태에서 Tab키 입력 시 help 로 확인 가능한 명령어가 표시되고, 특정 알파벳만 입력하고 Tab키
입력 시 해당 알파벳으로 실행 가능한 명령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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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지정 확장자 검색
1. 확장자 검색을 위해서는 정책 > 그룹 정책 관리 의 정책 상세 설정에서 지정 파일 목록 인덱싱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지정 확장자에 검색할 확장자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에이전트에 정책이 적용되는 시간부터 변경사항이 일어나는 확장자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파일에 대해 검색이 필요한 경우 정책 > 그룹 정책 관리 의 정책 상세
설정에서 파일 크롤링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실행 파일, 문서/압축 파일, 지정 파일 설정을 On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파일 크롤링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파일 목록을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quicksearch 명령어 : 색인화된 DB에서 실행 파일 또는 지정된 확장자를 가진 파일 목록을 검색합니다.

지원하는 파일 확장자: |.doc|.docx|.xls|.xlsx|.ppt|.pptx|.docm|.xlsm|.pptm|.hwp|.hwpx|.dwg|.pdf|.txt|.csv|.zip|.arj|.7z|.alz|.cab|.rar|.tar|.exe|.dl
추가 옵션은 명령 도움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quicksearch /?)
명령어
quicksearch
quicksearch 파
일경로 파일명
quicksearch /s 파
일경로 파일명
quicksearch /a
파일명
quicksearch
/c 파 일 경 로
파일명
quicksearch
/v 파 일 경 로
파일명
quicksearch /p
프로세스명

설명
현재 경로의 파일 목록을 검색합
니다.
특정 경로의 특정 파일 목록을 검
색합니다.
특정 경로 및 그 하위 경로에서 특
정 파일 목록을 검색합니다.
전체 경로에서 특정 파일 목록을
검색합니다.
특정 경로의 특정 파일 목록 갯수
를 검색합니다.
특정 경로의 특정 파일 상세 목록
을 검색합니다.

사용 예
quicksearch doc_test.docx 현재 경로에서 doc_test.docx 파
일을 검색합니다.
quicksearch c:\Temp\doc_test.docx c:\Temp\ 경 로 에 서
doc_test.docx 파일을 검색합니다.
quicksearch /s doc_test.docx 현재 경로를 포함하는 하위
경로에서 doc_test.docx 파일을 검색합니다.
quicksearch /a doc_test.docx 전체 경로에서 doc_test.docx
파일을 검색합니다.
quicksearch
/v
c:\Temp\doc_test.docx
c:\Temp\doc_test.docx 파 일 을 검 색 하 여 상 세 정 보
를 표현합니다.
quicksearch /v /s c:\Temp\ c:\Temp\를 포함하는 하위 디
렉토리에 파일 상세 목록을 검색합니다.

현재 경로에서 특정 프로세스로
생성된 파일 목록을 검색합니다.

quicksearch /p winword.exe 현재 경로에서 winword.exe
프로세스에 의하여 생성된 파일 목록을 검색합니다.

15.3.3 프로세스 확인
tasklist 명령어 : 현재 실행중인 (서비스 포함) 모든 작업을 표시합니다.
추가 옵션은 명령 도움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tasklist /?)
명령어
tasklist
tasklist /v
tasklist /m
모듈명
tasklist
/svc

설명
프로세스 목록을 표시합니다.(이미지 이름,PID, 세션 이름, 세션, 메모리 사용)
자세한 작업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미지 이름,PID, 세션 이름, 세션, 메모리 사용, 상태, 사용자
이름, CPU 시간, 창 제목)
해당 exe/dll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나열합니다. 모듈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로드된 모든
작업을 나열합니다. (패턴 이름 미입력 시 이미지 이름, PID, 모듈 정보 표시)
각 프로세스에 호스트된 서비스를 표시합니다. (이미지 이름, PID, 서비스)

15.3. 보안 점검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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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SIXTEEN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는 Genian EDR 시스템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1 시스템 종료 및 재부팅
Warning: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려면 장치 전원을 제거하거나 서비스를 올바르게 종료하기 전에 수동으로
장치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16.1.1 CLI(Command Line Interface) 를 통한 전원 제어
보기 : CLI(Command Line Interface)
1. CLI (Command Line Interface) 를 통해 정책 서버에 연결합니다.
2. Global Congifuration mode로 이동합니다.
3. 작업 :
• 재부팅 : 명령어 입력 restart system 또는 reboot
• 종료 : 명령어 입력 shutdown 또는 halt
Note: 종료 명령 수행 후 장치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수동으로 전원을 꺼도 안전합니다.

16.2 CLI(Command Line Interface)
Genian EDR 시스템에 대한 CLI(Command Line Interface) 접근의 경우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방법으로 연결할 수없는 경우 웹콘솔에 로그인하여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IP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system/default-settings-appliance 의 "SSH를 통한 원격 접근 허용" 을 참조하십시오 .

83

Genian EDR

16.2.1 CLI(Command Line Interface) 연결하기
Attention: SSH 접근은 승인 된 IP에서만 허용됩니다. 접근 가능한 IP를 추가하려면 /system/default-settingsappliance 을 참조하십시오.
정책서버는 전용 SSH 클라이언트 또는 SSH 를 지원하는 유틸리티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선택한 유틸리티에 표준 절차를 사용하여 정책서버 IP 주소에 대한 SSH 연결을 설정합니다.
2. Genian EDR 관리자 이름 및 암호로 로그인 합니다.

16.2.2 CLI 명령어
CLI(Command Line Interface) 접속 시 콘솔 모드에서는 기본 시스템 상태 및 지원하는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 문서에서는 콘솔 모드에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 명령어
명령어
enable
exit
help
history
quit
conﬁgure terminal
conﬁgure batch
clear arp
clear screen
clock set
do backup
do cdbackup
do cdrestore
do initdisk
do restore
geniup
halt
kill pid
kill pname
ping
reboot
restart system
shutdown service
tracerout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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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Global Congifuration mode 활성화
CLI 서비스 종료
명령 도움말
명령어 사용 이력 표시
console mode 연결 종료
Global mode에서 설정한 명령어 즉시 적용
Global mode에서 설정한 명령어를 재부팅 후 적용
시스템의 arp table 정보 초기화
콘솔 표시 화면 초기화
시스템 시각 수동설정
시스템 백업 수행
가장 최신 백업데이터를 CDR로 백업
CD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로 복구
외장 디스크 초기화 수행
백업한 데이터로 복구
Genians Update Server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서버에 있는 최신 파일로 업그레이드 수행
시스템 전원 차단 모드
pid를 기준으로 프로세스 종료
이름을 기준으로 프로세스 종료
원격 device 의 IP 에 대한 ICMP 요청 테스트
시스템 재부팅 수행
시스템 서비스 재구동
시스템 서비스 종료
IP에 대한 라우팅 경로 표시
show 명령어로 조회 가능한 항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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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명령어
명령어
show arp
show backup
show conﬁguration
Show cpu
show ﬁlesystem
show hosts
show interface
show logging
show memory
show processes
show route
show time
show uptime
show version

설명
ARP테이블 정보 표시
백업된 데이터베이스 목록 표시
시스템의 현재 설정 표시
cpu 정보 표시
ﬁlesystem 정보 표시
hosts 파일 목록 표시
시스템의 network interface 정보 표시
로그ID가 GENIAN장비로 등록되는 로그 중에서 가장 최신 로그 표시
메모리 정보 표시
구동중인 프로세스 정보 표시
라우팅 테이블 정보 표시
현재 시스템 시각 표시
시스템 구동 시각 정보 표시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표시

16.3 네트워크 구성
CLI(Command Line Interface) 를 통해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3.1 인터페이스 IP 주소 변경
CLI Console을 통해 모든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ep 1. 인터페이스 IP 주소 변경
1. CLI Console에 로그인 후, Conﬁg mode로 이동합니다.
2. 아래와 같이 "interface eth0 address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를 입력합니다.
genian(config)# interface eth0 address X.X.X.X X.X.X.X
Stopping Service...done
genian(config)# exit

Step 2. 인터페이스 IP 주소 변경 확인
1. 아래와 같이 "show conﬁguration | grep interface eth0" 을 입력합니다.
genian# show configuration | grep interface eth0
interface eth0 address X.X.X.X X.X.X.X
interface eth0 gateway X.X.X.X
interface eth0 management-server enable
genian# exit

16.3.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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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백업 및 복원 관리
예약된 시간에 백업하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시 백업파일을 이용하여 복원 할 수 있습니다.

16.4.1 백업 설정
예약된 시간에 백업하도록 설정하고, 저장장치에 백업 파일을 보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백업 예약
1. 상단 패널의 관리>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환경 설정 패널에서 백업 으로 이동합니다.
3. 백업 예약 작업을 위해 백업수행여부를 On 으로 설정합니다.
4. 백업을 반복하려면 백업수행시각 을 지정합니다.
5. 백업에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공간보호 임계 값 을 지정합니다.
6.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장치 유형 구성
1. 상단 패널의 관리>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환경 설정 패널에서 백업 으로 이동합니다.
3. 저장장치 를 찾아서 드롭 다운에서 적절한 저장장치 타입 을 선택합니다.
4.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장치 유
형
로컬디스크
외부 저장장
치
CIFS 저 장
장치
NFS 저장장
치
FTP
SERVER
SFT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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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설정값
정책서버 디스크에 백업을 수행합니다.(별도의 설정 필요없음)
정책서버에 USB Type으로 연결된 외장 디스크에 백업을 수행합니다.
윈도우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CIFS 사용 백업을 수행합니다.
Unix나 Linux ﬁle system의 디렉토리를 mount하여 백업을 수행합니다.
FTP(File Transfer Protocol) 을 통해 백업파일을 전송합니다. (보안상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전달
됨으로 권장하지 않음)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을 통해 백업파일을 전송합니다. (보안상 SSH 기반으로 암복
호화를 수행함으로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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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기존 백업 파일에서 복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백업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원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CLI 접근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백업 파일 찾기 및 복원
1. 관리콘솔에 로그인 후, 상단 패널에서 관리 을 클릭합니다.
2. 왼쪽 패널의 환경설정> 백업 으로 이동합니다.
3. 백업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목록에서 복구할 백업 파일을 복사한 후 접속을 종료합니다.
5. CLI를 통해 정책 서버 콘솔에 접속합니다.
6. enable 및 관리자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Global Mode 로 이동합니다.
7. "restore <ﬁlename> all" 를 입력하여 백업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16.5 외부 전송 이메일 서버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 프로필에서 수신 설정을 할 수 있으며 Email로 위협 리포트 알림 및 디스크 사용률 알람을
지원합니다.

16.5.1 전자 메일 계정 설정
1. 상단 패널의 관리 로 이동합니다.
2. 왼쪽의 환경설정 > 시스템 패널로 이동, 메일서버 설정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메일서버 설정
1. 서버 주소 : 서버 주소 (예 : smtp.gmail.com)
2. 서버 포트 :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 SSL = 465, TLS / STARTTLS = 587)
3. 송신자 주소 : 송신자의 주소 입력란 (에서 표시 할 전자 메일 주소)
4. 송신자 이름 : 송신자 이름 입력 (* *에서 표시 할 이름)
5. SSL 연결 (* SSL 포트 * 를 사용하는 경우 켜짐)
6. 인증사용자 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인증비밀번호 의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입력합니다.
8. 테스트 를 클릭하여 보낼 주소와 메일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16.5. 외부 전송 이메일 서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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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책서버 및 에이전트) 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이름, 리비전 번호,
제품 버전 및 리비전 날짜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 INSIGHTS-CT64 정책서버 소프트웨어
• NAC-ThreatDetector2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GenianInsights_서버IP.exe 단독버전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16.6.1 정책 서버 업데이트
웹콘솔을 통해 정책 서버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정책 서버 업데이트
Genian EDR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로컬로 저장 한 다음 서버에 업로드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합
니다.
업로드 할 시스템 파일 준비 :
1. INSIGHTS-CT64 로 시작하는 .img 파일을 준비하십시오.
2. 관리콘솔에 로그인 후 관리> 시스템 > 소프트웨어 관리 > 시스템 OS 로 이동합니다.
3. 제품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선택 버튼이 표시되며,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4.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업그레이드 시작 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자동으로 재부팅 되며, 정상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관리 콘솔의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로
전환 됩니다.
CLI(Command Line Interface) 를 통한 업데이트
명령 사용 : geniup
더 많은 정보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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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에이전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gpf 파일을 웹콘솔을 통해 업로드하여 에이전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1. 에이전트 관리 서버로 접속,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패널의 시스템 로 이동합니다.
3. 왼쪽 시스템 관리 패널에서 업데이트 관리> 소프트웨어 > 플러그인 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선택 > 플러그인 업로드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NAC-ThreatDetector2_* 로 시작
하는 최신 gpf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5. 업로드 를 클릭합니다.
Note: 에이전트 관리 서버 (Genian NAC 서버) 의 노드 정책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순차적
으로 이루어집니다.

16.7 관리 콘솔의 환경 설정
원하는 설정으로 웹콘솔 화면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6.7.1 웹 콘솔
1. 상단 패널의 관리 >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패널의 환경 설정 > 관리콘솔 탭으로 이동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세션의 시간, 페이지당 출력하는 열의 수, 웹 브라우저 타이틀 문구, 로고 파일, 날짜시간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세션 타임아웃 , 세션 타임아웃 설정 시 관리자 계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며 페이지
간 이동 시 타임아웃 시간은 갱신됩니다. (최대 10분)
• 페이지당 출력 열수 , 테이블 목록에 출력할 열수는 기본 30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타이틀 문구 , 웹브라우저의 타이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Genian Insights 입니다.
• 로고 이미지 , 관리자 로그인 시 왼쪽 상단의 로고 이미지 및 로그인 페이지의 Genian Insights 로고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권장 size는 가로 328 세로 50 픽셀 입니다.
• 날짜시간 포맷 , 웹콘솔에 출력할 기본 날짜시간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 설정에서는 로그인 관련 정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 정보 출력 여부를 설정하거나, 로그인 화면의 문구, 헤더 이미지를 변경하고 아이디 저장 기능의
활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정보 출력 ,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한 관리자의 정보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 로그인화면 문구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 표시할 문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화면 헤더사용 , 로그인 페이지 화면 헤더를 사용할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색상 변경이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헤더 이미지만 사용할 경우, 최대 size 는 가로 380 세로 270 픽셀 입니다.

16.7. 관리 콘솔의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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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정보 유지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화면에서 아이디 저장 체크박스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설정에서는 대시보드의 가로 크기를 결정하는 컬럼 수나 위젯 간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시보드 컬럼 수 , 대시보드에서 그리드를 구성하는 기본 컬럼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 24
• 대시보드 위젯 간격 , 대시보드에서 그리드를 구성하는 위젯 간격을 설정합니다.
• 포지션 즉시 저장 , 대시보드 위젯의 포지션 및 사이즈 변경 시 바로 저장되게 할 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On
• 엑셀 내보내기 최대 줄수 , 통합검색 메뉴에서 데이터를 엑셀로 출력할 때 최대 row 값이 설정합니다.
기본값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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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SEVENTEEN

서버 플러그인 연동

Genian EDR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협정보 이외에 외부 서버에서 위협정보 데이터를 수집, 위협탐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동을 지원하는 제품을 보유한 고객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 제품에 대한 연동을 지원합니다.
• KISA C-TAS
• ReversingLabs A1000
• TrendMicro DDA
• SandBlast TE1000X

17.1 서버 플러그인 연동 설정
2.0.11 버전부터 제품 설치 시 아래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서버에 설치되며,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KISA C-TAS
• ReversingLabs A1000
• TrendMicro DDA
•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17.1.1 KISA C-TAS 연동
KISA 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C-TAS) 과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C-TAS에 가입되어
연동을 위한 KEY를 제공받은 고객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Genian EDR 서버에서는 IOC DB Framework 버전 v2
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항목
Export Key
기관코드
동기화 주기
IP 주소 보관기
간

설명
KISA로부터 할당받은 Export Key 정보를 입력합니다.
KISA로부터 할당받은 기관코드 (OrgKey) 정보를 입력합니다.
C-TAS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몇분 간격으로 IOC Database에 등록할 지 설정합니다.(기본
값 :30분)
연동 설정으로 수집한 IP주소의 보관기간을 설정합니다.(기본값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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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버전부터 제품 설치 시 C-TAS 플러그인이 함께 설치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 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탐지 및 대응 메뉴에 KISA C-TAS 연동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동여부를 사용 으로 변경하고, KISA로부터 제공받은 연동 정보 및 부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정보 입력 후 왼쪽 상단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4. 관리 > 시스템 > 소프트웨어 관리 > 서버 플러그인 관리 메뉴로 이동, 플러그인 목록에서 CTAS를 확인한
후, 오른쪽에서 즉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연동을 수행합니다.
5. 2에서 설정한 주기마다 C-TAS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IOC Database에 업데이트 합니다.
6. C-TAS 에 등록된 정보로 위협 탐지 시 Threat2 인덱스의 Feed 정보에 CTAS로 표시 됩니다.

17.1.2 ReversingLabs A1000 연동
ReversingLabs A1000을 이용한 악성코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ReversingLabs A1000 보유 고객에 해당)Threat2
인덱스에 존재하는 파일 정보를 ReversingLabs A1000로 전달하여 악성코드 여부를 분석 요청하고, 결과를 Genian
EDR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제품 URL
USERNAME
PASSWORD
연동 결과

설명
ReversingLabs A1000 제품 IP 또는 URL 정보를 설정합니다.
ReversingLabs A1000 제품 연동을 위한 USERNAME 정보입니다.
ReversingLabs A1000 제품 연동을 위한 PASSWORD 정보입니다.
ReversingLabs A1000 제품과의 연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경우 ' 연동됨'
으로 표시됩니다.

1. 2.0.11 버전부터 제품 설치 시 ReversingLabs A1000 플러그인이 함께 설치됩니다.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악성코드 분석 메뉴로 이동, ReversingLabs A1000 연동 설정을 ON 으로 변경하고, URL및 계정 정보 입력
후 왼쪽 상단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2. 위협분석이 끝나면 분석 > 위협 관리 메뉴 목록 중 화면 왼쪽의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위협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의 위협 분석 결과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연동 플러그인 별로 위협 분석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1.3 TrendMicro DDA 연동
TrendMicro DDA를 이용한 악성코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TrendMicro DDA 보유 고객에 해당하며 연동이
가능한 버전은 Deep Discovery Analyzer 6.1 입니다.)Threat2 인덱스에 존재하는 파일 정보를 TrendMicro DDA로
전달하여 악성코드 여부를 분석 요청하고, 결과를 Genian EDR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연동 API
Key
제
품
URL
제품 타임
존
연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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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TRENDMICRO DDA 제품에서 제공하는 API key 정보를 설정합니다. API key는 DDA 제품의
Help 메뉴의 About 화면에서 제공됩니다.
TRENDMICRO DDA 제품 IP 또는 URL을 입력합니다.
TRENDMICRO DDA 제품에서 사용하는 타임존을 설정합니다.
TRENDMICRO DDA 제품과의 연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경우 ' 연동됨'
으로 표시됩니다.

Chapter 17. 서버 플러그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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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버전부터 제품 설치 시 TrendMicro DDA 플러그인이 함께 설치됩니다.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악성코드 분석 메뉴로 이동, TrendMicro DDA 연동 설정을 ON 으로 변경하고, 연동 API Key, URL및
타임존 정보 입력 후 왼쪽 상단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2. 위협분석이 끝나면 분석 > 위협 관리 메뉴 목록 중 화면 왼쪽의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위협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의 위협 분석 결과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연동 플러그인 별로 위협 분석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1.4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연동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를 이용한 악성코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보유 고객에 해당)Threat2 인덱스에 존재하는 파일 정보를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로 전달하여 악성코드
여부를 분석 요청하고, 결과를 Genian EDR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제품 URL
제품 버전
연 동 API
Key
연동 결과

설명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제품 IP 또는 URL을 입력합니다.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제품 버전을 입력합니다.(입력 예 :v1)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제품에서 제공하는 API key 정보를 설정합니다.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제품과의 연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경우
' 연동됨' 으로 표시됩니다.

1. 2.0.11 버전부터 제품 설치 시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플러그인이 함께 설치됩니다.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악성코드 분석 메뉴로 이동, Check Point SandBlast TE1000X 연동 설정을 ON 으로 변경합니다.
2. URL및 제품 버전, 연동 API Key 입력 후 왼쪽 상단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3. 위협분석이 끝나면 분석 > 위협 관리 메뉴 목록 중 화면 왼쪽의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위협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의 위협 분석 결과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연동 플러그인 별로 위협 분석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1.5 서버 플러그인 업데이트
플러그인 추가
1. 관리 > 시스템 > 소프트웨어 관리 > 서버 플러그인 관리 로 이동,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외부 연동 플러그인
(확장자 gpp)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2. 파일 목록 사용여부 필드에서 사용여부를 먼저 체크한 후, 화면 오른쪽에 있는 즉시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상태 필드에 파란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플러그인 삭제
1. 삭제할 플러그인 목록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플러그인 삭제 확인 팝업창이 발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플러그인이 삭제됩니다.

17.1. 서버 플러그인 연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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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EIGHTEEN

GENIAN NAC 연동

Genian NAC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NAC의 감사로그 및 에이전트에서 수집하는 각종 자산정보 및 네트워크 정보
등을 Genian EDR 서버와 연동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sAgent는 NAC 에이전트에 플러그인 형태로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18.1 Windows Agent 설치
Genian EDR의 에이전트는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하고 위협 탐지 시 제어를 수행합니다.
Genian NAC 정책 서버의 CWP (Captive Web Portal) 를 통해 Windows OS에 에이전트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Genian NAC 서버에 GsAgent 설치 파일 업로드
• 에이전트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및 설치
• Windows Agent 설치 확인
• Windows 장치에서 에이전트 로그를 찾는 위치

18.1.1 Genian NAC 서버에 GsAgent 설치 파일 업로드
1. NAC-ThreatDetector2 로 시작하는 .gpf 파일을 준비합니다.
2. 시스템 > 업데이트 관리 에서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작업선택-플러그인 업로드 를 클릭,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한 gpf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4. 화면에 파일명이 표시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정책 > 노드정책 > 노드액션 으로 이동합니다.
6. 작업선택 -생성 메뉴을 클릭, 액션명 입력 후 액션 수행설정 섹션에서 플러그인선택-Threat Detector2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정책 > 노드정책 메뉴을 클릭, GsAgent를 설치할 노드 정책에 앞에서 생성한 노드액션을 할당 및 저장 후
변경정책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8. NAC 에이전트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 된 노드정책을 적용받습니다.
• 변경된 노드정책을 에이전트에 즉시 적용하려면 노드정책을 선택한 후 작업선택 -즉시적용 메뉴를 클릭하여
정책을 즉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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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에이전트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및 설치
1. 에이전트 다운로드
• https://(IP or FQDN)/agent
2. 에이전트 선택 :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일 이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Windows 설치 관리자 버전 : GnUpdate_ (IP 또는 FQDN) .exe
Note: 사용자에게 파일 설치 권한이없는 경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파일 설치 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합니다.

18.1.3 Windows Agent 설치 확인
1. Web Console에 로그인하여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을 선택합니다.
2. 노드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동작중인 경우 노드 정보와 함께 파란색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18.1.4 Genian 에이전트 메뉴
1. Windows 장치의 Systray 로 이동합니다.
2. Genian Agent 아이콘 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나열된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보기 : 관리자로부터 현재 공지 사항을 보여줍니다 .
• 알림 메시지 보기 : 관리자의 현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내상태 확인 : Captive Web Portal (CWP)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Genian Insights-탐지위협 : 위협으로 탐지된 파일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 격리, 프로세스 종료) 확인
및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증 (L): 사용자가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로그인 성공시 CWP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로사용자 인증 해제 (O): 사용자가 로그 아웃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증 정보 : 사용자가 로그인 성공시 계정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연결 정보 : 사용자가 활성 네트워크 연결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 USB장치 정보 : 사용자가 장치의 USB 정보를 볼 수있게합니다 .
• 원격 에이전트 삭제 : (사용자가 설치된 에이전트를 삭제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정보 : 사용자가 설치된 Agent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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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Windows 장치에서 에이전트 로그를 찾는 위치
1. Windows 장치에서 파일 탐색기 를 엽니다.
2. C:\Program Files\Geni\Insights\Logs 폴더로 이동합니다.

18.2 NAC 수집 설정
Genian EDR은 Genian NAC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감사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NAC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 에이전트를 설치, 엔드포인트의 자산정보 수집 및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주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저장 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버 간 연동 및 에이전트 설치에 의한 이벤트 수집으로 크게 분류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8.2.1 정보 수집을 위한 환경 설정
에이전트 작업 :
1. NAC-ThreatDetector2 로 시작하는 .gpf 파일을 준비합니다.
2. 시스템 > 업데이트 관리 에서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작업선택-플러그인 업로드 를 클릭,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한 gpf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4. 화면에 파일명이 표시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정책 > 노드정책 > 노드액션 으로 이동합니다.
6. 작업선택 -생성 메뉴을 클릭, 액션명 입력 후 액션 수행설정 섹션에서 플러그인선택-Threat Detector2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버 작업 :
1. NAC 웹콘솔에 로그인하고, 시스템 > 시스템관리 란에 있는 정책서버 IP를 클릭합니다.
2. 환경 설정 탭에서 SNMP Agent 설정 섹션의 사용여부를 On 으로 변경하고, username 을 입력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NAC CLI에 접속, 데이터베이스 외부 접속을 허용하는 IP를 설정합니다.
Warning: 승인된 IP 설정 시 NAC 서버의 MySQL 서비스가 재시작 됩니다.
4. 관리역할 화면에서 insightsConnector 를 사용 체크 후 저장합니다.
Note: insightsConnector는 NAC서버 4.0.1X,5.0 버전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설정 > 사용자인증 > 관리역할 에 insightsConnector 계정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리 > 사용자 란에서 작업선택 -> 사용자등록 을 클릭합니다.
7. 관리 역할을 insightsConnector 로 하고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8. 관리자설정 탭에서 API키 항목의 신규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API를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18.2. NAC 수집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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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드 그룹 을 생성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10. 노드 정책 을 생성하여 위에서 생성한 노드 그룹을 할당합니다.
11. Threat Detector2 액션을 할당 후 저장합니다.
12. 오른쪽 상단의 변경정책적용 을 클릭합니다.

18.2.2 NAC 감사로그 수집
정보 수집을 위한 환경 설정 완료되면 EDR 서버에서 NAC 감사로그를 가져오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1. Genian EDR 웹콘솔에 로그인 후 관리 > 수집설정 > 수집기SET 에 있는 컨피그레이터 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GENIAN NAC 을 클릭합니다.
2. 수집기 자동화 추가 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집기SET 이름 : 수집기SET 이름과 수집기SET 설명은 수집기SET 란에 표시되는 값입니다.
• 서버 호스트명 : 로그에서 나타날 서버 문자열입니다.
• 센터 주소 : Genian NAC 정책서버 IP를, DB서버 주소에는 Genian NAC DB서버의 IP를 입력합니다.
• DB사용자명 및 PASSWORD: NAC DB 서버의 사용자명,PASSWORD 를 입력합니다.
• 수집대상 정보에서 감사로그 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수집기SET란에서 추가된 수집기SET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기에서 NAC 로그 수집 (syslog) 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Genian NAC 웹콘솔에서 로그 > 검색 필터 에 Genian Insights 필터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nsights<-> NAC 간 통신 CHARSET 은 반드시 'UTF-8' 이어야 합니다.
Note: 4.0.X 버전에서는 검색필터 자동 생성 후 NAC 서버 이벤트 처리를 위해 아래 4 과정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생성된 Genian insights 필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5. 왼쪽 하단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insights 필터 상세화면이 표시되며 수정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해당 시점부터 syslog 전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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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C 서버에서 감사기록이 발생할 때 마다 syslog를 통해 EDR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해당 로그는 EDR
서버 웹콘솔 통합검색 > NAC log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2.3 NAC 자산정보 수집
정보 수집을 위한 환경 설정 완료되면 EDR 서버에서 NAC서버 Database에 접속하여 엔드포인트의 각종 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Genian EDR 웹콘솔에 로그인 후 관리 > 수집설정 > 수집기SET 에 있는 컨피그레이터 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GENIAN NAC 을 클릭합니다.
2. 수집기 자동화 추가 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집기SET 이름 : 수집기SET 이름과 수집기SET 설명은 수집기SET 란에 표시되는 값입니다.
• 서버 호스트명 : 로그에서 나타날 서버 문자열입니다.
• 센터 주소 : Genian NAC 정책서버 IP를, DB서버 주소에는 Genian NAC DB서버의 IP를 입력합니다.
• DB사용자명 및 PASSWORD: NAC DB 서버의 사용자명,PASSWORD 를 입력합니다.
• 수집대상 정보에서 수집 할 자산정보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수집기SET란에서 추가된 수집기SET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으로 설정된 수집 주기에 따라 자산정보가 수집되며, 해당 로그는 EDR 서버 웹콘솔 통합검색 > NAC
Asset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2. NAC 수집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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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NINETEEN

FAQ

19.1 제품 출시 주기는 언제입니까?
Genian EDR은 1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19.2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운 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운 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운 그레이드의 경우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백업을 만든 다음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고 백업 데이터를 복원해야합니다.

19.3 각 구성 요소 간의 통신이 암호화되어 있습니까?
예, 각 구성 요소 간의 통신은 TLS를 통해 암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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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WENTY

TROUBLESHOOTING

20.1 디버그 수집과 증상 분석
20.1.1 BSoD 발생 시 메모리덤프 분석
엔드포인트에서 BSoD 발생 시 아래 절차를 통해 발생 원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BSoD 화면에서 EDR 관련 드라이버 파일명이 확인되는 경우
1. %windir%memory.dmp 와 에이전트 Full 로그를 수집하여 분석요청을 합니다.
2. 반대로 BSoD 화면상에 다른 제품 드라이버 명이 출력되는 경우, 해당 제품 개발사에 원인 분석요청을
합니다.
BSoD 화면에서 드라이버 파일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드라이버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1. windbg 설치 : windbg는 windows sdk 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dk를 설치하면서 설치할 요소
중 "Debugging Tools for Windows" 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선택 해제)
2. 덤프파일 열기 : 인터넷이 가능한 PC에서 windbg를 설치한 후 windbg에서 %windir%memory.dmp 를 열어
봅니다. (memory.dmp에 읽기 권한 설정 후 windbg 창에 drag 합니다.)
3. 심볼경로 설정 : 덤프가 열리면 다음의 명령 실행합니다.
.symfix+
.reload

4. 자동분석 실행 : !analyze -v를 실행한 후 출력되는 분석 보고서를 면밀하게 읽어봅니다.
분석 결과 중에 아래와 같은 부분 (MODULE_NAME) 이 있으면 이 드라이버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드라이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드라이버 개발사에 원인 분석을 요청합니다.
6: kd> !analyze -v
*******************************************************************************
*
*
*
Bugcheck Analysis
*
*
*
*******************************************************************************
DPC_WATCHDOG_VIOLATION (133)
(continues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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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PC watchdog detected a prolonged run time at an IRQL of DISPATCH_LEVEL
or above.
Arguments:
Arg1: 0000000000000001, The system cumulatively spent an extended period of time at
DISPATCH_LEVEL or above. The offending component can usually be
identified with a stack trace.
...
MODULE_NAME: check64
<<< 이 부분!!
IMAGE_NAME: check64.sys
...

의심스러운 드라이버 이름이 확인되었지만, 이 드라이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면 해당 PC에서
드라이버 파일을 찾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된 드라이버 이름이 f_ih.sys인 경우 lmvm 명령으
로 해당 드라이버 위치 (Image path)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파일을 찾아서 등록정보 등을 확인해보면
개발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6: kd> lmvm f_ih
Browse full module list
start
end
module name
fffff805`37030000 fffff805`3703a000
f_ih
(deferred)
Image path: \??\C:\windows\SYSTEM32\DRIVERS\f_ih.sys
Image name: f_ih.sys
Browse all global symbols functions data
Timestamp:
Tue Oct 18 09:43:46 2016 (58057042)
CheckSum:
0001256B
ImageSize:
0000A000
Translations:
0000.04b0 0000.04e4 0409.04b0 0409.04e4
Information from resource tables:

6. !analyze -v 결과 중에 의심 드라이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CallStack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STACK_TEXT:
ffff9881`99fe5b08
ffff9881`99fe5b10
ffff9881`99fe5b70
ffff9881`99fe5f30
ffff9881`99fe5f60
ffff9881`99fe5fb0
ffffbd05`dfd57660
ffffbd05`dfd577f0
ffffbd05`dfd57820
ffffbd05`dfd57850
ffffbd05`dfd57880
ffffbd05`dfd578d0
ffffbd05`dfd57950
ffffbd05`dfd579f0
ffffbd05`dfd57a50
ffffbd05`dfd57a90
ffffbd05`dfd57b10
ffffbd05`dfd57b60

:
:
:
:
:
:
:
:
:
:
:
:
:
:
:
:
:
:

nt!KeBugCheckEx
nt!KeAccumulateTicks+0x181641
nt!KeClockInterruptNotify+0x98c
hal!HalpTimerClockInterrupt+0xf7
nt!KiCallInterruptServiceRoutine+0xa5
nt!KiInterruptSubDispatchNoLockNoEtw+0xfa
nt!KiInterruptDispatchNoLockNoEtw+0x37
nt!KxWaitForSpinLockAndAcquire+0x30
nt!KeAcquireSpinLockRaiseToDpc+0x87
check64!test::Lock+0x30 [c:\test.cpp @ 205]
check64!test::EnumElement+0x65 [c:\test.cpp @ 277]
check64!testanalyze::fileinfo+0x10f [c:\testanalyze.cpp @ 1786]
check64!testcheckInfo+0x100 [c:\testcheck.cpp @ 7214]
check64!testcheckCallback+0x1ca [c:\testcheck.cpp @ 3189]
check64!stest::memoryQueue+0x9e [c:\stest.cpp @ 118]
check64!stest::checkFunc+0x9d [c:\stest.cpp @ 145]
nt!PspSystemThreadStartup+0x55
nt!KiStartSystemThread+0x28

Callstack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소/인자 등 16진수] : [모듈이름] ! [해당 모듈 내의 주소 / Offset]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항목은 nt 커널의 KiStartSystemThread+0x28 메모리 주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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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bd05`dfd57b60

: nt!KiStartSystemThread+0x28

Callstack 은 아래쪽이 먼저 호출된 함수, 윗쪽이 나중에 호출된 함수를 의미합니다. Callstack 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나중에 호출된 모듈부터 살펴봅니다. 이때, Windows의 구성요소가 아닌 모듈 중 가장 처음
나타나는 모듈이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Callstack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듈이 나타납니다.
nt >> hal >> nt >> check64 >> nt

이 중에서 nt, hal 는 windows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windows 구성요소가 아닌 모듈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check64가 문제를 일으킨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Callstack에 많이 등장하는 Windows 모듈명들은 다음과 같습
니다.

모듈명
nt
hal
io
netio
ﬂtmgr
ob

Table 1: windows 모듈명
역할
윈도우즈커널
H/W 관장
IO manager
Network I/O Subsystem
Filter manager
Object manager

의심스러운 모듈을 찾아냈다면 lmvm 명령으로 파일의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파일의 등록정보나 전자서명
정보에서 제조사 등의 정보를 체크합니다. 확인된 의심 모듈이 EDR 관련 모듈이거나 윈도우즈 관련 모듈인 경우,
%windir%memory.dmp 및 에이전트 로그를 수집하여 원인 분석을 요청합니다.

20.1. 디버그 수집과 증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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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WENTYONE

RELEASE NOTE

Genian Insights E 업그레이드 시 주의사항과 Genian Insights E V2.0 버전에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는
릴리즈 노트를 제공합니다.

릴리즈 노트의 내용은 Genian Insights E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Genian Insights E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릴리즈 노트의 내용은 제품 개선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1 업그레이드 가이드
21.1.1 주의사항
•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 반드시 업그레이드 가이드와 릴리즈 노트를 충분히 읽어보신 뒤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다운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다운그레이드 하는경우 상위버전에서 수행한 DB 테이블
변경으로 인해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야하는 경우 다운그레이드 하는
버전에서 생성한 백업파일로 DB를 복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정책서버 및 DB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반드시 백업을 수행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기존버전과 업그레이드 버전간의 버전차이가 큰 경우 다수의 DB테이블 구조변경으로 인한 Migration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CLI 콘솔에 접속하면 DB migration중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migration 중인 경우 절대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장비를 재부팅해서는 안됩니다.

21.1.2 정책서버 업그레이드 방법
Genian EDR은 관리콘솔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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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UI를 이용한 진행
• .img 파일을 관리> 업데이트 관리 에 시스템OS 에서 제품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을 업로드 한 후,
업그레이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로그인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21.1.3 에이전트 업데이트 방법 (Genian NAC 에서 수행)
정책서버 업그레이드 후 에이전트도 함께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시스템 > 에이전트 > 플러그인 에 플러그인
업로드를 선택하여 Threat Detector2 플러그인을 업로드 합니다.
Genian NAC에 설정 된 시스템 정책 동작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진행 합니다.

21.2 2.0 Release Notes
21.2.1 Genian Insights E V2.0.20 Release Notes (2021/12)
Release Date: 2021/12
Improvements
Key
5396

Description
' 블랙리스트 문자가 포함된 파일 및 폴더 이름' 이상행위 진단 관련 파일 로그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Issues Fixed
Key

Description

5223 파일상세분석 완료 이후 동일한 파일에 대한 재분석 요청 시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ﬀects
sion/s
2.0.15

Ver-

21.2.2 Genian Insights E V2.0.19 Release Notes (2021/11)
Release Date: 2021/11
Improvements
Key
5102
5195
5275
5295
5297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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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위협관리에서 위협을 악성으로 저장하면 사용자정의 IOC에 등록하도록 개선
여러 XBA 진단 룰로 진단된 경우, 신뢰도가 높은 룰이 우선 적용되도록 개선
단말 그룹 조건 추가
에이전트 설치 패키지에 Multi Sever IP 지원
XBA 계정 암호 DB 탈취 행위 진단 패턴 추가 (LateralMovement.PasswordDbStealing)
XBA 진단력 강화 (InformationLeakag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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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982 " 전체 이벤트 수집" 모드 일 때 스크립트 (.js) 파일 다운로드 시 해시값이 구해지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204 XBA 내장 예외 처리 및 ScriptingParent 룰 관련 예외처리 패턴을 여러 개 등록할 경우
첫번째 패턴만 예외처리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345 Event 전송 QoS 기능이 전송 가능한 데이터 크기를 계산하는 코드의 오류로 인해 설정된
속도보다 느리게 전송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ﬀects
Version/s
2.0.6
2.0.1
2.0.18

21.2.3 Genian Insights E V2.0.18 Release Notes (2021/10)
Release Date: 2021/10
New Features
Key
5107
4797
4943
5085
5211

Description
SQL Injection 처리방법 개선
대시보드 수동 조회 기능
Live 레지스트리 검색
서비스 장애 시 관리자 메일 알림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FILE_MASTER 최신 정보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Improvements
Key
5167
5187
5203

Description
공격스토리라인에서 이벤트 정보에 DeviceID 값이 없는 경우 화면 로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XBA 진단 및 오진 필터링 개선
" 스크립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접속" 진단 관련 오진 패턴을 추가하였습니다.

21.2. 2.0 Releas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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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876 리포트 이름 변경 시 감사로그에 데이터가 잘못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54 CLI에서 hostname을 변경하여도 시스템 hostname이 변경되지 않는 문제
5071 포지션 즉시 저장 기능 비활성화 시 저장 버튼이 탭 목록 버튼을 가리던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5111 관리콘솔의 설정 > 악성코드 분석에서 연동 정보 설정 변경 후 저장 시 TrendMicroDDA
접속을 시도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15 대시보드로 등록한 리포트가 변경 저장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16 이벤트 수집 예외처리 상세화면 팝업창에서 수정 취소 후 설정 신규 등록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20 IOC DB Port 설정 변경 시 analyzeservice 에서 DB 접속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5123 CLI Prompt에 한글 설정 시 analyzeservice가 종료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31 위협 분석 화면에서 페이지 새로 고침 후에 목록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32 XBA, Malware가 동시에 위협탐지된 경우 위협타입이 하나만 업데이트되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5142 eth0, eth1 이 아닌 인터페이스에 bond 구성시 서버목록에 IP 와 MAC 정보가 변경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72 XBA 커스텀 룰 제목 변경 후 진단 시 변경한 제목이 알림 팝업창에 반영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191 API Hooking 사용여부가 On 인 경우 에이전트 종료 과정이 지연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5202 CLI 에서 hostname 을 변경할 경우 이전 hostname이 hosts 파일에 누적되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5222 대시보드를 통해 등록한 리포트 미리보기 시 화면이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
다.
5245 대시보드 수동 조회 On 설정일 때 브라우저 크기 조절 시 대시보드 화면이 리사이징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ﬀects
Version/s
1.5.103
1.0.0
2.0.15
2.0.4
2.0.16
2.0.16
1.5.102
1.5.2
2.0.16
2.0.11
2.0.0
2.0.1

2.0.18
2.0.18
2.0.18

21.2.4 Genian Insights E V2.0.17 Release Notes (2021/09)
Release Date: 2021/09
New Features
Key
2759
4040
4744
4833
4850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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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콘솔에서 CLI 비밀번호 변경 기능 추가
빠른검색 기능 추가
Live 빠른 파일 검색
Fireeye sandbox 연동
yara rule 등록시 구문 오류 검사
Custom ML 모델 생성 플러그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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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Key
4741
4858
4926
4928
4948
4961
4991
4992
5016
5028
5050
5067

Description
수집관리 화면 목록에 연관 페이지 링크 기능 추가
파일 상세 분석 요청 REST API 변경 및 버튼 출력
감사기록 시작 및 종료 로그를 남기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협 판정 현황 기본 제공 리포트 추가
위협 알람 리포트에서 데이터 건 수 다국어 처리
샘플 수집에 대한 기준 변경
외부 위협분석 진행 중일 때도 결과 화면을 표시 할 수 있도록 개선
외부 위협 분석 결과 요청 주기 설정 추가
아티팩트 수동 수집 팝업에 안내메시지 추가
Artifact 수동 수집시 Threat ID는 전송하지 않도록 개선
파일 업로드 탐지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간 간섭 (공유 위반) 을 없애기 위해 파일 존재여부 체크 방식 개선

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876 리포트 이름 변경 시 감사 로그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46 캐시 된 위협정보로 Threat 생성 시 Feed 및 Classiﬁcation 정보가 공백으로 저장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50 사용자 추가 시 관리콘솔 화면 설정이 System timezone에 따라 설정되도록 수정되었습
니다.
4960 백업 이름 형식이 다른 dat 파일 존재 시 디스크 공간확보를 위한 오래된 스냅샷 삭제가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74 gnlogin 에서 DB password 변경 시 analyzeservice 가 정상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4978 DB 초기화 후 python plugin 목록이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90 커스텀 룰 신규 생성 시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규칙이 생성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02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 후 제품 설치 CD로 부팅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15 관리콘솔에 C-TAS 플러그인의 REST API 목록이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17 이상행위 진단규칙 리스트에 출력되는 파일명 표시 이름이 프로세스 명으로 잘못 출력
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23 제품 설치 시 네트워크 ' 격리 메시지', ' 해제 메시지' 다국어 처리가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38 진단 시 생성되는 감사로그가 System Locale 을 따르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51 폐쇄망에서 eco 연동여부가 On으로 설정되어있으면 파일상세분석이 종료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57 리포트 삭제가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63 기간 비교 그리드 및 빅넘버 위젯이 정상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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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ﬀects Version/s
1.5.103
2.0.1
2.0.17
1.5.106
1.0.0
2.0.15
2.0.17
2.0.13
2.0.11
2.0.17
2.0.15
2.0.15
2.0.15
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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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Genian Insights E V2.0.16 Release Notes (2021년 08월)
Release Date: 2021/08/11, Last Updated: 2021/08/11
New Features
Key Description
3170 기본 제공 리포트에 단말 리소스 현황 리포트를 추가하고, 빅넘버 및 차트에 퍼센트 포맷 변환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4837 에이전트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영문 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4899 에이전트 메모리DB(Memory DB) 사용 여부를 기본값으로 항상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927 에이전트 RDP 이벤트 수집을 위한 윈도우 세션 정보를 하위 플러그인에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였습니다.

Improvements
Key
4521
4694
4870
4871
4888
4894
4898
4909
4911
4925
4947
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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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영문버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 및 서버에 표시되는 영문 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MySQL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5.6->5.7)
리다이렉트 파라미터를 검증하여 제품 내 URL만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 HTML 인코딩 특수문자를 필터링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본제공 리포트가 기간별로 나눠져 생성되었으나 날짜 툴바를 추가하여 선택된 날짜에 해당하는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Insights 서버에 동일버전의 에이전트 패키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벤트 조사 화면의 검색 필터에서 필터링 된 항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벤트조사 화면의 즐겨찾기 기능이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관리콘솔에서 외부로 Http 연결 실패 시 오류 로그가 자세히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용자 정보 API 응답값에 불필요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거하였습니다.
기본 제공 대시보드가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티팩트 수동 수집 과정에서 커멘드 실행 시 Timeout을 적용하고, 수집 진행 중 새로운 수집 명령이
수신될 때 감사로그를 기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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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801 Database 초기화 시 pyplugin의 CONF 설정값이 삭제되고 재설치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4879 1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csv 원본 내보내기하면 빈 Row가 추가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84 엑셀 ' 원본내보내기' 에서 일부 필드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95 gnlogin에서 data server ip가 설정되어 있을 때 data server enable 설정 변경 시 data server
IP가 localhost로 변경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96 aggregation이 있는 빅넘버 위젯에 링크 클릭시 빅넘버 표시 위치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04 위협분석상세화면에서 아티팩트 수집 액션이 동작하지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06 최초 설치시 생성된 관리자의 " 이벤트 조사 > 즐겨찾기"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36 mysql 5.7 업그레이드 이후 백업이 정상 동작하지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81 관리콘솔 - 에이전트 재시작 명령이 수행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19 G 리포트에서 시간 컨버터가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22 G 리포트에서 사용자 정의 날짜 검색이 되지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36 트레이 아이콘 미표시 설정일 때 GsView 알림 화면이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5037 유효하지 않은 프로파일이 수신된 경우 sensor.dll이 오동작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53 트레이 아이콘 표시안함 설정일 경우 탐지위협 UI가 실행된 후 종료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5068 Master 장비에서만 파일상세분석 업로드 및 분석 요청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Aﬀects
Version/s
2.0.16
1.5.2
1.5.2
1.0.0
2.0.15
2.0.16
2.0.11
2.0.16
2.0.16
2.0.16
2.0.16
2.0.16
2.0.11V
2.0.11
2.0.16

21.2.6 Genian Insights E V2.0.15 Release Notes (2021년 07월)
Release Date: 2021/07/12, Last Updated: 2021/07/12
New Features
Key
3972
4188
4738

Description
대시보드 탭이 많아지는 경우 대시보드 탭들을 검색할 수 있는 탭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PE 파일을 Insights 서버에 등록하여 정적분석 도구를 이용한 분석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일 정적 분석시 Yara 분석 및 관련 Tag가 생성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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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Key Description
3045 NAC 정보 수집 설정에서 수집 중지 시 디버그 레벨을 Error에서 Info 로 표시 또는 수집 시작 로그가
남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543 공격스토리라인의 네트워크 이벤트 상세정보를 UDP, TCP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57 에이전트가 서버 연결이 안되는 경우 보조서버로 연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79 서버와 에이전트간 인증시 기존에는 NAC 인증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다양한 방식 (Syslog 인증
대체,AD 인증 대체, 정보 동기화에 의한 인증 등) 의 인증 정보를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85 개인화 저장된 컬럼 조회 시 언어 설정값에 따라 컬럼명 변경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88 서버 다국어 처리 보완 및 영문버전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99 CLI 설정에 system-locale 명령어를 추가하였습니다.
4751 XBA 커스텀 진단 룰에 대해서도 내장 룰와 동일하게 예외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752 중요도가 낮은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이벤트를 줄이고 서버 부하를 저감하기 위해 이벤트 전송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4764 커스텀 태그 사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4773 코드사인 기반 예외처리 목록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4788 분석 > 위협 관리 > 위협 분석 > 공격 스토리라인 상세화면 에서 이상행위 커스텀 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04 서버플러그인의 설명이 영문으로도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30 서버플러그인이 master가 아닌 장비에서도 조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35 악성IP 대응시 프로세스 강제종료 태그가 설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40 nfs client 에서 연결이 끊어진 경우 nfs client가 재기동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41 log-server 의 node-boxtype 설정시 hot, warm 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46 관리콘솔에서 사용자 Locale에 따라 버튼명이 출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74 보안상의 문제로 아파치 TLS 1/1.1는 지원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881 커널 드라이버 MS 교차인증 관련 .inf 파일 개선하였습니다.

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908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파일 상세 분석 버튼이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89 특정 조건에서 Windows hang 현상이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65 EventBypass / XBA 룰 정의 시 CmdLine으로 패턴을 정의할 경우 정상적으로 Bypass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34 분석 > 예외처리, 진단규칙 추가 메뉴가 권한 제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29 mysql 불필요한 root 계정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24 Syslog 인증 대체 옵션 변경시 즉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22 tomcat, ThreatDetector 로그의 날짜 형식이 다른 파일들의 포멧과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4820 인사정보 동기화 오류 발생 이후에도 계속 성공으로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19 syslog-ng 재구동이후 gnsysd 의 로그가 정상적으로 남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95 비정상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버 상태를 확인하는 템플릿이 렌더링되어 불필
요한 HTML 바인딩 이벤트가 수시로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94 수집관리 화면 파일 업로드중인 상태에 command 버튼이 나오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74 삭제된 XBA 커스텀룰이 진단예외규칙 추가 화면에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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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ﬀects
Version/s
2.0.15
2.0.0
2.0.1
2.0.15
1.0.0
2.0.11
2.0.12
2.0.11
2.0.11
2.0.15
2.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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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Genian Insights E V2.0.14 Release Notes (2021년 06월)
Release Date: 2021/06/16, Last Updated: 2021/06/16
New Features
Key Description
4438 중요도가 낮은 이벤트 (ProcessStart) 를 필터링하여 이벤트를 줄이고 서버 부하를 저감하기 위해 프로세스
이벤트 전송 최적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4675 위협 판정이 안전 처리된 위협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Improvements
Key
4207
4236
4307
4609
4612
4621
4633
4643
4671
4697
4716
4719
4742
4748
4753
4755
4760
4768

Description
사용자 정의 IOC에 IP등록 시 단일IP 이외에 서브넷 단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ES 통계정보 저장하도록 기능 개선하였습니다.
사용자 정의 IOC에 hash등록 시 sha256도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백업 수행시 es index 중 예외로 지정한 인덱스는 백업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엔드포인트 목록 화면에 트리구조의 조직도 (부서정보)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룹 정책 설정화면에서고급 탭은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웹 UI로 OS 업그레이드 시 DB Backup 하지않는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openssl 버전이 1.1.1k로 패치되었습니다.
위협파일 보존기간 설정을 에이전트가 아닌 서버 정책에서 수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책즉시적용버튼이 사용 권한에 따라 동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busybox 버전이 1.31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벤트 상세정보 화면의 사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Windows Defender에 의한 위협파일 수집 실패시 감사로그를 전송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커스텀 날짜 검색에 이전 이후 스위칭 검색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에이전트 배포 관리 목록에 에이전트 업데이트 사용 안하는 항목에 대한 카운트 표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벤트 발생량 추이 통계데이터 master Tomcat 구동시 한번 체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HostName 필드도 와일드카드 검색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XBA ' 정보 유출 추정' 탐지 규칙 DetectKey 생성 시 동일한 프로세스가 업로드한 경우 동일한 위협으로
진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922 에이전트 단독 버전 운영 시 플러그인 버전이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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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648 대시보드 기본탭 모드 일 경우 그리드 위젯 상세정보 창 돋보기 버튼이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59 ML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추출 벡엔드의 Swagger에 연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4662 위협의 TYPE 분류 모델 UI 업로드시 버전 정보가 잘못 업데이트 되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4682 CTI에서 IOC를 조회하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18 이상행위 진단규칙 추가시 레지스트리 설명 예시에 '/' 가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4723 ECO 위협분석 연동기에 사용되는 인덱스 맵핑 템플릿이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4747 네트워크 필터드라이버가 정상 동작하지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98 syslog 데몬 재구동 시 로그를 ol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을 잘못 추출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39 Cloud 버전에서 CustomGoodIP, CustomSuspiciousIP 테이블 생성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57 단말 등록시 최초에는 ' 기본정책' 만 프로파일에 추가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90 이벤트수집예외 및 진단규칙에 Module EventSubType이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4902 에이전트 업데이트 -패키지 다운로드 실패시 빈번하게 재시도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4905 폐쇄망 환경에서 전자서명 검증 실패로 에이전트가 삭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4916 위젯에서 검색어 입력 후 조회시 정상적으로 검색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17 SNMP Agent설정 변경 시 클러스터링 서버의 SNMP가 재시작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4924 통합검색 원본내보내기 후 리스트 더블클릭시 팝업이 뜨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938 에이전트 인증시 단말식별 정보 변경되어도 적용그룹 변경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4953 management_server_port 변경시 web 콘솔의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Aﬀects Version/s
1.0.0
2.0.14
2.0.14
2.0.14
2.0.14
2.0.14
2.0.0
2.0.14
2.0.14
2.0.11
2.0.13
2.0.11
2.0.0
2.0.14
2.0.7
1.0.0
2.0.11
2.0.7

21.2.8 Genian Insights E V2.0.13 Release Notes (2021년 05월)
Release Date: 2021/05/13, Last Updated: 2021/05/13
New Features
Key
4318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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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에이전트 트레이 아이콘 표시 및 위협 탐지 시 알림 메시지 표시에 대한 On/O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티팩트 수동 수집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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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Key Description
2813 YARA Rule 검사 수행 시 디스크, 메모리 선택 검사 및 특정 폴더 예외가 가능하도록 검사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3856 Insights 서버 설치 시 특정 예약어는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439 NetworkConnect 이벤트 전송 최적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4498 분석 > 이벤트 조사 화면에 사이드 검색 필터를 추가하였습니다.
4510 이벤트 조사 / 이벤트 상세정보 목록 보기 화면에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4511 Yara 버전을 3.6.3 -> 4.0.2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4541 서버의 kernel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4545 IOC updater 의 다운로드 URL 을 domain 또는 ip 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552 ﬁlemaster에 FileName이 없을 때 수집된 파일정보를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576 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 화면 및 이상행위 룰 진단규칙 설정 화면에서 이벤트 타입이 프로세스인 경우
표시 항목 이름을 파일경로, 파일명, 파일 설명-> 프로세스 경로, 프로세스명, 프로세스 설명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580 ProcessInjection / Windows 계정권한 탈취 행위 탐지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4584 APT32 공격에 사용되는 기법을 분석, 이상행위 탐지가 가능하도록 패턴 및 신규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4592 통합검색 > 검색 툴바의 검색창 구조 개선하였습니다.
4618 이벤트 샘플 수집 후 수집관리 화면 이동시 해당 정보가 없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25 서버포트 변경시 에이전트 재배포없이 동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31 그룹, 정책 변경시 감사로그가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4651 관리콘솔 로고 이미지 컨트롤 + 클릭시 새탭이 열리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667 XBA powershell 커맨드라인 진단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4668 동일한 XBA Rule이 너무 많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계 주기 및 임계치에 따라 진단하도록 개선하
였습니다.
4745 에이전트 CPU/Memory 사용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746 차트 컨버터 사용 시 소수점 자릿수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762 XBA 오진 필터링 패턴을 추가하였습니다.
4763 브라우저 " 시크릿탭 (프라이빗 모드)" 실행 시 해당 이벤트에 "SecretMode" Tag가 생성되도록 추가하였
습니다.
4787 에이전트 비정상 종료시 API Hooking이 동작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796 XSS 웹취약점 관련, 특정 문자 패턴 필터링 추가하였습니다.
4812 lsass.exe의 메모리덤프 수집 행위를 탐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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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557 Gnui 스타일 적용 후 Internet explorer 에서 관리콘솔 스타일이 깨져서 표시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589 관리서버 포트 변경시 에이전트가 인증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595 그룹 정책 저장 시 저장 완료 메시지창이 너무 빨리 사라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18 이벤트 샘플 수집 후 수집관리 화면 이동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던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4631 그룹 및 정책 설정 변경시 일부 누락되었던 감사로그를 추가하였습니다.
4652 Kafka JMX remote port가 보안/인증 없이 열려있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64 대시보드 위젯 타이틀 문구에 % 입력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76 2.0.11버전 에이전트부터 에이전트 종료, 시스템 부팅 등 윈도우 서비스 관련 이벤트가
수신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79 서버 업데이트 시 신규 이상행위 탐지 규칙이 추가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80 기본 룰 셋 - 상세화면-진단 예외 설정 에 검색이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82 아티팩트 수집이 되지 않는 항목이 아티팩트 수집 버튼이 활성화 되고, 수집 실패를 기록
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05 LiveResponse의 아티팩트 수집 과정에서 상대 경로 CurrentDirectory가 변경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99 계정 관리 > 관리 역할 > 메뉴 권한 제어가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11 에이전트, 서버 간 kafka 인증서가 맞지 않을 경우 에이전트 종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25 API Hooking 대상이 ntdll api일 경우 LastErrorCode를 처리하는 과정 중 생기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09 아티팩트 수집할게 없을 경우, 아티팩트 수집 시 pending ﬂag 변경 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
성이 있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813 커스텀 룰이 추가되면서 룰 이름 중복 불가로 처리됨에 따라, 기존 XBA 중복된 룰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4828 악성코드 분석 연동 plugin 의 설정을 변경하더라도 설정이 정상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4852 TcpPortBind 룰 등록 시, remote ip 값이 NULL 로 들어갈 경우 에이전트 종료 문제를 수정
하였습니다.
4865 cmd line 문자열 끝에 공백 문자가 입력되어 문자열 비교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4867 위젯 링크 기능을 통해 이벤트 조사 화면 이동 시 불필요한 화면 블록 UI 모듈 호출 처리를
수정하였습니다.
4857 적용받을 그룹 정책 수정 시 (예, 테스트 정책), 업데이트되지 않고 에이전트에서 프로파일
수신 시 기본정책이 수신되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4864 대시보드 위젯 중 검색되지 않은 문자열이 하이라이트 되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4868 단독 버전 에이전트 워치독 오동작 및 Windows 이벤트를 수신 못하는 문제를 수정하였습
니다.
4880 통합검색 화면의 검색 기능 중 Value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자동완성
안내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4890 이벤트 수집 예외 처리 설정 시 Module 타입의 Sub Type 이벤트 상세 버튼 항목이 추가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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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ﬀects
Version/s
2.0.13
2.0.11
2.0.13
2.0.13
2.0.13
2.0.13
2.0.13
2.0.11
2.0.11
2.0.13
2.0.13
2.0.13
2.0.12
2.0.9
2.0.13
2.0.13
2.0.13
2.0.11
2.0.11
2.0.13
2.0.13
2.0.13
2.0.13
2.0.13
1.5.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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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Genian Insights E V2.0.12 Release Notes (2021년 04월)
Release Date: 2021/04/14, Last Updated: 2021/04/14
New Features
Key
4404
4495

Description
WMIC 명령어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File Crawling 사용 시 예외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Improvements
Key
4572
4531
4515
4503
4501
4496
4460
4459
4458
4452
4304
4299
4061

Description
상용서버용 i40e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행위 탐지 알림 팝업창 클릭 시 탐지위협 메뉴 상세화면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CO 외부 위협분석 연동 프레임워크의 모듈명 변경 및 레포트 조회주기를 개선하였습니다.
NAC 에이전트와 트레이 아이콘 및 메뉴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커널 드라이버가 언로드되지 않는 경우에도 에이전트 모듈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설정 변경 감사로그에 변경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tc/hosts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기록하는 hosts 파일 내용을 기존보다 더 많이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
니다.
위협 분석 결과 화면에서 보고서 수신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협분석 요청 후 보고서를 계속 요청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메뉴 이동 시 자식/형제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이드 검색 필터 컴포넌트에 더보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위협 분석 연동설정이 되어 있으면 위협 분석 요청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벤트 발생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에이전트 감사 로그에 EventTime을 추가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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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4356 사용중인 관리역할이 삭제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493 관리역할 삭제 후 재삭제 시 이미 삭제된 역할도 함께 삭제 요청되는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4507 악성IP 대응에서 알림메시지가 사용안함인데 알림태그가 설정되는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4573 XBA 의심스러운 오피스 관련 파일 싱행 예외 규칙이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4590 ' 에이전트 종료됨' 등 감사로그가 특정 상황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40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직후 Crash dump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47 윈도우즈 쉘 (explorer.exe) 이 재시작되었을 때 트레이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58 Genians 전자 서명된 ProcessStart 이벤트가 수집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691 대시보드 내보내기 시 압축과정 오류로 인한 대시보드 조회에 실패하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4701 HTML 태그가 포함된 문자열 전체를 검색할 때, Hightlight 태그가 잘못 들어가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20 윈도 서비스관련 이벤트가 수신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26 로그 기록 과정에서 crash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35 파이 차트 데이터에 '' 가 들어가있는 경우, 링크 기능이 정상동작 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739 managementserver_port 변경시 에이전트 로그가 수집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ﬀects
sion/s
1.0.0
2.0.12

Ver-

1.5.100
2.0.5
2.0.9
2.0.12
2.0.11
2.0.9
2.0.11
2.0.12
2.0.11
2.0.13
2.0.12
1.5.104

21.2.10 Genian Insights E V2.0.9 Release Notes (2020년 10월)
Release Date: 2020/09/28, Last Updated: 2020/09/28
New Features
Key

Description

3818 특정 키워드의 빈도수에 따라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워드클라우드 위젯을 추가하였
습니다.
3949 관리콘솔의 서버 정보 새로고침 버튼을 통해 서버 설정 및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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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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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Key

Description

3381 대시보드 그리드 위젯 정렬 기준에 대한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596 Elasticsearch 의 특정 인덱스 데이터를 MSSQL 로 복사하는 Plugin을 추가하였습니다.
3899 SYSLOG 전송 시 logstash 를 통해 전송하지 않고 syslog 데몬을 전송하고 TCP 전송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903 DB 마이그레이션시 쿼리 오류가 디버그 로그로 남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911 리포트 메뉴에서 현재 서버에 사용 중인 대시보드 및 위젯을 가져와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3955 이상행위 룰 관리 화면 및 진단 예외 설정 화면 사용성 개선
3964 위협 모니터링 화면 엔드포인트 만대가 넘어가는 경우 표시되지 않던 문제를 개선하였습
니다.
4004 코드사인 기반 예외처리 목록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4028 이미지 파일의 RelatedFile 이벤트와 FileCopy 이벤트가 남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067 EventBypass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Fixed Version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Issues Fixed
Key

Description

3933 서버관리 > 서버목록 UI에서 관리단말 카운트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3934 online/oﬄine이 반복될 때 이벤트 oﬄine 표시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943 에이전트 삭제시 설치 로그를 모두 삭제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05 일부 PC에서 DocPrint 이벤트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17 File,Module 이벤트의 IsSystem 항목에 잘못된 값이 구해지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4021 advance 설정에서 에이전트 내부 동작 설정/DB 파일 정리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동작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49 RC버전에서 syslog 설정이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54 시간 필드가 없는 단일 인덱스의 경우, 통합 검색 및 대시보드 위젯에서 검색 에러
발생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57 API Hooking 사용 설정이 ON인 경우 일부 프로세스에서 hang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59 통합검색에서 2 Depth 컬럼 설정 시 컬럼 이름이 중복으로 들어가던 문제와 이벤트
조사에서 컬럼 size 조정 시 이벤트 요약 컬럼이 사라지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146 위협탐지시 Alert UDP (Unsent)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165 python backend plugin 모듈이 hot 서버에서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179 kafka-topics-checker 가 Kafka를 재구동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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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ﬀects
Version/s
1.5.105

Fixed
Version/s
2.0.9

2.0.2
2.0.3
2.0.7
2.0.0

2.0.9
2.0.9
2.0.9
2.0.9

1.5.107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6

2.0.9

2.0.1
2.0.6
1.5.107

2.0.9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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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 Genian Insights E V2.0.8 Release Notes (2020년 09월)
Release Date: 2020/09/04, Last Updated: 2020/09/04
New Features
Key
2392
3313
3532
3842
3865
3913
3950

Description
Insights 관리 콘솔 2 Factor 인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Event Bypass(수집 예외처리)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Live Response에 MarkAny DRM 문서 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VolumShadowCopy 서비스를 이용한 백업/복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Live Response를 통한 프로세스 덤프 생성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벤트 조사 화면에서 이벤트 예외처리 등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VMWare의 VMXNET3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드라이버를 추가하였습니다.

Fixed Version
2.0.8
2.0.8
2.0.8
2.0.8
2.0.8
2.0.8
2.0.8

Improvements
Key

Description

3150 대시보드 위젯의 수치 집계시 특정 필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짓수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3691 위젯 추가 시 log-nac 인덱스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불필요한 검색이 발생하던 문제 및 위젯
설정 시 테스트 쿼리 검색이 여러 번 수행되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3754 리포트 메뉴에 썸네일 및 element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면에서 사용
되는 사소한 용어 변경 및 UI 사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3803 mysql 명령호출시 비밀번호 전달방식을 환경변수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859 Live Response 연결 시 관리자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874 클라우드 환경에서 세션 타임아웃 시간 초기화 안되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3901 수집관리에서 파일 업로드 취소 기능이 동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914 Tomcat 버전 업그레이드 (8.5.57)"
3915 Elasticsearch 검색 화면 자동 완성 기능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3930 LiveResponse 사용권한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935 ShadowCopy 복원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3983 기간비교 그리드 위젯의 두 기간의 집합 데이터가 0 인 경우에도 위젯 출력하도록 개선하였
습니다.
4065 cleanXSS 필터에 대문자 태그도 필터링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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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3711 mysql custom data 적용 중 IndexPattern.sql 에 정의된 내용이 정상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850 ﬁle db 에서만 사용되도록 한 테이블이 memory db 에 생성, 사용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05 에이전트 내부 동작 - 여유 메모리 반환 기능의 on/oﬀ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68 이상행위 룰 관리-이벤트 수집 예외 설정 변경 후 정책 즉시적용 실행 시 일부
에이전트에 수정 전 Proﬁle 이 전달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70 EventBypass 수정 오류 및 Enable 여부 변경 시 감사로그가 생성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98 수집관리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되지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02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웹콘솔 안나오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41 수집예외처리 바로등록시 IntegrityLevel값으로인해 수집이 실패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47 DBBACKUP 파일의 SQL 사이즈가 0인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48 최초 설치 후 syslog 화면 설정 순서가 변경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58 ' 이벤트 조사' 의 컬럼을 리사이징하고 새로고침할 시 ' 이벤트 요약' 컬럼 표시
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125 다중 빅넘버 위젯의 수치 집계 중 고유개수를 사용하는 경우, 링크 시 검색
쿼리가 잘못 생성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Aﬀects
Version/s
1.5.100

Fixed
Version/s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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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 Genian Insights E V2.0.7 Release Notes (2020년 08월)
Release Date: 2020/08/07| Last Updated: 2020/08/07
New Features
Key
2751
3169
3554
3748
3769

Description
관리콘솔에서 시스템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커스텀 리포트 컴포넌트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ML을 활용한 악성코드 Type/Family Predict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Live Response 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문서 출력 (DocPrint) 이벤트를 지원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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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Key

Description

3383
3594
3599
3677
3700
3702

엔드포인트 목록 그리드 컬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하였습니다.
위협 모니터링 화면에 실시간 위협 알람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Insights 에서 사용하는 port를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Live Response Tab키 지원 및 Text Copy & Paste 가능 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위협관리 목록 페이지에 스크롤링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위협 상세화면 Device 탭에 탐지된 단말수가 10개를 넘어가는 경우 " 더보기"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윈도우즈 커맨드 (Anomaly.RarelyUsedCommand) 에서 세분화된 규칙들의 예
외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대시보드 위젯 링크시 클릭한 차트 데이터의 조건만 전달하는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범용 프로세스인 DllHost.exe에 대한 설명을 ProcessStart 이벤트에 추가하였습니다.
컬럼설정 컴포넌트에서 빠른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원본보기 창에서 검색 단축키 사용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랜섬웨어 (RenameDocumentThresholdExceed) 규칙 진단 및 대응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작된지 30 일 이상 지난 Process 의 이벤트가 스토리라인에서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자가 포함된 파일이름 (Fake.BlackListedCharInFileName) XBA 진단 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위협 관리화면 메모 표시 사이즈를 개선하였습니다.
에이전트 Heartbeat 및 리소스정보 전송시 이벤트 시간을 제거하였습니다.
FileUpload 모니터링 확장자 및 파일 포맷을 추가하였습니다.
분할압축 관련 (RenameDocumentThresholdExceed) 규칙을 오진하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
다.
업로드된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chrome / edge 브라우저에서 FileDownload / HttpDownload 이벤트가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IOC Version 2 사용시 버전 표시 화면에 업로드 버튼 항시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746
3749
3755
3757
3758
3760
3781
3792
3800
3807
3845
3879
3898
3922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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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ixed
Key

Description

3632 제품 초기 설치 시 불필요한 로그 메시지 출력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642 ECO 시스템에서 api-key 발급시 tomcat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3768 대시보드> 리포트등록 후 출력 시 데이터가 표기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3784 리포트관련 버그가 일괄 수정되었습니다.
3798 MLScheduler 작동시 정상적으로 MySQL Query 결과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820 이벤트 조사 화면 컬럼 설정 창에서 우측 목록 순서 안맞는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3867 블랙리스트 문자가 포함된 파일이름 (BlackListedCharInFileName) 오탐 문제
가 수정되었습니다.
3876 파일수집시 감사로그에 UploadSize=0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880 자체보호-프로세스 보호가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889 클라우드 환경의 Insights Beta에서 python backend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문
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893 파일유사도 조회시 로컬DB를 사용하도록 하는 옵션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896 SHA256 인증서 관련 Hotﬁx가 설치되지 않은 Windows7에서 드라이버 로딩
에 실패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20 이벤트연결분석 화면에 부모 프로세스를 이벤트를 표시 못하는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3923 정책즉시적용 없이 에이전트가 접속프로파일을 가져가는 문제가 수정되었
습니다.
3924 컬럼 설정 컴포넌트에서 빠른 검색 후 목록 드래그 시 정상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73 이상행위 룰 관리 Excel Import 시 자동대응 예외가 설정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3988 getﬁle 명령어로 oﬃce 관련 파일 수집 후 압축 해제 시 원본 파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19 위젯 검색 조건에 % 문자가 포함된 경우 링크 기능 사용시 에러 메세지가
뜨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4036 크롬 최신버전에서 위젯 설정 팝업이 나오지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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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 Genian Insights E V2.0.6 Release Notes (2020년 07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3358 Live Response (보안점검) 서비스 추가
실시간으로 단말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명령 수행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Live Response
(보안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3245 관리자 권한별 메뉴 및 기능 제어 설정 추가
관리자 권한별 메뉴 및 기능 제어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트리 메뉴의 체크 박스 해제 시 관리 콘솔의 대 메뉴가 숨김 처리되며, 메뉴별 사용 권한
설정 on, oﬀ 시 해당 메뉴가 disable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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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9 업로드 파일 관리기능 추가
악성코드 파일 또는 일반 파일을 서버로 수집,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수집 관리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 #3715 샘플 자동수집시 관리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
위협파일 샘플 자동수집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파일 요청자를 @SYSTEM 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560 관리콘솔 로그인화면 제한 기능 추가
관리콘솔 접속 시 관리자 계정에 허용된 IP만 관리콘솔 화면이 표시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666 필드명 자동 검색 기능 출력명과 필드명 둘다 검색 되도록 개선
필드명 자동 검색 시 필드명만 검색이 가능했으나, 출력명과 필드명 모두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655 엔드포인트 상세화면 > 위협 이벤트 화면 개선
엔드포인트 상세화면의 위협 이벤트 탭에 endpoint2 인덱스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으나 위협
정보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어 alert2 인덱스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탐지 시각을 EventTime에서 실제 위협을 탐지한 DetectTim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3586 대시보드 다중 빅넘버 위젯 숫자 표시 컨버터 기능 개선
대시보드 다중 빅넘버 위젯에 퍼센트로 표시하는 옵션 사용 시 실제 값이 이미 퍼센트 값인 경우
퍼센트로 단위 환산하여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하고,
퍼센트 포맷 이외에도 다양한 포맷 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580 엔드포인트 리소스 및 Agent 리소스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UI 추가
수집된 엔드포인트 및 Agent의 CPU, Memory, Storage(Agent Installed Drive) 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소스 사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 #3319 유사도해시를 통한 악성코드 오탐처리 자동화
머신러닝으로 탐지된 악성코드에 대해 유사도 해시검사결과를 이용, 100% goodware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안전처리가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673 SYSLOG 전송 중 특정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설정된 문자열로 전송되도록 개선
• #3605 java python 을 위한 memory 관리 확장 라이브러리 추가
• #3643 ML 이름기반 예외처리 목록이 특정 개수 이상 저장되지 않는 문제 개선
• #3613 local.conf 무결성 체크하도록 개선
• #3608 SMTP 메일서버 MSA/STARTTLS(tcp/587) 방식 지원
• #3721 사용자가 탐색기 (explorer) 를 이용해 발생시키는 이벤트는 병합하지 않도록 개선
• #3621 에이전트 Dump파일들을 압축하여 보관하도록 개선
• #3522 XBA 진단 시 alert 항목 별 헤더 타이틀 정리
• #3501 지정 확장자 파일 목록 관리 기능 (DOC_LIST)
• #3307 에이전트 자체 보호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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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수정
• #3697 TrendMicro DDA 로 위협분석 결과 조회 시 시간 데이터가 달라서 조회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 #3696 목록화면에서 페이지 이동 후 검색조건 변경 시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검색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 #3688 NAC에서 요청한 파일평판 조회를 처리하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67 샘플파일 수집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빈 파일을 압축해서 전송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59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동일한 PID 를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실행된 프로세스가 이전 실행 프로세스의
행위를 한 것 처럼 잘못 기록, 오진이 발생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47 이벤트 수집은 잘 되지만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 db 파일 integrity 검사 루틴 강화
• #3809 다중 노드에서 에이전트가 Live Response 수행중일 때 에러메시지가 출력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21.2.14 Genian Insights E V2.0.5 Release Notes (2020년 06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3362 이상행위 룰 관리 화면 추가
이상행위 정책에 대한 사용 여부, 대응방법, 예외처리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이상행위 룰
관리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 #3346 분석 > 위협관리 목록에서 샘플 수집, 추가 분석 리포트 보유 위협은 아이콘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분석 > 위협관리 목록에서 샘플 수집, 추가 분석 리포트 보유 위협에 아이콘을 표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514 이벤트 조사화면 목록 UI 개선
분석 > 이벤트 조사 및 분석 > 엔드포인트목록 상세화면의 이벤트 조사 화면에서 컬럼 설정 및
설정이 개인화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최초 설치가 아닌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컬럼 설정의 일부 컬럼명이 한글로 설정되어 있지않아
영문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3515 통합검색 화면에 최근 검색기록, 즐겨찾기 기능 추가 및 검색필터 기능 제거
통합검색 화면에 최근 검색기록과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데이터 입력 및 검색 후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표시된 검색조건이 자동으로 입력된 즐겨찾기 추가 화면이
표시됩니다.
즐겨찾기 저장 후 검색필터 클릭 시 추가했던 즐겨찾기 목록 및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각 최대 50건) 최근 검색 기록은 브라우저 캐시가 삭제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 #3571 ES 구동 시 Template 등록을 Skip 할 수 있는 설정 추가
ES 구동 시 Template 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disk/sys/conf/ESTEMPLATESKIP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Template 등록을 생략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cluster 환경에서는 master 서버 이외의 서버에 파일 생성)
• #3527 IOC를 통한 위협 탐지시 IOC Feed 정보 추가
CQ vista를 통한 IOC 탐지가 아닌 경우 (secudium) alert2,threat2,ﬁlemaster 인덱스의 feed 필드에
탐지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577 Tomcat 실행속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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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 실행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검색하지 않고 불필요한 파일은
제거하여 실행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3593 Tomcat 버전 업그레이드 8.0.53 -> 8.5.54
tomcat 취약점으로 인해 tomcat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 #3561 mysql 취약점 점검 관련 개선
mysql 취약점 관련,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하고 파일 구동 시 파일 권한을 변경하였습니다.
• #3562 이전 위협정보로 샘플수집 명령 전송해서 수집 실패 발생하는 문제
수동으로 샘플수집 명령 수행 시 마지막 위협정보를 가지고 샘플수집 명령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EventTime과 DetectTime이 다른 경우 샘플수집에 실패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샘플수집 시 EventTime이 아닌 DetectTime(최근 탐지 시각) 을 기준으로 수집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3397 타솔루션 대응연동을 위한 REST API 개선
타솔루션과 위협대응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본 REST API 를 추가하였습니다.
• #3415 에이전트 설치/업데이트 시 오래된 로그 삭제 기준 변경
에이전트가 설치/업데이트 될 때 오래된 파일의 삭제 기준을 7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3289 오진율 저감을 위한 XBA 진단 로직 개선
오진율 저감을 위한 XBA 진단 로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오피스 프로세스 실행, 오피스에 의한 비정상적인 실행파일 Drop, 의심 커맨드 관련 진단 로직은
일부 수정하고 오진이 발생하던 일부 이상행위는 오진 필터링 패턴을 추가하였습니다.
• #3544 에이전트 패키지 이름에 Insights 버전을 알 수 있도록 개선
에이전트 빌드 시 패키지 명에 NAC 버전 정보만 표시하고 있어서, Insights 버전도 확인활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플러그인 버전 및 날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 #3563 SSH 통신 포트 변경 기능
CLI에서 SSH 통신포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
포트인 3910 으로 동작합니다.
• #3615 위협 상세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위협 관련 정보 추가 및 정리
위협 상세화면에 위협관리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협 관리 정보 를
추가하였습니다.
• #3573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벤트 조사 화면 사용성 개선을 위한 옵션 다양화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검색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이 있어서 최초에 관리콘솔에 진입하는
경우 데이터 자동 검색을 하지 않는 옵션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색 기간 또한 범위를 좁혀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간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 #3570 위협 모니터링 이벤트 발생량 추이 차트 성능 개선
위협 모니터링 화면에 이벤트 발생량 추이 그래프 출력 시, 검색하는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화면 전체 표시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조회 시 매일 최초에 한 번만 질의하고 local Storage에 캐시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363 Python Plugin 관리 UI
외부 연동 플러그인을 관리콘솔에서 등록 및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 이전에 연동설정이 되어있던 외부 연동 플러그인은 삭제 후 재설정이 필요하며,
master 서버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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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4 XBA 진단룰 ShadowCopy 삭제 (Ransomware.DeleteShadowCopy) 의 대응 방식 변경
ShadowCopy를 Delete하는 커맨드가 실행되는 경우, 실행된 커맨드 (자식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부모 프로세스도 함께 종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578 FileRead / FileCreate 이벤트를 기반으로 FileUpload를 탐지
FileUpload 탐지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사전에 탐지 대상 site를 정의하고, 탐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292 XBA 의심스러운 certutil 실행 (Anomaly.DeobfuscateCommand) 추가
certutil.exe 라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서관련 유틸을 이용하는 행위 (난독화된
페이로드를 복호화 (decord) 할때 진단) 진단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버그 수정
• #3638 windows7 이전 버전의 공유폴더 접근 시 PC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51 에이전트 Shutdown 과정에서 Deadlock 발생, 에이전트 중지/업데이트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05 위협분석에서 ReversingLabs 연동 시 정보를 수정하면 DB설정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59 관리자가 등록한 일부 XBA 예외 설정이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파일 경로가 예외조건에 추가되어 있고 일부 이벤트 타입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처리가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04 gsagent.exe - x86에서 로그 기록 중 크래시 발생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02 레지스트리 이벤트가 XBA 행위기반 진단된 경우 관리자 예외 처리가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 #3590 잘못된 레지스트리 Tag 제거
잘못 기록된 레지스트리 Tag를 제거하였습니다.
• #3747 Kafka 미연결시 에이전트 종료가 지연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806 lsass.exe(로컬 보안 인증 하위 시스템 서비스) 가 불필요한 이벤트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서 RegSetValue
에 대한 이벤트는 예외처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3816 GoogleDrive 동기화 앱의 FileUpload 이벤트가 정확히 남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817 XBA 룰 " 히든파일실행" 에 대한 관리자 예외처리가 동작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21.2.15 Genian Insights E V2.0.4 Release Notes (2020년 05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3361 폐쇄망 환경에서 SSDEEP기반 유사도지표 제공
폐쇄망 환경에서 SSDEEP정보를 이용하여 유사도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 환경설정> 악성코드 분석 에서 파일유사도 조회 > 로컬
DB 사용 을 On 으로 설정하여야하고,
유사도지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관리 > 시스템 > 업데이트 관리 > 유사도해시 업데이트
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3320 SSDEEP 유사도해시 결과 Goodware 에 대한 표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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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해시 결과가 malware 인 경우에만 악성코드 패밀리 정보가 출력되었으나 Goodware인
경우에도 패밀리 정보가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340 삭제된 에이전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UI 추가
엔드포인트 목록에서 에이전트 상태정보를 UP,DOWN, 네트워크 격리 상태 정보만 제공했으나,
에이전트가 삭제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상태정보 아이콘을 변경하였습니다.
• #3486 오피스 프로세스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FileCreate를 중복 기록하지 않도록 개선
오피스 프로세스에서 같은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FileCreate 를 1건만 기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485 문서 파일의 FileDelete 이벤트는 중요이벤트로 기록되도록 기능 변경
기본이벤트 수집 시 문서 파일의 FileDelete 이벤트도 중요이벤트로 기록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336 의존하는 위젯에 필요한 필드값으로 검색 조건을 넘기는 기능 추가
대시보드 위젯에 링크 기능 사용 시, 의존하는 위젯에 필요한 필드값으로 검색 조건을 넘기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NAC 의 UserName을 endpoint 의 AuthName 으로 검색할 때)
해당 기능은 그리드 위젯, 빅넘버 위젯, 기본 차트 위젯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407 통합검색에서 JSON 구조의 데이터를 목록에서 볼 수 있게 개선
통합검색 및 대시보드 그리드 위젯에서 컬럼 표시할 때 json 원본 데이터의 최대 5 Depth까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3516 이벤트에 기록되는 FileType의 정확도 향상
사용자가 문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한 경우 해당 파일이 문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기록될 수
있는데, FileCreate 이벤트의 경우 파일 Signature를 검사하지만
FileMove 이벤트는 확장자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파일타입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FileMove 이벤트 발생 시에도 파일의 Signature를 체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511 nﬁlter.sys 무한리부팅 회피 기능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 (nﬁlter.sys) 의 무한 리부팅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에 사용한
드라이버 초기화 확인 후 부팅을 시도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488 수집 대상 레지스트리 및 Tag 정보 추가
Bluetooth , 핸드폰 연결 시 MTP(media transfer protocol), USB 저장장치 연결 시 생성되는
레지스트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348 EventBypass 기능에 Hash / ML Feature를 구하지 않는 설정 추가 지원
EventBypass 기능에 nohash 라는 action을 추가, 이벤트는 기록하고 hash만 구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파일 확장자가 .tmp 인 경우 파일이 다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feature값 생성 시 오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간 delay를 2초 -> 120초 후 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3034 Connect 성공/실패가 혼재된 경우 따로 Grouping 하도록 개선
Network connection에 대한 성공/실패가 혼재되어 있어 현재 연결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network connect, disconnect 할 때 정보를 각각 기록하고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504 숫자 표시 컨버터 및 빅넘버 포맷 설정 기능 개선
빅넘버 위젯에서 포맷설정-> 소수점 자리 수 숫자 입력 시 소수점 자리 만큼 바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3337 Hot-Warm 아키텍처 사용시, Warm 인덱스에 검색하는 경우 검색 속도 경고 출력 기능

130

Chapter 21. Release Note

Genian EDR

Hot-Warm 아키텍처 사용시, Warm 인덱스에 검색하는 경우 검색 속도가 느리다는 경고창이
출력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경고창은 검색 기간이 변경될 때마다 표시되며, 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시스템 > Hot-Warm
아키텍쳐 사용 On, Warm 노드 검색 경고 설정에서 O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3542 수집대상 레지스트리 및 Tag 추가
cmd 실행 및 터미널 서비스 관련 레지스트리가 변경될 경우 Tag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 #3472 비밀번호 변경 및 사용자 정보 수정 시 기존비밀번호 확인하도록 개선
비밀번호 변경 및 관리자 정보 변경 시 현재 로그인한 관리자 의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535 위협 관리 화면에 이상행위 탐지시 이상행위 프로세스 정보 추가
이상행위 탐지 시 위협 분석 상세화면에 이상행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상세화면이
아닌 위협 관리화면에서도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674 ReversingLabs A1000을 통한 악성코드분석 연동
ReversingLabs A1000 연동을 통한 악성코드 분석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ReversingLabs A1000
제품 보유 고객에 해당)
관리 > 설정 > 악성코드 분석 에서 ReversingLabs A1000 연동 정보를 설정합니다.
위협 분석 상세 화면에서 위협분석 요청 버튼을 클릭, 분석이 완료되면 위협분석 결과 버튼으로
변경되며, 클릭 시 분석 결과가 팝업창으로 표시됩니다.
• #3507 virustotal 외부 링크를 최신 URL 로 변경하였습니다.
• #3653 openssl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OpenSSL 1.1.1g)
• #3399 에이전트 Kafka 버전 업그레이드
• #3458 SYSLOG 전송 시 특정 필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NULL 문자열을 전송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버그 수정
• #3430 Secudium IOC 연동 후 전체 수량을 표시 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68 Endpoint 플랫폼 필터 검색시 결과가 다르게 표시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95 File이벤트를 EventBypass 설정한 경우에도 FileHash를 구하면서 CPU를 과점유하는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 #3478 유입된지 하루 이상 지난 경우 ProcessStart 등의 이벤트에 유입경로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 수정
유입된지 하루 이상 지난 경우 inﬂowidx 에 유입날짜를 기록, 유입경로 이벤트 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3591 서버 관리 화면의 단말 컬럼 링크를 통해 엔드포인트 목록 조회시 정상 동작 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00 빅넘버 위젯에서 수치를 최대 또는 최소로 표시할 때, 원본 데이터와 변환된 데이터 검색 오류로 링크
기능이 정상 동작 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624 대시보드 > 연결된 위젯에 출력 기능이 정상동작하지 않는 문제
분석모드 또는 위젯 간 의존된 상태에서, Backslash가 들어간 데이터를 클릭하여 연결된 위젯에
데이터를 출력할 때 검색결과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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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 Genian Insights E V2.0.3 Release Notes (2020년 04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2574 엔드포인트 시스템 리소스 수집
엔드포인트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리소스 정보를 수집,
표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관리 > 설정 > 환경설정 > 시스템 메뉴에서 리소스 사용량 수집 여부 및 주기에 따라 시스템
리소스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분석 > 엔드포인트 목록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엔드포인트 목록의 IP 클릭 시
기본정보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10 대시보드 그리드 위젯에 링크시 클릭한 항목과 다른 필드값을 검색 조건으로 넘기는 기능
그리드 위젯에서 링크기능 사용 시 클릭한 항목과 다른 필드값을 검색 조건으로 넘기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3314 의존관계 위젯 설정 CONF engine 다중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위젯간 의존모드 설정 시 하나의 위젯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다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 #3323 USB 저장매체 상세정보 표기 (시리얼 번호, 제조사 정보)
USB 저장매체가 시스템에 사용될 때 해당 매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Serial정보 및 제조사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 #3400 Elasticsearch Shard 개수 설정 추가
elasticsarch shard 개수 (2~32) 를 CLI 명령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log-server enable 명령 수행 후 shard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다중서버 구성 환경에서는 모든
서버에 동일하게 shard 설정을 해야 합니다.
• #3406 위협 모니터링 화면에 이벤트 발생량 추이 그래프 성능 개선
위협 모니터링 화면에 이벤트 발생량 추이 그래프 출력 시, 검색하는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화면 전체 표시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간 평균 데이터는 매일 최초에 한 번만 질의하고 local Storage에 캐시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423 SNMP 수집기 성능 향상
• #3333 FileUpload 이벤트 진단율 개선
• #3376 머신러닝 모델 업데이트 (2.0.3)
• #3379 위협 상세화면에서 목록으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 스크롤 위치 기억해서 이동시키도록 개선
• #3316 대시보드 위젯 다중 의존모드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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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수정
• #1298 AnalyzedService와 MLDetector 데몬이 지속적으로 재구동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51 인덱스 관리에서 system-info 인덱스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인덱스가 삭제되지 않고 누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덱스 관리에 표시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3614 IE 11 브라우저에서 분석 탭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75 위협 관리 화면에 YARA룰로 탐지된 위협 정보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 #3610 대시보드> 분석모드에서 리포트 등록 시 빈 화면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11 인덱스 필드 목록화면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 목록에 안보이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72 Apache 버전이 2.2에서 2.4로 변경된 이후 syscollect 수집 정보에서 httpd status 정보가 수집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21.2.17 Genian Insights E V2.0.2 Release Notes (2020년 03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3204 openssl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OpenSSL 1.0.2r)
기존 버전의 openSSL 유지보수 종료로 인해 openSSL 버전을 1.0.2r -> 1.1.1d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2.0.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 서버-> 에이전트 순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3060 WebUI에서 파일 업로드로 IOC 업데이트 기능 추가
폐쇄망 환경에서 IOC DB 업데이트 시 CLI를 통해 매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OC DB 초기화 (initiocdb.sh) 를 통해 전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 후, 관리콘솔에서 월별 IOC
파일을 업로드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콘솔을 이용한 업데이트 시 아래 순서대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 #3177 CLI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기능 추가
CLI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변경 주기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2415 Event 오프라인/드라이브 볼륨마운트 BusType, VolumeType 정보 추가
서버와 통신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외부 매체 사용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endpoint2
인덱스에 저장장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 #2835 서버관리 메뉴 추가
멀티서버 구성 시 각 서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관리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 #3076 Tag 필드 검색에 wildcard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Tag 필드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대소문자 구분없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wildcard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전 날짜의 Tag 필드 wildcard 검색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reindexing 작업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일 또는 해당 월 정도만 reindexing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3233 분석 > 위협관리 목록에서 대응 담당자 확인 컬럼 추가
분석 > 위협관리 목록에서 위협 대응을 설정한 담당자 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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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7 이상행위 (XBA) 탐지시 분석 상세화면에 의심파일 관련 정보 표시하도록 개선
이상행위 탐지 시 외부에서 유입된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이 확인될 경우 SSDEEP 정보 및
파일 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심파일 정보는 분석 > 위협 관리 및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68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된 실행파일이 생성 직후 실행된 경우 HttpDownload 이벤트가 남지않는 문제
개선
파일 다운로드 시 Zone.Identiﬁer ADS의 유입정보를 확인하는데, 파일 다운로드 직후 실행하는
경우 Zone.Identiﬁer ADS정보가 삭제되어 다운로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없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Zone.Identiﬁer ADS가 생성되었을 때 즉시 정보를 읽어 메모리에 보관하도록 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282 이상행위 (XBA) 의심 파일 지목 시 스크립트 실행프로세스 대신 시스템파일이 아닌 부모프로세스를
지목하도록 개선
외부 실행파일이 sc.exe(윈도우 서비스 제어 관리) 등 스크립팅호스트가 아닌 커맨드를 실행하여
이상행위로 진단되는 경우, 외부 실행파일이 아닌 sc.exe가 의심파일로 지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심 파일 진단 시 스크림트 실행프로세스 대신 시스템파일이 아닌 부모프로세스를 찾아
진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284 탐지 발생 시 탐지 정보에 MAC Address 추가
위협 발생 시 threat2, alert2 인덱스에 엔드포인트의 MAC Address 정보를 추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관리 > 인덱스 관리 에서 threat2와 alert2 의 인덱스 다시불러오기를 완료해야 통합검색에 표시
및 syslog 전송 시 MAC 컬럼이 표시됩니다.
• #3288 이상행위 (XBA)-실행코드 인젝션 (PortableExecutableInjection) 진단로직 수정
실행코드 인젝션의 경우 인젝션 Target Process가 이미 시스템에 존재하는 실행파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스템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에 대한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Target Process가 시스템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에는 진단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291 이상행위 (XBA)-의심스러운 언어코드 / 의심스러운 파워쉘 커맨드 진단 예외 추가
이상행위 (XBA)-의심스러운 언어코드 및 의심스러운 파워쉘 커맨드 진단 시 확인된 오진
(ASUSTeK) 에 대한 예외 패턴을 추가하였습니다.
• #3293 모든 이상행위 (XBA) 정책에 예외처리되는 프로세스 인증서 추가
이상행위 탐지 시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로 서명된 프로세스는 모든
정책에 대해 예외처리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178 서버-에이전트 UDP통신 시 대칭키 암호화를 AES/CBC/128->AES/CBC/256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
였습니다.
• #3166 AnalyzeService의 파일평판 조회 결과를 ﬁlemaster에 저장하도록 변경

134

Chapter 21. Release Note

Genian EDR

버그 수정
• #3243 chrome에서 다운로드된 실행파일이 생성 직후 실행되는 경우 유입경로 추적에 실패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248 관리> 인덱스 관리> 인덱스 생성 화면에서 시간 기반 설정 시, 시간 필드에 불특정 필드값이 들어가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269 에이전트 설치 전에 연결된 NetworkConnect 이벤트의 Direction 항목에 "UNKNOWN" 으로 기록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277 CLI 접속 허용 IP 제거 후 재 설정 시 CLI 접속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281 이상행위 (XBA) 진단 시 악성코드 의심파일이 삭제된 경우 파일정보가 구해지지 않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 #3287 cluster 구성된 환경에서 backup 사용여부 설정 변경 시 backup이 중복으로 수행되는 문제가 수정되
었습니다.
• #3294 분석탭에서 특정 메뉴 선택 후 메뉴 접기-> 펼침 시 선택했던 메뉴의 스타일이 사라지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75 의존 모드 검색 후 그리드 위젯 엑셀 내보내기시 의존 모드의 영향 없는 전체 데이터가 생성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81 위협 상세화면에서 유사도 지표 데이터가 있음에도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92 사용자정의 IOC 에 good IP 등록 시 예외처리 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473 위협 대응 시 파일 삭제가 되면 SSDEEP 수집에 실패, 이전에 다른 위협 파일의 SSDEEP 정보를
전송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03 IE 브라우저 11에서 위협 상세 화면 깨지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 #3523 레지스트리 Key,value 정보를 확인하도록 정의된 경우에 키,value 정보 변경 시 관련 레지스트리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526 FileMove 인 경우 Filepath 정보를 잘못 확인하여 SSDEEP 정보를 구하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
니다.
• #3512 웹콘솔에서 ES 관리콘솔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21.2.18 Genian Insights E V2.0.1 Release Notes (2020년 02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3085 SSDEEP정보를 이용한 유사도지표 기능 추가
머신러닝으로 탐지된 의심 악성코드의 SSDEEP 정보를 수집, 알려진 악성코드의 SSDEEP
정보와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고
의심 파일이 악성 파일의 변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사도지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사도지표 기능은 관리 > 설정 > 악성코드 분석 메뉴에서 유사도해시 수집 및 파일유사도 조회
설정을 On 으로 설정하고 Ecosystem과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 #3213 이상행위(XBA) 대응 시 종료 대상 프로세스가 스크립팅 호스트인 경우 부모 프로세스까지 종료하도록
개선
프로세스 강제 종료대상이 스크립팅 호스트 (powershell.exe, wscript.exe, cmd.exe) 인 경우, 해당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스크립트를 실행한 부모 프로세스까지 강제종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199 Wireless AP 관련 레지스트리 수집 및 태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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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AP 관련 레지스트리가 수정되면 'WirelessAP' 가 태그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129 공유폴더 'FolderShare' 태그 추가
공유폴더 레지스트리가 수정되면 'FolderShare' 가 태그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236 블루투스 프로세스 실행 시 'Bluetooth' 태그 추가
Bluetooth 관련 프로세스 (fsquirt.exe) 가 실행되면 'Blutooth' 태그가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172 이상행위 진단 Rule 세분화
이상행위 정책 중 의심스러운 윈도우즈 커맨드 (Anomaly.RarelyUsedCommand) 에 시스템
변경사항을 감지하는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대응을 위해 정책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 #3166 코드사인 기반 예외처리 목록 업데이트
머신러닝 (ML) 에 의한 탐지 시 코드사인을 기반으로 예외처리하는 목록이 추가되었습니다.
• #3183 위협 관리 화면에서 사용자 IP 클릭시, 엔드포인트 목록 > 이벤트 조사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개선
• #3222 위협관리 화면 사용성 개선
• #3142 제품 설치 시 threat detector가 설정되면 Insights E 관련 메뉴가 기본으로 활성화되도록 개선
• #3203 이상행위 (XBA) 진단 예외 체크 과정에서 공백 제거 (trim) 적용
• #3200 svchost 관련 태그 제거 (ServiceName, ServiceGroup)
• #3212 이상행위 (XBA) ThreatKey 생성 로직 개선 (RemoteIP 관련)
• #3207 이상행위 (XBA) ThreatKey 생성 로직 개선
• #3196 " 문서 확장자 Rename 임계치 초과" 진단로직 개선
• #3195 윈도우 계정 권한 탈취 시도 (WindowsCredentialTheft) 이상행위 예외처리 추가
• #3174 에이전트 설정 저장 폴더 (conﬁg) 의 json 설정파일 암호화
• #3124 실행파일 스푸핑 (Fake.ExecutableSpooﬁng) 진단 예외처리 추가
• #3117 동일한 위협 탐지시 이전 위협정보를 재활용하도록 처리
• #3063 에이전트의 logs폴더에 생성되는 로그 파일명 정리
• #3234 TiWorker.exe 관련 이벤트 예외처리 (EventBypass) 패턴 추가
• #3235 AD 로그인 스크립트 (gpscript.exe) 에 의한 행위가 이상행위로 진단되지 않도록 수정
• #3237 chrome 프로세스의 RelatedFile 이벤트를 기록하지 않도록 수정
• #2959 에이전트가 Windows Server 2008 R2 이상에서만 설치되도록 수정
• #3211 시스템 로그 수집 스크립트 (syscollect.sh) 에 lsof(list open ﬁles) 정보 수집 명령어 추가
버그 수정
• #3098 FileSize가 0인 FileCreate 이벤트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171 UAC 우회 - Event 뷰어 (UacBypass.Eventvwr) 를 체크하는 레지스트리가 누락되어 진단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159 WatchDog에 의한 중복설치로 에이전트가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123 이상행위 (XBA) 진단 시 스토리라인이 표시되지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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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 RLO(Right to Left Override) 특수문자를 이용한 이상행위 탐지 시 유니코드로 인해 관리콘솔의 텍스
트가 반대로 표시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062 FileCreate와 FileMove 이벤트 순서가 역전된 경우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병합되지않던 문제가 수정
되었습니다.
• #3046 Cloud 버전의 위협탐지엔진에서 리소스번들 읽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21.2.19 Genian Insights E V2.0.0 Release Notes (2020년 01월)
신규 기능 & 기능개선
• #2116 악성코드 및 이상행위 탐지 상태기반 관리로 통합
이상행위 발생 시 이벤트 기반 탐지에서 상태 기반 탐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행위 탐지 시 관리자 설정을 통해 동일한 위협 발생 시 자동 대응 및 수동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악성코드와 이상행위 메뉴가 분리되어있던 것을 위협 모니터링 메뉴로 통합하고, 위협 발생 시
분석 및 위협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009 악성코드, 이상행위, 이상징후 메뉴 제거
악성코드 및 이상행위 탐지가 위협 모니터링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리콘솔에서 표시되는 메뉴를
제거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낮았던 이벤트기반 이상징후 탐지 기능은 제거하고, 위협 모니터링에서 이벤트량 발생
추이를 오늘, 어제, 주간 평균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3082 분석/통합검색 메뉴 내 날짜 검색 UI 개선
통합검색 화면은 날짜/시간 지정과 동시에 검색이 되는데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경우 데이터
검색 과정에서 timeout 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검색을 줄이기위해 지정 검색시에는 시작과 끝 기간을 지정해야 검색이 가능한
UI로 변경하고, 날짜 검색 관련 UI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 #3092 이벤트 연결분석 화면에 부모 이벤트 전부 표시 옵션 추가
이벤트 연결 분석 화면에서 바로 위의 부모 프로세스까지만 표시하고 있었으나 차트 옵션으로
전체 부모프로세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3059 위협 관리화면에 멀티 체크박스로 보류 기능 추가 및 위협 관리 화면 개선
• #2468 머신러닝 모델 업데이트 (1.5.108)
• #2326 관리자 계정의 주기적 ' 비밀번호 변경' 기능 추가
• #3020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재사용 방지 기능 추가
• #3022 에이전트 재시작 명령 기능 추가
• #2749 관리콘솔에서 SNMP Agent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
• #2665 리포트 커버 템플릿 추가
• #2712 대시보드 위젯에 시간필드 설정 옵션 추가
• #2757 기간 비교 그리드 위젯의 컬럼 너비 변경
• #2440 Cluster 환경에서 웹콘솔을 통해 GNOS 업그레이드 시 백업은 마스터에서만 하도록 개선
• #2950 Insights 의 threat 으로 등록된 정보의 파일평판조회 실패시 다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2989 문서 확장자 Rename 임계치 초과 (Ransomware.RenameDocumentThresholdExceed) 진단 오진율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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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7 서버와 에이전트간 프로파일이 동일한 경우 재전송하지 않도록 개선
• #3016 스크립트 파일도 샘플 수집되도록 개선
• #2507 메타데이터 (CodeSign, Features) 전송 방식 개선
• #3041 FileMod 이벤트에는 PE의 Hash/ML Feature를 구하지 않도록 개선
버그 수정
• #2900 위협탐지엔진에서 배치작업시 데이터 내용이 많은 경우 종료시각이 지나도 작업종료가 되지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배치탐지 검색 기간 또한 1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2944 Insights 최초구동이후 Eco 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2986 Insights E Cloud 에서 엔드포인트의 시작 시간 (StartTime), 부팅 시간 (BootTime) 이 9시간 더해져서
표시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005 빅넘버 위젯에 용량 포맷으로 숫자 출력시 링크 기능을 클릭하여 표시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023 폐쇄망 환경에서 사용자 공유 대시보드 목록을 불러오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029 스크립트 파일의 Hash가 기록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3033 AD User 권한 환경에서 탐지위협UI에 상세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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