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엔진 기반 엔드포인트 위협탐지 및 대응(EDR) 플랫폼



국내에서 보안 관리자가 지능형 위협 공격(APT)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2개월에서 8개월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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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침해 사고를 빠르게 탐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지니안 인사이츠 E(Genian Insights E)’는 엔드포인트에서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빠르게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빅데이터 엔진 기반 엔드포인트 위협탐지 및 대응(EDR)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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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에이전트

유연한 대시보드 편리한 적용 및 확장

•	  주기적인 IOC 업데이트로 최신 위협 및 침해사고 대응  

•	탐지된 위협에 대한 위험도, 신뢰도 및 유형 정보 제공

•	국내 환경을 고려한 IOC DB 관리(오탐 및 과탐 최소화)

•	 단말 부하 최소화를 위한 에이전트 정보수집 설계  

(약 25MB 리소스 사용)

•	데이터 분석은 Insights 서버에서 수행

•	 보안관리자가 필요한 기본정보 외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유연한 16종의 위젯 제공(관리자 추가 가능)

•	 시스템/감염단말/위험-이상단말/프로세스/접속정보/  

신규생성 파일 모니터링 가능

•	 NAC  플러그인 기반 확장 모듈 설치

•	추가 기능 모듈 도입 시 신속한 전사적용 가능한 설계

엔드포인트 위협대응 및 탐지 플랫폼
네트워크 내 시시각각 변화하는 엔드포인트 

정보를 분석하는 위협대응 및 탐지 플랫폼

빠르고 쉬운 EDR 기능 적용
NAC 플러그인을 통한 EDR 기능 추가운영, 네트워크

적용시간 최소화(1시간 이내 전사 EDR 적용 가능)

내부 네트워크 가시성 확장
엔드포인트 행위, 위협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가시성 확보

NAC 기반 플러그인 배포
에이전트 배포 및 설치로 인한 보안관리자와

사용자 불편 최소화



 통합 분석관리 기능

• 감사로그

• 자산정보

• 운영정보

• 평가정보

• 운영정보

분석, 탐지,  경보

•	 이벤트 

- 보안 

- Login 

Syslog

이벤트 정보수집 및 연동

분석정보 가시화

•	 OS,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정보, 감사로그, 시스템정보 등 
NAC 정보 수집(수집방법 : Genian 제품로그, JDBC 스냅샷, 
SNMP, URL 정보 수집기 내장)

•	Syslog를 통한 정보 수집

•	위젯 활용 이벤트 분석정보 제공

•	16종의 기본 분석 위젯 지원(지속 추가 중)

•	 권장 대시보드 제공 및 시스템 상태 / NAC 센서 상태 /
Genian 제품 현황 등 다양한 대시보드 설정 가능 
(Import, Export 지원)

•	위협목록 및 분석화면 제공

수집정보 검색

기타 관리 및 연동 기능

•	수집정보 Full-Text 검색 제공

•	세부정보 탐색이 가능한 타임라인 차트지원

•	사용자 정의 검색 필터 및 검색데이터 세부정보 산출

•	Genian NAC/GPI 운영 현황 중앙 통합관리

•	RESTful API 지원, API 연동 프레임워크 제공



IOC 수집 및 정보생성
* IOC(Indicators of Compromise) 침해지표: 악성코드 및 접속 C&C 등  침해사고의 흔적들에 대한 정형화된 데이터

•	악성코드 유포지 및 C&C 정보(일간 약5,000~10,000개)

•	다양한 오픈 및 상용 소스 수집
•	Zip, RAR, PE, Office, PDF 문서 기반 악성코드 수집

•	당사 분석정보 및 자체 수집 IOC 정보 추가 적용 가능

의심파일 / 소스정보

Commercial Sources

자체 정책분석 Sandbox

C&C / 유포지

악성코드 및 정보수집

Source DB

IOC DB자체 검증 및 분류  스코어링

외부 IOC 검증

분석제보

의심파일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엔드포인트 접속 추적관리

•	IOC를 통한 최신 위협 및 침해사고 대응

•	탐지된 위협에 대한 위험도, 신뢰도 및 유형 정보 제공

•	커스텀 멀웨어 Hash/IP, Good Hash/IP 추가 및 관리 기능

•	이상 행위 프로세스 발생시점 및 경로정보 제공

•	 위협에 대한 탐지 히스토리 관리

•	 접속 프로세스별 추적 기능 
(사용자, 출발지 IP, 목적지 IP/포트 등)

엔드포인트 위협 분석

•	이상 행위 및 악성 IP 접속 프로세스 정보 제공

•	감염 및 접속정보 모니터링 기능

•	파일 및 접속 프로세스 분석

EDR 기능

•	 엔드포인트 정보수집 

- 프로세스 

- 파일/레지스트리 

- Connection

빅데이터 엔진 기반 엔드포인트 위협탐지 및 대응(EDR) 플랫폼, 지니안 인사이츠  E



Intelligence Threat Management Platform

차단

차단

차단

•	사용자 알람

•	프로세스 통제

•	악성코드/파일 삭제

•	네트워크 차단

•	C&C 서버 접속 차단

•	내부 네트워크 모니터링

•	악성행위 파악

•	이상징후 탐지

•	방화벽
•	IPS
•	백신

Predict

Response

Block & Prevent

Detection

목표대상
침투

지능형
위혐공격 실행

실제
공격진행

정보유출
발생

공격목표
사전조사

다양한 장치 및 수많은 OS가 존재하는 

이질적인 조직 내 엔드포인트 환경

•	프로세스, 파일, 네트워크 접속 정보 등

악성행위 통제

엔드포인트
정보 수집

대응
(Response)

악성 행위 탐지
(Detection)

•	보안 관리 및 위협 탐지를 위한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

•	엔드포인트가 분산된 환경에서 위협 탐지 DB를 최신으로 유지 가능

Genian NAC Agent

Genian Insights Console

IOC Detect Engine

Control, Enforcer

•	 알람, 프로세스 강제 종료, 파일 삭제, 네트워크 차단,  

정책 적용 등

•	사용 현황, 위협의 시각화를 통한 조직 내 엔드포인트 가시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정보 기반 대시보드 생성

사용자 접속정보 분석

엔드포인트 모니터링

기본 위젯 제공

수집 이벤트정보 통합검색

위협 분석

위협정보 모니터링

연동  AP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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