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oty
솔루션 개요

엔터프라이즈 산업용 네트워크 및
국가 기간 인프라 보호
Claroty의 핵심 목표
Claroty는 엔터프라이즈 산업용 제어 설비 네트워크 및 국가 기간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제어 시스템 수가 증가하면서
운영상의 탄력성, 인력의 안전 또는 핵심 자산의 보안을 위협 받고 있는데
Claroty와 함께 하는 고객은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누리는 효과
Claroty는 사이버 보안팀과 OT 엔지니어링 팀에게 복잡한 산업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OT
환경의 보안이 향상되고 다운타임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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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의

ICS/OT 산업 보안 전문 회사

Claroty(클래로티)는 엔터프라이즈 산업용 제어 설비 네트워크 및 국가 기간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laroty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 보안 투자 회사인 Team8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Claroty는 세계 최고의 여러 산업 자동화 회사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 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사이버 보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laroty의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자동화 제어 솔루션 제공업체와 네트워크
및 보안 전문 회사에 의해 테스트를 거친 후 선정 및 도입됐습니다. Claroty는 세계 유명 시스템
통합업체 및 MSSP 등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laroty는 독보적인 인재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산업별 사이버 보안 및 산업용 제어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프로토콜/보안연구팀을 영입했습니다. Claroty는 ICS/OT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생산/제어/설비 구성 요소, 프로세스 및 운영 체제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Claroty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이 제공하는 산업용 네트워크에 대한
탁월한 가시성은 사이버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분석 및 대응할 수 있습니다. Claroty의
기술은 산업용 제어 네트워크 환경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설계됐으며 이와 같이 중요한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는 기본적인 산업 프로세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laroty의 기술은 모든 대륙과 광범위한 산업군의 실제 사용 환경에 대규모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Claroty는 전 세계 지사, 독보적인 프로토콜/보안연구팀, 산업 보안 전문 기술 및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객의 중요한 산업 프로세스를 거시적으로 보호합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다양한 고객 레퍼런스

전략적인 글로벌 파트너쉽

광범위한 글로벌 기술 연구소

화학 관련 산업군

제조 관련 산업군

전력/전기/발전소 관련 산업군

HQ

석유/가스/에너지 관련 산업군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군

광업/철강 관련 산업군

주요 투자사 현황 : 산업자동화솔루션 주요 제조사가 투자 및 펀딩

식음료(F&B) 관련 산업군

운송/물류/유통 관련 산업군

상하수도/수질/폐수 처리 관련 산업군

ICS/OT 보안의 필요성
하루 동안의 다운타임으로 무려 2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점차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의 표적이 되지 않은 시스템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전 세계 기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요한 인프라와 기타 산업용 시스템은 수십 년 전부터 가동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은 레거시
제어 시스템과 SCADA 장치를 계속해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합니다.
산업용 시스템, 특히 레거시 산업용 시스템에는 사이버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수많은 취약점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ICS 소프트웨어와 기본 산업 프로토콜은 기본적인 보안 기능조차
지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산업용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데 성공한 사이버 범죄자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때 다수의 컨트롤러가 보안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묘한 위협은 은밀하게 더 많이 활동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만, 산업용 시스템은
경험이 부족한 사이버 범죄자도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Claroty의 통합 ICS 사이버 보안 제품군은 이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산업 자산, 그리고 중요
프로세스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Claroty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면 산업 운영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며,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Claroty의 차별화
Claroty의 CoreX 엔진과 세계적인 Claroty

월드클래스 레벨로 확장 가능한

연구팀이 지원하는 기술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로 실제 대규모
분산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중앙 집중식
멀티 사이트 관리를 지원

탁월한 사이버 위험 관리와 동급 최고 수준의
TCO를 보장하는 통합 플랫폼의 포괄적인 보호,

보안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보안

감지 및 대응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 및 IT 운영
제품과의 통합을 지원

OT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업계 최고의 위협 감지/대응 기능을 지원하고

않으면서 ICS/OT 환경을 보호

고유의 취약점 분석정보를 도출

업계 최초의 OT 네트워크 가상 세분화와
자동화된 마이크로 세분화를 통해 독보적인 보안
체제를 지원

OT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대한 탁월한 가시성과 첨단 보안 기능을 지원

Claroty의 멀티스펙트럼 데이터 수집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와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가시성 - Claroty는 자산 구성 및 변동 현황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추적하는 ICS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지원합니다. Claroty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은 물리적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자산 간의 통신 패턴을 I/O 계층까지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고유한 분석정보 - Claroty 연구팀은 ICS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 지식과 프로토콜 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지식은 고객에게 산업 제어 네트워크의 내부 작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독보적인 위협 감지 - Claroty는 행동 기반의 첨단 이상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악의적 활동의 초기 징후를
신속히 감지하고, 완벽한 사이버 킬 체인(Cyber Kill Chain) 전반에 나타나는 위협을 발견하고 이상 현상을
처리하며, 각종 ICS 위협을 저지합니다. IT/OT 팀은 이러한 심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ICS 위험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보호 - Claroty는 완벽한 가시성과 상세한 자산 정보를 토대로 산업용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위협을 식별하고 운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경보를 발령하여 상세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시성이 없는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각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보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ICS/OT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없으면, 도출해야 할 정보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Claroty는 업계 최대 규모로 ICS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치 및 하드웨어의 상용화 전략을 설계, 구현 및 검증하고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Claroty의 연구 엔지니어들은 이 고유한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상의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OT네트워크 풀레이어 지원을 위한

산업보안
통합 플랫폼

OT네트워크 풀레이어 지원을 위한

산업보안 통합 플랫폼

Claroty 산업보안 통합 플랫폼 기능

Enterprise
Management

Claroty의 ICS 통합 제품군은 사람, 산업 자산, 그리고 중요 프로세스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Claroty의 플랫폼은 산업용 제어 네트워크 심층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네트워크 세분화,

첨단 위협 감지

Console

지속적인 취약점 모니터링

직원 및 외부인의 원격 액세스 통제, 그리고 기존 SOC,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자동화된 네트워크 가상 세분화

안전한 보안 원격 엑세스

OT네트워크의 안전도 상태 점검

Claroty 산업보안 통합 플랫폼
ICS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알려진 위협과 신종 위협 및 취약점을 비롯한 보안 공백을 식별합니다.
OT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현재 통신 상태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이상적인 네트워크 세분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보안 상태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실효성 있는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위협을 사전에 저지합니다.
ICS 자산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통제, 모니터링, 기록합니다.

보호

통제

취약점, 잘못된 구성, 안전하지 않은 연결

세분화된 액세스 정책과 세션 기록을 통해

상태를 미리 발견하여 해결합니다.

네트워크 세분화를 실행하고 원격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감지

대응

킬 체인(Kill Chain) 공격 전반에

위협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악의적인 활동과 위험도

충분한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높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여 대응 체제를

감지합니다.

자동화합니다.

Claroty CoreX 기술
이 첨단 엔진은 Claroty 플랫폼을 실행하며 Claroty의 통합 제품군을 구축하는 기술
기반이 됩니다. Claroty CoreX 엔진은 복잡한 대규모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과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일보된 첨단

CoreX 기술
Claroty의 진일보된 첨단 CoreX 엔진은 Claroty 플랫폼을 실행하며 Claroty의 통합
제품군을 구축하는 기술 기반이 됩니다. Claroty CoreX 엔진은 복잡한 대규모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과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CoreX는 충실도 높게 OT 네트워크 기본 모델을 구축하고 강력한 침입 감지
엔진과 행동 기반의 이상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신속히 발견합니다. CoreX 엔진은 OT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를 감지하고 Claroty의 특화된 기술 기반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정교한 시각화
정교한 시각화 엔진이 네트워크 노드와 통신 경로를 OT 네트워크의 최하위
계층(물리적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직렬 및 필드버스 네트워크)까지 세분화하여
시각화합니다. 동적 애니메이션과 결합된 고급 필터링 기능이 전체 네트워크
상태와 노드 통신 방식을 시각화합니다.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Claroty CoreX 엔진은 복잡한 대규모 산업용 네트워크의 안전과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으며, 컴퓨팅 성능이나 물리적 가용 공간이 부족한 사이트와 저대역폭 통신 회선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례, 기술 제약 및 환경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CoreX는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산업용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OT 환경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CoreX 엔진은 모든 주요 IT 및 ICS
프로토콜 및 구성 파일에 특화된 분석기를 사용하여 OT 네트워크의 IT 및
산업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전하게 추출하고, 자산의 구성 및 통신 상태를
파악하며, 직렬 및 IP 기반 네트워크 전반의 자동화 시스템 통신을 I/O 계층까지
세분화하여 분석합니다. 고객은 다각적 데이터 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

SOC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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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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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센터

Remote
Sites
원격 사이트

환경에 존재하는 고유의 기술, 운영, 배치 및 비용 요건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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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oty

지속적인 위협 감지

(CTD : Continuous Threat Detection)
Claroty의 주력 제품인 Continuous Threat Detection(CTD)은 완벽한 가시성, 지속적인 위협 및 취약점
모니터링, ICS 네트워크 심층 분석 기능을 지원합니다. Claroty CTD는 복잡한 대규모 산업용 네트워크의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Claroty CTD 시스템은 CoreX의 첨단 이상 탐지 기능을 활용하여 위협을 정확히 감지하고 초기 정찰
활동 단계부터 제어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공격 단계에 이르는 “사이버 킬 체인”을
완벽히 분석하여 경보를 발령합니다. Claroty CTD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빈틈없이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므로 SOC 팀과 OT 팀이 효과적으로 위협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Claroty CTD만의
차별화 요인은 경보와 함께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SOC 팀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안전과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 운영 프로세스에 영향을

인지하여 문제를 조사하고 “실무” 팀과 공조하여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미치지 않으면서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하는데 이상적입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Claroty CTD는 산업 네트워크의 모든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추출하고, 모든 통신 및
프로토콜을 분석하며, 세분화된 합법적 트래픽의 동작 기준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변동사항과 새로운
취약점, 또는 위협을 발견한 경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보 발령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대응하는데 유용한
상황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가상 OT 네트워크 세분화

지속적인 취약점 모니터링

Claroty의 플랫폼은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및 통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용

Claroty의 플랫폼은 ICS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네트워크가 공격에 취약해지거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논리적 영역으로 분할하고 이상적인 가상 세분화 구조를 생성합니다.

운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성 및 기타 잠재적인 네트워크 보안 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해결할 수

이런 정보와 상세한 기본 통신 정보를 바탕으로 포트 및 프로토콜 규칙부터 애플리케이션 계층 정책에

있습니다. Claroty는 새롭게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IT/OT 팀은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화벽 정책을 시행하거나 적절한 VLA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Claroty 연구팀이 제공한 보안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의 ICS 위험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Claroty

기능은 차단이 금지된 OT 네트워크의 하위 계층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세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CTD만의 차별화 요인은 산업용 장치의 펌웨어 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CVE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laroty

OT환경을 위한 안전한 리모트 엑세스
(SRA : Secure Remote Access)

솔루션 주요 기능
사전 액세스 제어 - 세분화된 사용자 및 자산 정책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확인 및 접근할 수
있는 자산, 각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수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ecure Remote Access(SRA)는 Claroty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기반의 액세스 제어 제품입니다.
SRA를 사용하면 관리되거나 모니터링 되지 않는 원격 액세스로 인한 보안 위험으로부터 OT네트워크를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 사용자 및 자산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공유형 비밀번호 인증 방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양하고, 비밀번호 변경 체계를 손쉽게 관리하며, 비활동 사용자의 유효한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보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RA는 내부 직원 및 유지관리 업체, 제조사 등을 비롯한 원격 사용자가 산업 네트워크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기 점검, 기타 시스템

워크플로우 기반 통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수동 액세스 요청 및 허용 기능과 작업 과정에 대한 실시간

지원 활동을 수행하려는 모든 원격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연결하는 단일 관리형

비디오 녹화 기능 외에도, 진행 중인 세션을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활동 보고서 - 사용자, 자산 또는 세션별로 필터링하고 모든 원격 세션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SRA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산업용 제어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과 목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밀번호 관리 및 액세스 제어 정책을 시행하고, 원격 액세스를 통제하며, 원격
액세스 세션을 모니터링 및 녹화 기록합니다.

솔루션 장점

모니터링
SRA를 사용하는 시스템 관리자는 액세스하는 ICS 장치, 사용자, 각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총 사용자 수를 비롯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세션,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시된 원격 액세스 목적과 실제 활동 목적이 다른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즉시 원격
세션을 종료하여 네트워크 마비 사태를 방지하고 전체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사
원격 세션이 종료되면 시스템 관리자와 감사 담당자는 각 세션의 전체 녹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자산 또는 세션별로 필터링된 보고서를 비교 검토하여 손쉽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Claroty

OT네트워크의 안전도 상태 점검

서비스 및 솔루션 주요 기능
중앙 집중식 운영 및 보안 위험 리포트 - 모든 OT 취약점을 즉시 감지하고 전체 ICS 네트워크에서

Claroty의 Security Posture Assessment는 보안팀이 OT 네트워크의 보안 위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존재하는 사이버 위험 요소를 중앙 집중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오프라인 평가 서비스 및 솔루션입니다. 이 도구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수집한 PCAP(패킷 캡쳐)
파일을 사용하여 ICS 네트워크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보고서는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발견된

상황 분석 정보 제공 - 일반적인 취약점, 위협, 일반적인 위협 완화 단계를 중앙 집중식으로

자산 및 통신에 대한 요약 및 상세 분석 결과를 제시하므로 취약한 자산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 역할을 하거나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의 자산, 네트워킹, 인프라를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및 기타 “OT네트워크상의 안전도/위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실용적인 위험 완화 및 해소 방안 제시 - 보안팀에게 상황에 맞는 위험 완화 권고안을 제시하므로
공격 범위를 줄이고 전반적인 보안 상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자동 리포트 프로세스 - 완전히 자동화된 보고서 산출 프로세스는 기존의 ICS에 대한
지식을 요하지 않으면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때보다 훨씬 손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솔루션 장점

OT 자산 정보 내역 제공
전체 ICS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자동으로 찾아내므로 인벤토리 및 관리
작업뿐만 아니라 규제 및 내부 감사 요건을 충족하기도 수월합니다.

OT 네트워크 상세 분석
다양한 제어 프로세스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방법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보고서에는 통신 경로 및 관련 장치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T 인프라의 포괄적인 분석
전체 ICS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Claroty

월드클래스 레벨로 확장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관리

(EMC : Enterprise Management Console)
Claroty의 Enterprise Management Console은 여러 사이트에 배치된 Claroty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산, 활동, 경보, 액세스 제어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식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보안팀에게 전체 산업용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실시간 분석 결과와 경보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IT/OT SOC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솔루션 주요 기능
분산된 OT사이트의 트래픽, 자산, 활동 통합 모니터링 - 모든 OT사이트의 자산, 경보 및 활동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필터링 및 분석하여 예방 차원에서 운영 문제를 찾아내고 중요한
보안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대시보드 - Claroty 제품이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경보, 자산, 사이트,
원격 액세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산업용 제어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SIEM 및 보안 분석 솔루션과 통합 - 다양한 SIEM, 로그 관리 및 보안 분석 제품에 경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보안팀은 OT 및 IT 문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실제 위협 및 잠재적 위협 상황을

Enterprise Management Console은 다양한 SIEM, 로그 관리 및 보안 분석 제품과 쉽게 통합할 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안팀은 OT 및 IT 문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합
Claroty는 주요 SIEM 솔루션 및 보안 분석 솔루션(예: Arcsight, Splunk, QRadar, RSA, FireEye 등)으로 OT
네트워크의 경보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SOC 분석가는 운영 중인 SIEM 솔루션을 활용하여 OT 네트워크의
경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존 IT 보안에 대한 경보 데이터 및 분석 정보를 통합 상관분석하여 IT+OT
융합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장점

중앙 집중식 OT 모니터링 및 사이버 보안
다양한 보안 도구와 통합되어 위협, 위험, 이상 징후를 비롯해 전체 OT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실시간 정보를 보안팀에게 제공합니다.

SIEM
&
SIEM 및
Log
로그Mgmt.
관리

Site 11
사이트

SOC 운영 간소화
수백 개의 분산된 사이트와 원격 시설에 배치된 수천개의 자산에 대한
ICS 사이버 보안, 위험 통계, 요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지원합니다.
사이트
Site 22

Enterprise
Management
Console

Security
보안 분석
Analytics

효율적인 원격 시스템 관리
SOC 및 보안팀이 버튼 클릭만으로 현장에 배치된 시스템을 원격으로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점검 및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사이트
Site 33

Asset/Change
자산/변경 관리
티켓팅
Mgmt.
Ticketing

Claroty의 전문성
Claroty 제품은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구현하거나 물리적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laroty 플랫폼에 포함된
제품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도구, 네트워크 인프라, IT 시스템과 통합되므로 도구, 프로세스, 교육에 대한 기존의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널리 분산된 환경의 경우, 스위치 및 기타 네트워크 인프라에 센서 기술을 구현하여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도 유연하게 배치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시성/지속적인 모니터링

보안운영센터(SOC)
SIEM

로그관리

ERP 서버

파일 서버

보안분석

영업 관리 서버

이메일 서버

레벨 4
IT 네트워크 레이어
방화벽

엔터프라이즈 관리 콘솔
(EMC : Enterprise
Management Console)

엔지니어링
스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테이션

이력장치

WSUS
서버

운영자
스테이션

레벨 3
운영 네트워크 레이어

HMI

HMI

SCADA 서버

SCADA 서버

레벨 2
프로세스 네트워크 레이어

알려진 위협 감지(MitM)
네트워크 정찰 시도 감지
시그니처 기반 감지
계층/영역 무단 교차 통신 감지
예방 차원에서 무반응 장치 감지

인터넷/회사 네트워크 DMZ에 연결 감지
잘못된 구성 감지(IP 충돌, 동적 IP)
네트워크 신규 자산 감지

플레인텍스트 비밀번호 감지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 감지
외부 연결 감지(인터넷) 감지
트래픽 활동 요약

잘못된 구성 사전 감지
잠재적인 공격 경로 시뮬레이션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 감지
자산 사용 포트 감지

펌웨어 다운로드 감지
구성 다운로드 감지
로직 변경 감지
손상된 OT 패킷 감지

온라인상에서 PLC 프로젝트 파일 편집 감지
비정상적인 프로토콜 동작 감지
프로세스 통신 중단 감지

SPAN

지속적인 위협 감지
(CTD : Continuous
Threat Detection)

PLC

RTU

RTU

PLC

레벨 1
제어 네트워크 레이어

레벨 0
팬

펌프

밸브

액추에이터

팬

센서

밸브

펌프

필드 장치 I/O 레이어

PLC 작업 감지 : 시작, 중지, 모니터링, 실행, 재부팅, 프로그래밍, 테스트
PLC 인증 감지
권한에 따른 PLC 작업 유지

Fieldbus I/O 가시성
시리얼 레벨의 중첩 구성 장치의 외부 통신 분석 및 모니터링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ICS/OT 프로토콜 및
IT 프로토콜 지원1
패시브 모니터링 : OT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 OSISoft PI

• Rockwell CIP

• Telnet - Moxa

• Siemens P2

• Rockwell PCCC

• Telnet - Omniflow

• POP3

• S7Comm Plus

• Telnet - Hirschmann

• ProConoS(TCP 20547)

• S7Comm Plus

• Telnet - SEL

• Profinet DCP

• Microsoft SAMR

• ABB Totalflow

• Profinet I/O

• Microsoft CIFS(SMB)

• Triconex Tristation

• Microsoft RDP

• SNMP

• Triconex TSAA

• MQTT

• SSH

• Yokogawa VNET(VHF)

• RCDP

• Synchrophasor

• Yokogawa odeq

• Redlion Crimson

• Telnet - DeltaV

• ABB Bailey

• GE SDI Classic(MarkVie)

• ABB DMS 시스템

• GE SRTP

• ABB HC800(Infininet)

• HART-IP

• ABB Spirit

• HiDiscovery – Hirschmann LLC

• ABB Symphony Plus

• Honeywell C200 – Ftebcip

• Alstom E-Terra

• Honeywell Experion – CNTComm(C300, EHPM)

• BACNET

• Honeywell EpicMo(C300 Management)

• NetBIOS Browser(UDP 138)

• Honeywell Firewall CF9

• DNP3

• S7comm Query

• CIP Query

• Cisco Discovery Protocol(CDP)

• HTTP

• Hirschmann Discovery Query

• Siprotec Query

• WMI Query

• Control Technologies Inc.(CTI)

• HTTP-XML(Specific Schemes)

• Modbus Information Object

• Telnet

• TCP Port Scan

• Microsoft DCE RPC

• IEC101

• Net Bios

• SNMP Query

• Beckho Query

• ABB DCS Service Manager

• IEC103

• Profinet-DCP Query

• ENIP Query

• BACnet Query

• Emerson DeltaV

• IEC104

• DACP

• Lantronix Serial GW

• DHCP

• LLDP

• DNP3

• Mitsubishi Melsec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파싱 : OT 자산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정보 보강

• Emerson Ovation

• MMS

• Schneider – Modicon, Quantum

• Honeywell – Experion

• Emerson ROC Plus

• Modbus

• Schneider – Concept

• Honeywell – EHPM

• ETHERNET/IP

• Modbus Modsoft

• Schneider Triconex – Tristation

• GE – rx3i,9030

• Foundation Fieldbus(FF)

• Modbus Concept

• Yokogawa – CentumVP/CS3000

• GE – Bently Nevada

• Foxboro LLC

• Modbus Eltec

• Yokogawa – Prosafe

• ABB – AC800M

• FTP – SEL

• Modbus Execload

• Siemens FWL LOAD(Firmware Upload)

• Modbus Schneider

• GE-ALM

• NetBios Datagram Service

• GE Bentley Nevada(BNC3500)

• Niagara Tridium(BMS)

• GE-EGD

• Microsoft NTLMSSP(Auth Protocol)

• GE-EGD-CMP

• Omniflow Flow Computer

• GE PAC8000(AXE)

• OPTO

• GE QuickPanel(TRAPI+HTTP)

• OPTO MMP

• GE SDI(MarkVie)

이 목록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Claroty는 고객이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요구할 경우, 다른 프로토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의 전체 목록은 www.claro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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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스캔 : OT 및 IT 자산에 대한 정확하고 주기적인 쿼리

ICS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업 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