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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Pro?
악성코드가 감염된 시스템의 메모리를 행위 기반으
로 분석하여 안티 바이러스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악
성코드 및 Unknown Malware, APT, Zero-Day 악성
코드를 찾아낼 수 있는 메모리 분석 전문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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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장점

 윈도우 메모리 이미지 분석

 Recon 샌드박스 기능을 이용한 악성코드 동적 분석

 행위 분석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은밀하게 활동하는 악성코드의 안티 포렌식 기술 파악

 패킹, 난독화가 적용된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 가능

 메모리 이미징 도구 FastDump Pro 포함

 실행 프로세스 및 오픈 파일 정보 분석

 Digital DNA 기능을 이용한 알려지지 않은 최신 악성코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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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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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실행된 악성코드를

메모리에서 탐지 가능

 패킹, 암호화, 난독화 등의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 메모리에 로드 시

복호화 및 언패킹

 루트킷, 변종 및 신종 악성코드와

APT 공격 탐지 가능

 메모리 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

식별 및 분석

On Disk Image In-Memory Image

멀웨어시작

알려진
멀웨어

암호화
멀웨어

변형멀웨어

알려지지
않은멀웨어

비암호화
멀웨어

진행형
멀웨어

OS

키로깅
재부팅
네트워킹
위협처리

키로깅
재부팅
네트워킹
위협처리

키로깅
재부팅
네트워킹
위협처리



Responder 구조

 윈도우 메모리 이미지 분석

 Recon 샌드박스 기능을 이용한 악성코드 동적 분석

 행위 분석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은밀하게 활동하는 악성코드의 안티 포렌식 기술 파악

 패킹, 난독화가 적용된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 가능

 메모리 이미징 도구 FastDump Pro 포함

 실행 프로세스 및 오픈 파일 정보 분석

 Digital DNA 기능을 이용한 알려지지 않은 최신 악성코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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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구조

7

System&Memory Malware, APT Day Graph, Text report

수집 분석 결과



Responder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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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내의 각종 어플리케이션 정보 수집

 라이브 메모리 기반 정보 수집

원격 메모리 덤프 기능

 대상의 IP와 관리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원격으로 메모리 덤프 및 분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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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위협 플랫폼

ETP 센서 신호

1)엔드포인트 위협& 대응 2)예방

3)포렌식.파일 위협 모니터링

4)데이터 유출방지 5)사용자 행동 분석

ETP 구조:  위협인지

빅데이터 수집 & 스토리지 , DDNA



Responder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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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메모리 기반 정보 수집 및 분석

 실행 프로세스 및 오픈 파일 정보 분석

 Unknown, APT, 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

악성코드 자동화 리버싱

 Rootkit & Trojans  탐지 및 분석

 디지털 DNA 기능을 이용한 악성 패턴 탐지

 리눅스 시스템 메모리 분석 지원



Responde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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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메모리 기반 정보 수집 및 분석

 실행 프로세스 및 오픈 파일 정보 분석

 Unknown, APT, 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

악성코드 자동화 리버싱

 Rootkit & Trojans  탐지 및 분석

 디지털 DNA 기능을 이용한 악성 패턴 탐지

 리눅스 시스템 메모리 분석 지원



Responde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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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정보

•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 파일 관련 이벤트

• 레지스트리관련 이벤트

• 네트워크 연결 관련 분석

• Listening 포트 탐지

• 루트킷 탐지(SSDT분석)

• 프로세스 별 위험도 분석

어플리케이션 정보

•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 Clear text로 표시된 암호 및 문서
데이터

•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 Keystroke logger

• Rootkit

• Trojan

• Botnet

• Ransomware

• Banking Trojan

• Polymorphic code

악성코드 탐지

포렌식 측면에서의 안전한 메모리 분석 조사 수행-> 자세하고 디테일 한 결과 출력



메모리내의핵심정보분석가능

메모리 분석

신종 및 변종

악성코드 탐지

최신 APT        

Zero-Day 공격

탐지 및 분석

프로세스

DLL에서 Export

된

API함수 분석

Binary 및 String 

분석 통해

악성코드

행동패턴 분석

Responder Pro
메모리 내의 핵심
정보 분석 가능

Responde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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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분석

다양한 메모리 분석 기능

[물리적 메모리 분석 기능] [원격 메모리 덤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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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분석

다양한 메모리 분석 기능

[Malware 동적 분석 기능] Static Binary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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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Recon
기존 분석 도구와의 차별성 : 

자동화 & 분석 결과가 굉장히
디테일 하다

악성코드 감염 경로, 파일, 액세스한 레지스트리 키 정보, 네트워크 행위 등에
대한 위험 행동 정보를 제공 합니다.

시간대별행동유무
그래프표시를통해
악성코드의행동유무를
정보로제공한다.

시간대별행동정보
시간대별호출함수, 파일
레지스터등각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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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Recon
Recon Sandbox 기능을
이용하여 3.20 악성코드
분석사례

시스템시간 확인

종료명령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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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Digital DNA

Responder Pro만의 차별화된 기술로 메모리상의 프로세스 및 모듈을 MCSI 악성코드 게놈 DB
와 유사 행위 판별을 통한 위험도 측정 기술 입니다.

 기존 분석 도구와의 차별성 : 자동화 & 분석 결과가 굉장히 디테일 합니다.

DNA 기술을적용하여
악성코드 위협
점수 산정(Weight)

기존 보안 솔루션들의
악성코드탐지 방식에서벗어나
모듈의행위를통해악성코드를판별하는

MCSI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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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Digital DNA

MCSI의 악성코드 게놈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수치화 합니다.

 Good, Bad, Warning 으로 분류하여 위험등급 적용

위험등급/수치부여
각 파일 또는 모듈의 행동을
파악하여 위험 등급과 수치를
부과하여 높은 순서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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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Trait

악성코드감염 경로, 파일, 액세스한 레지스트리키 정보, 네트워크행위
등에 대한 위험 행동 정보를 제공 합니다.

악성코드 키로깅 행위 탐지

키로깅(Keylogging):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하는 값을 몰래 탈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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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패킹(Packing)
악성코드 패킹 탐지

패킹(Packing):                          
악성코드가 자신의 코드를 분
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적
용하는 보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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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파밍(Farming)
악성코드 호스트 파일 변조
행위 탐지

파밍(Farming):                          
호스트 파일을 변조하여 사용
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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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인젝션(Injection)
코드 인젝션 행위 탐지

인젝션(Injection):                          
타 프로세스에 코드나 DLL등
을 강제로 주입하고 실행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기법

디지털 DNA를 통한 위험 모듈 핵심 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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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메모리 분석 기능-Network 세션 및 오픈 포트 정보 분석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Src 와 Dst
주소 및 통신의 타입 정보 제공

프로세스 별 네트워크 사용
정보 제공

Responder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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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다양한 메모리 분석 기능-레지스트리 정보 분석

네트워크통신을하는 Src 와 Dst
주소및통신의타입정보제공

프로세스 별네트워크사용
정보제공

프로세스 별 레지스트리 사용 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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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다양한 메모리 분석 기능-시스템 드라이버 정보 분석

네트워크통신을하는 Src 와 Dst
주소및통신의타입정보제공

프로세스 별네트워크사용
정보제공

프로세스 별레지스트리사용
내역제공프로세스 별 레지스트리 사용 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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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실행 프로세스 및 오픈 파일 정보 분석-각 프로세스가 사용한 파일의 이름, 경로 정보제공

프로세스 별 사용한 파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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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다양한 메모리 분석 기능-시스템 드라이버 정보 분석

네트워크통신을하는 Src 와 Dst
주소및통신의타입정보제공

프로세스 별네트워크사용
정보제공

프로세스 별레지스트리사용
내역제공프로세스 별 레지스트리 사용 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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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기능

실행 프로세스 및 오픈 파일 정보 분석-각 프로세스가 사용한 파일의 이름, 경로 정보제공

프로세스 별 사용한 파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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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결과

각종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 결과 상세 리포팅

고 위험 프로세스 표시
가장 높은 위험 지수를가진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표시

의심스러운 모듈 또는
프로세스 표시
분석된 모듈 또는 프로세스 중에서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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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결과

악성코드의 실행 흐름 및 프로세스를 도식화

악성코드 행위 추적을
위한 상세 분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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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 Security

Email : insec@insec.co.kr

Phone : 02-863-5687

홈페이지 : www.ins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