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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목 대표   /  Paul Kwon 

파고네트웍스 /  PAGO Networks, Inc. 

PAGO 

인공지능 EPP . XDR 보안솔루션과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MDR) 서비스의  
국내 활용 사례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MDR)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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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잡은 일관된 방향성 

2017 2021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보안 제품 

오직 
AI 기반 보안솔루션 

2018 2019 2020 

다양한 환경 
적용 방법론 

MDR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및 
프로젝트 
방법론 개발 

MDR 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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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R 서비스 벤더로 나아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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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너 벤더 브리핑 

2021년 10월 – MDR 벤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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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 

MDR-as-a-Service  |  SOC-as-a-Service 

AI 
Machine Learning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포트폴리오  AI 제품 + MDR 서비스 

NW 트래픽 이벤트 로그 원시데이터 

Open XDR 플랫폼 

AI 
Deep Learning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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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솔루션 - AI 작동 위치 

방대한 데이터셋 
학습 

(지도 / 비지도) 

별도 학습 플랫폼 

수학모델 

SW 에이전트 

** 이기종 빅데이터 처리 기술  A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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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DT-_r9Yv4A&t=351s 

https://www.youtube.com/watch?v=WDT-_r9Yv4A&t=35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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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wL9eDn5n_0&t=1173s 

https://www.youtube.com/watch?v=QwL9eDn5n_0&t=117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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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대응을 위한, 일부 보안 솔루션들 

Network Behavior Analyzer 

EDR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으로 대응 했으나,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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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 

Network Behavior Analyzer 

EDR 

악의적으로 보여지는 공격에만 대응했는지도 모릅니다. 
Sandbox 

악성 hash, 코드 이상 트래픽 

악성 hash, 시그니쳐,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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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공격과정은 ??? 
2020년 주요 공격 패턴 Top 10 <레드 카나리 보고서>   
 

1. ‘파워쉘’로 알려진 명령 및 스크립팅 인터프리터(24%)  
 

2. 서명된 바이너리 프로세스 실행(19%) 
 

3. 시스템 프로세스 생성 및 변경(16%) 
 

4. 예약된 작업(16%) 
 

5. 자격증명 덤핑(7%) 
 

6. 프로세스 인젝션(7%) 
 

7. 모호한 파일 또는 정보(6%) 
 

8. 인그레스 도구 전송(5%) 
 

9. 시스템 서비스(4%) 
 

10. 위장/사칭(4%)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 73% 

Not only for IOC (Indicators of Compromise), 
But also for IOA (Indicators of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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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 (Endpoint Protection Platform)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NDR (Network Detection & Response) 

XDR (eXtended Detection & Response) 

SOAR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TIP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TH (Threat Hunting)  // Investigation 
MDR (Managed Detection & Response) 

AI 보안고도화 솔루션 종류 

제품 
솔루션 
플랫폼 

추가 
기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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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운영팀 / 보안 기술팀 / 보안관제센터(SOC) / IR팀 

보호할 
정보 / 자산 / 인프라 

위협 
“예방, 차단 // 탐지, 조사, 대응” 솔루션 

                        XDR SOAR EPP EDR NDR 

기업 
고객사 

 
운영 
플랫폼 

AI 보안고도화 솔루션 배치 

Threat Intelligence 
(위협 인텔리전스) 

Threat Hunting 
(위협 헌팅) 

Investigation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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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입에는 ... AI 기반 보안제품 검토 추세가 조금 늘었지만 
고객사 입장에서 여전히 도입 및 적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안 운영팀 / 보안 기술팀 / 보안관제센터(SOC) / IR팀 

보호할 
정보 / 자산 / 인프라 

위협 
“예방, 차단 // 탐지, 조사, 대응” 솔루션 

                        XDR SOAR EPP EDR NDR 

기업 
고객사 

 
운영 
플랫폼 Threat Intelligence 

(위협 인텔리전스) 
Threat Hunting 

(위협 헌팅) 
Investigation 

(조사) 

이전 강연 요약 – AI 탐지/대응 도입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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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NDR 
(Network Detection & Response) 

SOAR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XDR 
(eXtended Detection & Response) 

MDR 
(Managed Detection & Response) 

R 시스템 관점 
Response 

(Automation) 
• Alert 
• Playbook 
• Quarantine 
• Kill-Process 
• Logout 
• Containment 
• Integration via API 

전문가 관점 
Response 
(Manual) 

• Investigation 
• Threat Hunting 
• Forensic 
• Actionalble Answer 
• Manual Response 

 

• Alert 
• Playbook 
• Quarantine 
• Kill-Process 
• Logout 
• Containment 
• Integration via API 

도입 
전제조건 

위협은 이미 침투했다 

위협은 이미 진행중이다 

고려할 사항. 
적용 쉽지않다. 
도입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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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운영팀 / 보안 기술팀 / 보안관제센터(SOC) / IR팀 

보호할 
정보 / 자산 / 인프라 

위협 
“예방, 차단 // 탐지, 조사, 대응” 솔루션 

                        XDR SOAR EPP EDR NDR 

기업 
고객사 

 
운영 
플랫폼 Threat Intelligence 

(위협 인텔리전스) 
Threat Hunting 

(위협 헌팅) 
Investigation 

(조사) 

MDR-as-a-Service / SOC-as-a-Service 
 

공동 대응 / 능동 대응 / 상호 협업 

AI 보안 솔루션 운영 - 실질적 접근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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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 탐지/대응(MDR) 서비스 대상 고객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SMB (중소기업) 

기존 
NW보안 위주 
보안관제서비스 
중견 / 대기업 

기존 
SIEM / Event 위주 

모니터링 
중견 / 대기업  

고객 내부 전문가 & MDR 서비스 프로바이더 

공동 위협 대응 프로세스 정립시키는 과정 

급변하는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탐지 및 방어 서비스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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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실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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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                   – MDR 센터 (2021.01 ~) 

• 악성코드 분석 대응팀 

• 지능형위협 분석 대응팀 

• 솔루션 아키텍트 

•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유기적인 
협업플랫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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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                   – 자체 자동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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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                   – 자체 자동화 플랫폼  



22 

PAGO MDR 서비스 제공 범위 (For 모든 고객) 

• 더 많은 소스로부터 

• 더 깊게 

• 더 자세히 

• 이미 탐지된 위협 대상 추가 분석 

• 아직 탐지되지 않은 위협 헌팅 

• 예측 대응  

• 능동 대응 

• 보고서 

• 가이드 라인 

• 연동 (수동 / 자동)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 형태” 로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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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클리닝 서비스 

• 정책 설정 서비스 (파고네트웍스가 제안/적용한 보안 솔루션 정책 설정) 

•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 (멀웨어, 이메일, 악성문서 등에서 크리티컬한 목적의 위협 경우) 

• 온-디맨드 위협 분석 및 대응 서비스 (제품과 상관없이, 고객이 의뢰해온 위협 분석) 

• 탐지 / 차단된 위협으로부터, IOC 추출 및 TIDB 생성 (Threat Insights DB) 

• DeepACT 커뮤니티 운영 (for Sharing IOC, As Threat Intelligence Source) 

• 위협 헌팅 서비스 (using IOC from BlackBerry,  Deep Instinct, Stellar Cyber) 

• 타겟팅 침해여부 진단 서비스 (예 – Hafnium 침해여부 진단 서비스) 

• 타겟팅 사고대응 서비스 (예 – 특정 서버/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고객 의뢰의 경우) 

• 보안 연동 서비스 (예 : Managed FW 정책 서비스, TI-Exchange 서비스, SOAR 서비스) 

 

PAGO MDR 서비스 제공 범위 (For 모든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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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1 – 폴더 예외 요청에 대한 접근 방안 

고객 
-------------- 

특정 폴더 

멀웨어검사 

예외 설정 

요청 

• 단순 기술지원 
수준이 아님 

 
• 폴더/시스템 
대상, 과거 
고객사보안사고 
이력 점검 

 
• 보안관점에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행 및 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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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2 – 메일 로그인 실패 이벤트 적극 대응 

 
 

-------------- 

AD 이벤트 

기반, 

감사실패 

능동 액션 및 

공동 협업 

• XDR (Stellar Cyber)  
   - AD 연동 이후, 짧은 순간 감사실패 대량 발생 

Brute-Force 공격인지, 아닌지 조사, 
실제 사용자 계정 PWD 변경 확인, 
EPP 설치 이력 없음 확인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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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3 – 특정 시간대, 대량 트래픽 선제 대응 

 
 

-------------- 

대량트래픽 

탐지에 대한 

능동 액션 및 

공동 협업 

• XDR (Stellar Cyber)  
   - 대량 트래픽 발생 
     (40GB) 

XDR --> EPP 
연계분석정보 공유 

(1) 

(2) 
• EPP 정책상향 권고 
• 추가분석위한,  
     XDR의 EDR 모듈 
     설치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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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Exploit  

탐지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동 협업 

 

대응 사례 4 – Exploit 진행중인 위협 탐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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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서버 

통신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동 협업 

 

대응 사례 5 – C2 서버 통신 시도 탐지 대응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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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로그인 실패 

탐지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동 협업 

 

대응 사례 6 – 대량 Login Failure 탐지 대응 

ㅊ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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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DR 이벤트 

추적과 

EPP 추가 

분석자료 

제시 및 대응 

 

ㅊ 

ㅊ 

ㅊ 

(1) 
XDR 탐지 

(2) 
EPP 파일 
연계분석 

(3) 

대응 사례 7 – XDR 탐지 / EPP 연계분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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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업 업무 환경에 
침투해 있는 
위협(멀웨어) 
탐지, 능동대응 

새로이 
기업 업무 환경에 

침투하는 
위협(멀웨어) 

탐지/격리, 능동대응 

고객과 협업 및 위협 공동대응 플랫폼 구축  
프로텍션 극대화, 위협 클리닝, 지속적인 보안성  

PAGO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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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                   – 제안 

지능형 보안위협 공동대응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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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as-a-Service 
SOC-as-a-Service Provider 

Sales@pagonetworks.com / Tech@pagonetworks.com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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