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 에이전트와 EDR
(Single Agent Endpoint Protection and EDR



25년보안소만사



• DLP 개인정보 보호 분야 20년 1위
• 유해사이트 차단 분야 국내 18년 1위 (WebKeeper SG) 

DLP+EDR 싱글에이전트 유일 국내 기업

~2022

• 논리적 망분리 VD-I 출시 (2021 )
• SWG와 DLP 통합 솔루션 출시 (2020.06)

• 2019 Privacy-I EDR 버전 출시
• 엔터프라이즈: LG, 삼성, 현대, SK, KT, CJ, 롯데, 포스코, 대우, 두산, 금호아시아나 그룹
• 금융: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BC카드 등 00개 금융회사
• 공공 : 서울시청, 경기도청,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외

~2015
• Webkeeper SG(Secure Gateway) 출시

Web(HTTP/HTTPS) 프락시 내재화, 외산 어플라이언스 대비 30% 고성능, 빅데이터 검색기능

2010 
• 10월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1,000여개 고객사 달성

• Endpoint DLP privacy-i 출시
2009 

• 12월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국정원 CC인증 획득 [ 국내 최초 ]

1998 ~ 
2009

• 2008 DB DLP DB-I  출시
• 1998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Webkeeper개발
• 1998 Network DLP 솔루션 mail-I 개발

1997 • 3.25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설립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44,000 39,800 36,650

차입금 0 0 0

(단위: 백만원)

A0신용등급, 무차입경영, 20 연속 흑자



악성코드 취약점 대응 조직





Too Many Endpoint Security Agents 
: Best of Breed 6-10+ agents in Enterprise.



Nightmare to 
Security 
Professional



항목 Bests of Breed Agents

부팅시간 지연

PC 성능 프로세스, MEM, CPU 점유

후킹장애

블루스크린

DLP, Anti 바이러스, DRM,  
매체제어, 출력물이 각각 후킹

동일 파일 다중 스캔
개인정보 파일 스캔

바이러스 악성코드 파일 스캔
DRM 암호화 대상 파일 스캔

충돌회피 보안에이전트간 충돌회피로 인한 보안홀 발생

개인정보 패턴 일관성

동일 파일을 처리하는 endpoint agent 4개
USB 파일 복사시 주민 150개

출력시 주민 145개
웹메일 전송시 주민 152개

DRM에서는 151개

OS업그레이드시 Win10업그레이드시 모든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수행 및 충동

Endpoint Security Agents Issues

And Money Matters



항목 Single Best of breed

부팅시간 빠름 지연

PC 성능 가벼움 프로세스, MEM, CPU 과점

후킹장애 하나의 프로세스 DLP, Anti 바이러스, DRM,  
매체제어, 출력물 후킹

파일 스캔 1회 혹은 최소
개인정보 파일 스캔

바이러스 악성코드 스캔
DRM 암호화 대상 스캔

충돌회피 해당없음 보안에이전트간 충돌회피 작업

개인정보 패턴 일관성 유지

동일 파일
USB 파일 복사시 주민 150개

출력시 주민 145개
인터넷 전송시 주민 152개

OS업그레이드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한번 Win** OS 업그레이드시 모든 에이전
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동시 수행

Single Agent  VS Best of Breed



싱글에이전트보안가능한건가요?



12 Year-Evolution Toward Single Agent

내PC 지키미

2009
2012

USB 미디어 통제
출력물 통제

인터넷 전송 통제

2015

2016

MAC OS

개인정보
검출/암호화/파기

빅데이터 검색엔진Data Loss Prevention

EDR

2019

2018

XDR

2020

AV / EDR





항목 주요기능 비고

개인정보 검색/파기/파

일 암호화

개인정보 / 기밀정보 파일
보유 현황 통제 개인정보 파일 자동 암호화/복호화

USB 통제
개인정보 포함 파일 복사 통

제
USB 복사 파일 원본 보관
개인정보 패턴 일관성

출력물 통제 출력물 워터마킹 출력물 원본 보관
개인정보 패턴 일관성

인터넷 전송 통제 웹메일 개인정보 전송시 통제

보안 USB
등록된 USB만 활용가능/ 

USB복사시 암호화

PC보안

PC지키미

최신 버전 사용여부 체크
PC취약점점검 PMS기능중 일부

MAC OS 커버
MAC 매체제어

개인정보 보유 통제 국내 기업중 유일한 MAC DLP

인터넷 접속통제 NAC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접속 차단

EDR/AV
행위기반 악성코드 통제
차세대 안티 바이러스 악성코드로 인한 데이터 손실방지



Anti-virus is d**d

APT has by*****d

EDR



악성코드 유입 4대 경로



항목 바이러스 엔진 시간/ 피해/ 비고

악성코드 식별 화일내 패턴(시그내쳐) 기반

변종 악성코드 대응
변종 악성코드의 화일내 패턴

식별후 대응
패턴 추출에 Hour to days

하루에도 수만개의 변종 악성코드 발생

제로데이 공격 대응 취약점 분석후 패턴 업데이트
취약점 분석에 때로는 몇일이나 몇주가

걸릴수도
그사이 감염 PC가 기하급수적인 확산

신규 악성코드 발생시

대응

악성코드 샘플 수집후 (수작업) 
패턴 추출후에 패턴 업데이트

악성코드 샘플수집과 분석 그리고 배포의
자동화 측면에서 한계

오탐가능성
패턴기반이기때문에 오탐가능성

상대적 낮음

전통 AV 한계점과 행위기반 악성코드 차단

행위기반분석이필수적인이유, EDR 탄생배경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PC등의 정보처리 단말에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감지하고

감지된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Response 강화



12 TACTICS, 300 Technique



EDR BASICS

● Threat Detection
● Threat Information Lookup
● Threat Information Distribution

EDR BASICS



탐지 3대 요소 : TI, AV, 행위기반, (DL)



탐지 3대 요소 : TI, AV, 행위기반, (DL)



통제 3대 요소 : 프로세스킬, 파일격리, 단말격리



악성코드 6대 통제



보안 위협중 90%는 자동으로 대응 (격리, 종료)



TI 클라우드



Exploit 
차단



SENARIO
데모



1. 악성코드가 AV에서는 차단이 안되고, 
EDR에서만 차단



2. 최초 악성코드에는 감염됨, 
이후 두번째 감염은 차단함



3. 랜섬웨어로 감염된 파일을
사후 자동적 복구



소만사 EDR의 현재

Details





악성행위에 대해 다양한 분석기능 (시계열,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트리 등) 제공

소만사 Privacy-i EDR은 공격에 사용된 악성 행위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차트 형태의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공격 흐름 차트>

<프로세스 트리 & 악성 행위 타임라인>



악성코드 차단 성능 비교





항목 PRIVACY-i EDR 타EDR솔루션

에이전트 개수 싱글에이전트 PC 에이전트 추가 설치

프로젝트 기간
기존 에이전트 업그레이드만으로

설치 기간 최소화
에이전트 배포와 안정화에

6개월 이상 소요

네트워크 차단과 연계 (XDR) SWG 차단 연계 제한적

TI(위협 데이터베이스) 연계
차단

O O

변종 악성코드 차단 O O

PC 취약점 공격(exploit) 차단 O 제한적

MITRE ATT&ACK COVERAGE O 제한적

실시간 데이터 복구 O O

AV와 동적 엔진 동시 활용 O 제한적

악성코드 차단율 99% 94%



One more thing
악성코드분석로드맵









소만사 25주년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R&D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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