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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LP의최근쟁점



DLP 기술의현재위치

• 성숙기 진입 바로 전 (성숙된 기술의 예: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VPN…)

• 보호할 데이터가 있다면 Must-Have Item!



DLP 기술의현재위치

• 기업은 DLP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솔루션 중 1위)

• 보호할 데이터가 있다면 Must-Have Item!



법과규제강화

• Compliance 때문이라도 DLP가 필수

• 보호할 데이터가 있다면 Must-Have Item!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HIPAA

PCI DSS

NYCRR 500

EU GDPR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Privacy Act



DLP 기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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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Endpoint 보안기술을 모두 적용해야 함



Network :다양한넷앱스를지원하는가?

소셜네트워킹
-본문 / 첨부파일 로깅
-접속〮쓰기〮파일전송 통제

메일(SMTP, POP3, IMAP)
-메일 원본 형태로 로깅
-접속〮쓰기〮파일전송〮대용량 첨부 통제

메신저(웹, 어플리케이션)
-국내외 주요 메신저 로깅
-주요 금융 메신저 로깅
-접속〮쓰기〮파일전송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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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파일 공유
-클라우드/웹하드/P2P 전송 로깅
-20개 이상 SaaS 통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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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형태로 로깅 넷앱스별 세부통제

송수신 데이터 로깅 및 넷앱스별 세부 통제 기능



Network: 국내환경에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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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ho 메일

미스리 메신저

케이본드 메신저

Eikon 메신저

G 메일
네이버/다음 메일

네이트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Yandex 메일

QQ 메일

아웃룩 메일

천리안 메일

야후 메일

코리아닷컴 메일

AOL 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트 메신저

라인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행아웃 메신저

인스타그램

이글루스 블로그

MySpace

네이버 블로그/카페

싸이월드

다음 블로그/카페

Tumblr

Yammer

Office365 메일

Skype

Zoho 메신저

Salesforce SNS

Mail-i 커버리지 內

외산 B제품

국내 V제품

Network DLP 주요 벤더사 넷앱스 커버리지 현황(이메일, SNS, 메신저 中)*

iCloud 메일

• 경쟁사 대비 넷앱스 커버리지 2배 이상
(국내외 웹메일, 클라우드, P2P,  메신저 등
유출채널 현황 지속적인 조사 및 업데이트)

• 넷앱스 신규생성 또는 변경에 대응하는
자동 업데이트 체계 보유

소만사 Mail-i

• 미국 넷앱스 중심이며 국내 넷앱스 및
유출채널에 대한 이해 부족
(금융 메신저 미지원, Post 방식 이외
웹하드 업로드 프로그램 통제 등 미지원)

외산 B제품

• 국내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나 해외 넷앱스
커버리지 및 기능 측면 완결성 부족
(구글/아마존/드랍박스 어플리케이션
내용기반 통제 미지원 등) 

국내 V제품



Network : 가시성(SSL/TLS) 기능은성능이중요

SSL 복호화 솔루션 주요 벤더사별 제품 성능 비교* Integration

SSL복호화 & 
네트워크 DLP

단일 장비에서 제공

Performance

SSL 복호화
글로벌 제품 대비
대등/우위

* 2018년 SSL 복호화 솔루션 성능 비교 테스트 (소만사)

[타제품의 경우] 써드파티 복호화 제품 연동으로 인한

추가구매 비용, 기술문제 등의 태생적인 한계를 지님

DLP + SSL복호화 유지비

네트워크 DLP SSL복호화 유지비경쟁사

소만사 비용절감



Network: 사내메일(SMTP)에대한지원은?

SMTP 서버

• 차단안내 메일, 결재 등 지원

• 레퍼런스(대기업포함) 다수 확보

• 메일 필터 제품들과는 달리 Transparent Proxy 모드로 동작 가능



PC: MacOS에도적용가능해야함

- macOS 개인정보 검출 · 파기 · 암호화
- macOS 이동식 저장장치 · 프린터 · 네트워크 전송 통제 가능
- macOS 미디어 통제 제공(카메라, USB Hub/젠더, AirDrop 등)
- 웹콘솔에서 Windows와 macOS 에이전트 동시에 통합 관리 가능

Privacy-i macOS 환경 지원

Discover & DLP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개인정보 검출

출력물 통제 정책설정/로그확인



PC/Server: 이미지로저장된개인정보/영업기밀도찾을수 있는가?

OCR/폼인식기능

Privacy-i 이미지 파일 내 개인정보 패턴 검출 및 분류 기능(컴플라이언스)

Privacy-i 2-tier
이미지 파일 개인정보 패턴 검출

LKM

FFR

DSAOCR

데이터 학습 이미지 전처리



PC: 프린터로출력해서유출한다면?

Privacy-i 웹콘솔 DLP+ Center

개인정보 검사 후 정책에 따라 차단 · 결재 · 출력

Privacy-i PC에이전트

결재요청/승인정책설정/적용 로그및 파일원본

출력된 파일 로그
및 파일 원본 저장
( jpg, txt 파일 )

날짜, 키워드, 패턴
초고속 검색

출력시프린트 워터마크

일련 번호 삽입기능으로 출력 문서 추적 용이



Server: 서버운영에지장이없어야함(1)

✓ 서버 파일검색에 있어서 시스템 부하 최소화 기능

✓ 임계치 설정 (CPU, Memory, Disk)으로
시스템 자원 상태에 맞추어 대응

검사 성능 조절 기능

시스템 임계치 설정 < CPU Usage – 부화 최소화 >



Server: 서버운영에지장이없어야함(2)

* 서버의 H/W 성능, 서버내 파일 크기 및 개수 등에 따라 검출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증분검사로 재검사시 속도 증가
✓ 검사 수행이 반복될수록 대량의 파일을 더 빠른 속도로 검출

Full 데이터 검색
& 인덱스 생성

변경된 데이터 검색
& 새 인덱스 생성

검색

검색

동일 서버 검사 내역 (예시)

1차 검사: 약 18시간

2차 검사: 약 3시간



시간대 설정

< 일요일 / 평일 오전 12시 ~ 6시 비업무시간 설정 >

✓서버의 CPU활동이 가장 여유로운 검사 시간대를
지정하여 검색 ( 예: 새벽 1~5시 )

✓서버의 활동이 높은 시간대 검사 일시중지
( 예: 접속인원, 거래량이 많은 업무시간 등 )

✓검사 주기 설정: 매일/매주/매월 특정일 등

< 업무시간대는 검사 일시중지 >

검사 예외 시간설정검사 예약 설정

< 검사시간 예약 및 주기 설정 >

Server: 서버운영에지장이없어야함(3)



2. EDR 개요

Black Hat 
2019

LAS VEGAS/Accenture

RSA 
Conference 

2019

SAN FRANCISCO/RSA Corporation



Anti-virus is dead



Anti-virus is dead

APT has fallen



Anti-virus is dead

APT has fallen

Who’s NEXT?





EDR 의미와등장배경

✓ 단말보안의 일종
✓ 엔드포인트 가시성 제공 → PC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의 행위
✓ 사이버 위협과 침해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툴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해짐

Sandbox 탐지를
우회

단순 시그니쳐는
Zero-day 공격에

무용지물

현장에서,
행위를 보고,
판단하자!











EDR 선도 기업



3. 소만사제품소개



소만사 DLP Suite 구성

• 내부자 Endpoint에서의 정보유출 방지

• 내부자 Network/Internet을 통한 정보유출방지/필터링

Network DLP 국내 1위 제품

Endpoint DLP 국내 1위 제품

Internet Filtering 국내 1위 제품

Server Discovery 국내 1위 제품

Enterprise DB보안 국내 1위 제품

웹서비스를 통한 정보 유출방지

• DB 접근제어/정보유출 방지



글로벌경쟁력

• IT 리서치 최고 권위
• Enterprise(통합) DLP 부분 Magic Quadrant 등재
• 2년 연속 아시아 유일, 세계 10개 이내 제품 선정

• DLP 부분 Vender Landscape 등재
• 아시아 유일

• 보안분야 최고 잡지
• Endpoint DLP 부분 제품 평가



제품플랫폼과아키텍쳐

• 분산 파일 시스템
• 검색엔진
• Scale-out

• Based on Cent OS
• PostgreSQL
• Elastic Search
• GlusterFS
• MQTT
• 최신 기술 적용 용이

• Web Interface
• Thin Client
• Easy to Update



Mail-i

Network Agent

Web
Keeper

VA
(Proxy)

Privacy-i

Endpoint Agent

DB-i

EDR EPP

통합 One Agent 지향



WITH



22년간의 DLP 노하우를
적용한 EDR



항목 PRIVACY-i EDR 타 EDR솔루션

에이전트개수 싱글에이전트 EDRP전문에이전트설치

EDR적용기간
기존에이전트업그레이드만으로

설치기간최소화
에이전트배포와안정화에

6개월이상소요

데이터보호능력
사전에식별된주요기밀/
개인정보파일보호에집중

X

네트워크차단과연계 네트워크솔루션(WK) 차단연계 X

데이터유출통제와의연계 DLP 내재화 x

비용대비효과 높음 고가의도입비용

TI(위협데이터베이스) 적용 O O

악성코드실시간행위분석및차단 O O

머신러닝기반악성행위분석 O O

EDR 장점요약



• 단순 VA 장비와 솔루션간 연동은 매우 늦음(예. 레거시 연동 방법 ICAP 사용)

• 소만사는 제품간 In-process 기법으로 성능 오버헤드 제거

• 2019년 하반기 출시 예정

Secure
Gateway

WebKeeper
분석모듈

Mail-i
분석모듈

Single Pass 방식으로성능점프



1억건 로그에서 3분이내 검색

데이터 분산 처리 / 저장

복합(통합)조건 검색

빅데이터기술적용



• 자체 클라우드 구축/운영

• 망통합이 되지 않은 소규모 지사/사무실/협력업체에 적합

• 다수 레퍼런스 확보

클라우드서비스로도지원



• 2018년 v1 릴리즈, 2020년 v2 릴리즈

• 대표적인 SaaS에 대해 Data Discovery 지원(기업용 어카운트)

• 글로벌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커버리지

클라우드(SaaS)를통한유출방지선두



• 네트워크 포트 전면부 배치

• 내장 Smart FOD(NIC 일체형) 지원

• Secure Gateway에 최적화된 전용 장비(메모리, CPU 등)

• 2020년 1월 출시

전용어플라이언스



우리의 기술과
당신의 경험이

백발의 보안전문가를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