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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DeepACT MDR 서비스 통한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사례 공유

권표 팀장

파고네트웍스

PAGO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MDR)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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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

파고네트웍스
지능형 위협 분석 대응팀

권표 / 팀장

• MDR Service

• 위협 조사 / 분석 /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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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 파고 MDR 센터

⚫ MDR 서비스 통한, 위협 탐지 및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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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MDR)

▪ 글로벌 보안 플랫폼 도입, 검토

▪ 보안 인력, 시간 등 리소스 부족

▪ MSSP 보안 경고에 집중

즉, IT 부서에서 조사 및 대응 맹점

▪ 효과적으로 관리 및 사용의 어려움

위협 헌팅 사고 대응

침해 조사 사고 분석

MDR

▪ 리소스 부족 해결 위한 아웃소싱 서비스

▪ 위협에 대한 Deep Dive (경고로 그치지 않음)

▪ 인적 요소 포함 ➔ False Positive 제거

▪ 보안 조직은 소모적인 프로세스에서 벗어나고

기존 보안팀의 영역 확대 베네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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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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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Machine Learning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NW 트래픽 이벤트 로그 원시데이터

Open XDR 플랫폼

AI

Deep Learning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파고 제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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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DeepACT MDR 센터 – 인적 구성
M

D
R
 센

터
악성코드 분석가

지능형 위협 분석가

테크니컬 컨설턴트

솔루션 아키텍트

“다양한 분야의 테크니컬 컨설팅 경험“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Malware 분석 경험“

“시스템 및 네트워크 Architect 경험“

“제공 플랫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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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DeepACT MDR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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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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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DeepACT MD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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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ACT 서비스 제공 범위

위협

클리닝

서비스

긴급

위협 대응

보고서

온-디멘드

Malware

분석 대응

Threat

Insights

DB

(TIDB)

공유

위협 헌팅

Targeting 

침해 여부

조사

Targeting 

사고 대응

시스템

연동

파고 DeepACT MD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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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사고 대응 (1/6)

제품 및 서비스

▪ BlackBerry Protect

▪ Stellar Cyber

▪ 사고 대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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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위협 대응 레포트 제공

Avaddon 랜섬웨어 탐지 / 격리

사례 1 : 사고 대응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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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
AI/ML 기반
EPP 플랫폼

B 사용자
Signature 기반
Anti-Virus 엔진

솔루션 아키텍트 On-Site 파견 및 감염 원인 분석

AD 계정 탈취
정황 발견

공유 폴더
제거 또는 사용 금지 안내

사례 1 : 사고 대응 (3/6)

추가 설치 이후



13

2차 공격 대비를 위한 On-Site 파견 및 Open XDR 플랫폼 구축

Open XDR 플랫폼

사례 1 : 사고 대응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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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헌팅 및 추가 조사 통한, 위협 탐지

Detect Case

탐지 사례 Detect Case

USB
레몬 덕 크립토 마이너

분석 코멘트

블랙베리 프로텍트 추가 설치 후

사례 1 : 사고 대응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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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및 MDR 제공사와의 상호 협력으로 즉각 대응

Clear Password

• 사용 현황 파악, 교체

Hacking Tool

• 현황 파악 및 제거

CnC Connection

• 호스트 격리 및 조치

Email Brute Force

• 임계치 Lock Down

Phishing Site

• URL 차단

Sub Domain

• 미사용 Record 제거

2차
피해

사례 1 : 사고 대응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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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침해 여부 조사 (1/5)

제품 및 서비스

▪ BlackBerry Protect

▪ Stellar Cyber

▪ 침해여부 조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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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파일 탐지, 분석 결과 Hidden Bee Miner 모듈로 확인

분석 코멘트

사례 2 : 침해 여부 조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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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System
▪ 영상, 감시 보안 시스템 (저장, 전송 등…)

▪ 외부 영역과 커넥션 ? ? ?

▪ System 원격 조사 승인

트래픽 조사 결과 특이점 확인

사례 2 : 침해 여부 조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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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조사 결과 시스템 프로세스에 Injection 공격을 확인

Lateral Movement

▪ 네트워크 대역에 동일 악성행위 호스트 확인

▪ 최종적으로 거점 역할 호스트 발견

사례 2 : 침해 여부 조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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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 Injection 분석 및 IOA 확인, 기업에 대응 방안 안내

▪ 네트워크 관점(URL, IP) 방화벽 차단 안내

▪ 실행 관점(Registry 및 DLL ) 삭제 안내

▪ 가용성 관점(Debugger, Sniffer) 설치 안내

▪ 취약 버전 OS 및 IE 사용 금지 권고

사례 2 : 침해 여부 조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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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위협 헌팅 (1/3)

제품 및 서비스

▪ BlackBerry Protect

▪ Stellar Cyber

▪ 위협 헌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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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ltStrike 관련 파일 탐지, 분석 결과 정상 파일로 확인

특이점

조사 완료 ?

▪ 현재 미사용 파일로 고객사에서 답변

▪ 미사용 파일 Write 된 원인 조사 진행

▪ 데이터 유출 ? 

사례 3 : 위협 헌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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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코딩 트리거로, 데이터 유출 위험성 추가 조사

IOA (Indicator of Attack)
▪ 폐쇄망 ➔ 국외, 지속적 통신 시도

▪ 정상적인 세션 수립이 가능했다면 ?

▪ 진행중인 위협으로 판단, 긴급 안내

대응 및 권고

▪ 트래픽 유발 프로세스 조사

▪ 동일 프로그램 사용 호스트 현황 조사

▪ OS 재설치 권고

사례 3 : 위협 헌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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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vulnerabilities

사례 4 : 취약성 점검 (1/3)

제품 및 서비스

▪ BlackBerry Protect

▪ Stellar Cyber

▪ 취약성 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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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Exploit 탐지에 대한 의문점

▪ 내부 시스템인데 정탐이 맞나요 ? ?

▪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 ?

사례 4 : 취약성 점검 (2/3)



26

기업 동의 하에, 기업 IT 정보가 외부 오픈 여부 점검

방화벽 NAT 정책 조정 안내Sub Domain 관리 안내

사례 4 : 취약성 점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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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 이벤트 노이즈 제거 (1/3)

제품 및 서비스

▪ BlackBerry Protect

▪ Stellar Cyber

▪ 이벤트 노이즈 제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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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lt Strike SMB Beacon 알람

EPP 플랫폼 로그 확인
▪ Windows Update 진행 이력 발견

SMB 트래픽 급증
▪ 트래픽 증가 시간 새벽

사례 5 : 이벤트 노이즈 제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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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Attacker의 역할 확인

Attacker ? ?

▪ Windows Server Backup 역할

▪ Agentless 형태로 동작 가능

분석 결과 검증

▪ 이벤트 발생 일자 정기 PM

▪ Windows Update 및 Backup 진행

사례 5 : 이벤트 노이즈 제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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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벤더 선택 시 고려 사항

▪ MDR 공급사는 서비스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

▪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가 ?

▪ MDR 사용 고객은 기업내 컨텍스트를 충분히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문화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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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as-a-Service

SOC-as-a-Service Provider

Sales@pagonetworks.com / Tech@pagonetworks.com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