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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소포스는전세계모든기업들을위해,

세계에서가장효과적인사이버보안을제공하는

강력하고직관적인제품과서비스를 개발하므로서

사이버범죄로부터사람들을보호합니다.



Sophos Snapshot

• 1985년 옥스포드 설립

• 150개국 1억명 이상 사용자

• 500,000 고객사

• SophosLabs 위협연구소

• Gartner 13년 연속 Endpoint Leader

• Solutions : 차세대 방화벽, 백신, EDR, 이메일 보호, 캠페인, 모바일, 암호화
클라우드 보호 제품 , 위협 분석 및 대응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중인 MDR 서비스업체

Sophos Headquarters, Abing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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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환: 분산되어 있지만 상호 연결된 세계

앱및데이터의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원격작업환경

상호연결된공급망, 인프라, 기술

AI 자동화 통합



기존 우리의 보안 접근법은 낮은 보안 결과를 생성

노이즈과부하
IT 보안팀은너무 많은양의
경고를 확인및 처리로인해,

더 우선적인보안지정이어려움.

기술의부족
IT보안 기술은
새로 습득하기가어려움

수동적인절차
보안팀은내부의이상 행위를인지하기위해
이벤트, 로그, 정보등을연관하는데너무 많은
시간을사용

포커싱이잘못된예방

위협을방지하기위한 하루하루에 대한
방어는, 더 큰 투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개선을 이루지못함

사일로식데이타
각 위협 신호들은
개별 기술로 되어있어, 

더 큰 그림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

통합부족

보안 도구가 서로통합되지 않거나
더 광범위한 IT 인프라와통합되지않아
복잡성이증가

사후대응
우리는 위협을선제적으로
추적하기보다현재 위협에
대응에 집중

노력과투자에도불구, 

개선되지못한결과

투자와노력에따라,

위험을 줄이고 ROI를 개선해왔는가?

분산된데이타
사용자와데이터는 이제
어디에나있어 보안 문제를
더욱복잡하게 만듦



보안은 “멀웨어 예방”에서 “보안 운영”으로 전환 중

Malware writers

61% 54%
작년대비사이버공격

향상율

IT팀이홀로
대응하기에

너무지능적인공격

37%
랜섬웨어

타격을입은조직

Source: The State of the IT Security Team 2021, Sophos; The State of Ransomware 2021, Sophos

Active adversaries

Individual gangs Specialist attack services

공격자의정교함



Sophos 적응형 사이버 보안 생태계 (ACE)

Data Lake

Sophos Artificial Intelligence Sophos Labs Sophos Security Operations

ServicesHardwareSoftware

Threat Intelligence

Endpoint Email CSPMFirewall WiFi ZTNAWorkload
Protection

Encryption
Managed Threat

Response
Rapid

Response
Professional

Services

Sophos Central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Operations (XDR)

SwitchFirewall RED AP

Open APIs

Developer
Service Provider
Administrator
Security Ops
Marketplaces
Alliances

Mobile



Sophos Central

10명의사용자를관리하는듯 쉬우면서,  
10만명기업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

강력한개방형클라우드네이티브플랫폼



Orchestration



Orchestration

Admin(고객용)

고객사 IT admin은

“하나의관리콘솔”에서
“모든제품의정책”을

배포/관리할수있습니다. 



Orchestration

Enterprise(대형고객)

중견기업및대기업은
여러국내/외지점들도
분산관리가가능합니다. 



Orchestration

API
Central과통합하거나, 
개별기능을생성, 혹은
데이터에접속하기위한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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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관리다양한보안솔루션하나의플랫폼

Admin Dashboard -고객용



서 울
본 사 A

수 원
지 점 B

부 산
협 력 사 C

해 외
지 사 D

고 객 사
X Y Z

Enterprise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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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Console

• 다양한 하위 조직을 위한
단일 대쉬보드

• 통합된 알람

• 즉각적인 위협제거

• 단일 라이선스 풀

Enterprise 
Dashboard



MobileEncryption ServerWebWireless EmailFirewall Endpoint
Sophos
Central



Synchronized Security  - 동기화된 보안

Users

Devices

Cloud 
Computing 
Instances

SaaS 
Applications

자동화
• 네트워크/WIFI 접근제어
• 자동화된장치격리
• 트래픽밴드위스최적화

분석
• 온프렘과클라우드에서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장치, 데이터검색

• 실시간인증및식별

적응
• 위협탑지, 사용자행위, 트래픽분석, 
컴플라이언스(규정준수)지침을기반으로
동적보안정책생성

MobileEncryption ServerWebWireless EmailFirewall Endpoint
Sophos
Central



Sophos Endpoint Overview

Section Owner: Lucy Millington 



1. 강력한예방 2. 감지및대응시간
최소화

목표 : “더 많은 위협”을,  “더 빠르게" 차단



강력한 예방

공격지점감소 공격실행방지



강력한 예방

Pre-Breach Post Breach

- Web Control
- Web Protection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Peripheral Control
- Download 

Reputation

- Local Privilege 
Mitigation

- Application 
Lockdown

- Side Loading
- CTF Protocol
- Code Mitigations
- Memory 

Mitigations
- APC Mitigations

- Pre-execution 
Behavior

- Machine Learning
- Live Protection
- Anti-Malware
- Clean and Block
- AMSI
- Server Lockdown
- Process 

Protections
- PUA
- Application Control

- Credential Theft 
Protection

- Dynamic Shellcode
- Safe Browsing
- Malicious Traffic 

Detection

- Runtime Behavior 
Analysis

- Data Loss 
Prevention

- MFA Cookie
- Server FIM
- Anti-Ransomware
- Automatic + 

Manual client 
isolation

전달 익스플로잇 인스톨레이션 명령 실행



“예방” 핵심기술

알려진위협 알려지지않은악성파일 랜섬웨어 익스플로잇

파일리스공격

다계층방어

기존 AV Deep Learning Anti-ransomware Anti-exploit



Deep Learning AI
예측보안

새로운위협차단

✓알려진것외에, 완전히새로운위협도차단
✓멀웨어가실행전차단
✓시그니쳐에의존하지않음

효과적인확장
✓수백만개의파일속성을사용하여위협분석
✓새로운악성코드탐지에매우효과적

효율적인수행
✓20MB 미만설치공간
✓기기가오프라인일때도보호
✓AI를위한훈련이필요하지않음.즉시사용가능



Anti-Ransomware
CryptoGuard/ WipeGuard

파일보호
• 적시에파일캐쉬를사용

• 악성파일의암호화행위를인지

• 악성프로세스격리

• 영향받은파일의자동복원

CryptoGuard (랜섬웨어방지)

System Information

WipeGuard

Master Boot Record
(MBR)

.DOC .JPG .XLSX

Disk Partition

CryptoGuard

WipeGuard (MBR 공격방지)

디스크및부트파티션보호
• 디스크의시스템영역에대한악의적인
변조방지

• 악성프로세스중지



Anti-Exploit

ROP

Call OS Function

In 
Memory

Exfiltration, ransom 
or other

Exploit Techniques Prevention

Preparation Heap Spray

Memory CorruptionTriggering

Stack PivotGain Control

Circumvent (DEP)

Post

Payload Drop On Disk Antivirus

이점
• 익스플로잇, 공격자대응기술, 파일리스및
스크립트기반공격차단가능

• 공격체인의모든지점에서위협차단가능

• 현재뿐아닌, 향후소프트웨어취약점에도
대응가능

• 익스플로잇기술차단(변경되지않음)

• 새로운취약점을차단하기위해
시그니처에의존하지않음

• 새로운방어수단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
e.g. APISetGuard, EFS Guard 

Exploit 
Prevention



보호/예방
Protect

공격을 예방하고

알려진 취약점을 사전에 보호

탐지
Detect

대응
Respond

활성화된 공격을 감지하고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행위 식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고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거

위협 대응 프로그램목표

중요 IT자산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고
자산이 침해되기 전에 무력화



EDR 배경

사고 대응
보안사고 대응에 많은 시간 및 인력이
필요

가시성과 탐지
Endpoint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가시성 필요

분석과 추가조사
보안위협을 분석하기에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데이터



Network

XDR -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엔드포인트를 넘어 탐지와 대응을 확장

Endpoint

Server

Email

Mobile*

Cloud*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EDR)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XDR)

*Mobile and cloud coming soon



비싼 비용

비싸며, 운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전담
팀이 필요

사용하기 어려움

기존 EDR은 보안 분석가용 Solution으로
사용 및 운영이 어려움

제한된 기능

제한된 예방 및 격리 기능으로 인해 추가적인
Endpoint 솔루션 필요

사용중인 EDR Solutions들의 한계



IT 운영자 Threat Hunting

IT 관리자가 EDR을 통해 Threat Hunting을 할 수 있는가?

사용중인 EDR Solutions들의 한계



Experience Is In Short Supply

• 95% 의 조직

“보안전문가 채용 어렵다”

• 54% 의 응답자

“EDR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27%

54%

14%

5%

0%

10%

20%

30%

40%

50%

60%

Biggest Challenge Significant Challenge Minor Challenge Not a Challenge

Is Recruiting and Retaining Skilled Cybersecurity 
Specialists a Challenge to Delivering IT Security?

Sources: Cybersecurity the Human Challenge, Global Cybersecurity Survey 2019



MDR 이란?

(What is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Sophos MTR 

(Sophos 위협 탐지 서비스)



소포스매니지드위협 탐지 대응 서비스 (MTR)

잠재적인 위협과 사고를 찾고 해당 위협의 유효성 검증

탐지되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의 범위와 심각도를 결정

유효한 위협에 적절한 비즈니스 컨텍스트 적용

위협을 원격으로 중단, 억제 및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어드바이스 제공

누가? : 소포스 24시간 위협 대응 전문가 팀 – MTR 팀

무엇을? : 위협에 대한 다음 대응 조치



MTR 대응 시간

MTR팀 모니터,분석

24/365
평균 탐지 시간

~2 분 이내
평균 대응 시간

~20 분 이내
평균 해결 시간

~60 분 이내

Internal MTR Ops Targets



위협이벤트생성

탐지내역분석

케이스생성

고객통보

MTR 프로세스

소포스분석가(MTR 팀)의검증



MTR 팀의 분석 – SOC

아래의 세부 정보를 검토

• 관찰된 탐지 내역

• 엔드포인트 정보

• 탐지 내역이

다른 엔드포인트에서 발견 될 경우

실행 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확인 수 있어
추가 조사가 가능
(PID, Parent Process 및 관련 Hashes)



MTR 팀의 분석 – Sophos SOC

단일탐지만으로는위협이실제인지
판단하기에충분한인텔리전스를
제공하지못할수있습니다.

추가탐지를통해관찰된활동과의
연관성을검토합니다. 

이러한경우의심스러운커맨드가
실행될당시의상황을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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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최적화. 탐지 및 대응 시간 최소화

45Source: AV-Test 2021 average score; Sophos Managed Threat Response current performance metrics

예방 공격표면감소, 

포괄적인런타임방지
99.98% of threats blocked

탁월한결과
(더나은보호, 위험감소, TCO 절감)

더적은수의더정확한탐지탐지 MTTD < 1 min

더깊고, 풍부한조사조사 MTTI = 25 mins

운영자지원 SOC, 
관리형및/또는비관리형 EPP대응 MTTR = 12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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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이버 보안 결과 달성

50

85%
사고감소

DOUBLE
IT 팀의효율성



Optimize Prevention. Minimize Time to Detect and Respond

Detect-탐지
탁월한예방기능으로탐지워크로드를줄여
더적은수의더정확한탐지에집중

Investigate-조사
Sophos 및 3rd party센서의
AI 우선순위탐지및풍부한조사는
조사시간을최소화

Prevent-예방
공격표면을줄이고

랜섬웨어및익스플로잇을차단하여
공격이시스템에도달하지못하도록차단

Respond-대응
분석가주도의자동화된대응조치로
해결시간이단축되어최적의보안

결과를제공합니다.



Core Security Capabilities

52

XDR

MTR

직접 분석/대응?

차세대 보호 (Protection) 탐지와 대응 (Detection and Response)

전문가의 필요?

Product

Service



크고, 다양한, 전세계 고객들의 신뢰

ENDPOINT CUSTOMERS

250,000+

Ranked
Endpoint Solution

Would 
Recommend

Average 
Customer Rating



100% Total Accuracy
Enterprise
Protection

Leader
Endpoint Protections

Platform Magic Quadrant

Winner
Best Endpoint

Security Solution

Perfect Score
Mac 

Protection

The World’s Best Endpoint Protection

Winner
Best Small Business
Endpoint Protection

Leader
Endpoint Security

Forrester Wave

#1
Exploit

Protection

Leader
Worldwide Mobile 

Threat Management

#1
Malware 
Protection

Editor’s 
Choice



52만명의 Sophos 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