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Security Software
QRADAR DATA STORE

보안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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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adar Data Store 유즈케이스

컴플라이언스 준수 목적 모든 로그 보관,
기존 구축 비용 대비 50%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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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든 로그 저장으로
선도적인 보안 위협 사냥 수행
(Threat Hunting)

앱을 통한 SIEM 기능 확장 및 왓슨
놀리지(Watson’s knowledge)
기능 확대

QRadar Data Store 설명
• 필수 사항
• QRadar 7.3.1 버전 또는 그 이상의 상위 버전 설치
• 7.3.1 버전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Data Store 기능을 활성화 하고, 기존 인프라 변경 없이 필요한
라이센스 추가 후 사용 가능

• 라이센스 구매
• 대용량 로그를 보관할 하드웨어 또는 가상 시스템 한대 당 1개 “Connection“ 라이센스 적용
• 대용량 로그 보관 시스템: QRadar All-in-One appliance, Event Processor, Data Node
• 필요 용량에 따라 시스템 확장 지원

• 지원 사항
• 로그 수집 및 로그 보관 용량에 대해 라이센스 제한은 없습니다(보관 용량은 하드웨어 또는 가상 시스템의
온/오프 스토리지 용량).
•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라 라이센스 재조정이 가능 합니다.
• 대용량 로그 보관에 사용할 시스템 수에 맞춰 필요한 라이센스를 구매 합니다.
• Data Store 이중화(HA) 구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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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adar Data Store 구성
• Q> 제품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 A> 기본 구성은 실시간 상관 분석에 필요한 EPS 라이센스 구성 없이 제품 설치 라이센스와 QRadar Data Store
connection 라이센스로 IBM QRadar data store 구축이 가능 합니다.
IBM QRadar
Security Intelligence
Logging
Data

Console

Data Store

• Q> QRadar Data Store connection 라이센스는 무엇인지?
• A> QRadar 7.3.1 버전 이상에서 라우팅 룰을 적용해 실시간 상관 분석이 필요 없는 로그를 SIEM에 수집 보관하는 라
이센스 입니다. Data Store Connection을 통해 수집한 로그는 정규화를 거쳐 보관되기 때문에 QRadar 콘솔 메뉴를 통
해 로그 검색 및 보고서 생성을 지원 합니다. 로그 검색/보고서 생성(스케쥴링)/대쉬보드를 지원하고 실시간 상관 분석
을 통한 오펜스 생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Q> 실시간 상관 분석 확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 A> 시스템 인프라 변경 없이 EPS 라이센스 추가를 통해 실시간 상관 분석 기능 확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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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adar Data Store 기능 설명
IT 보안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

QRadar Data Store는 저장 용량에 대한 라이센스 제약 없이
로그 수집 보관을 지원 합니다.

•

수집 로그는 QRadar DSM* 엔진을 거쳐
정규화(Normalization) 로그 형식으로 보관 됩니다.

•

수집 로그는 QRadar의 로그 분류에 따라 High Level / Low
Level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

정규화된 로그를 기반으로 고급검색 / 시계열 검색 /
대쉬보드 / 보고서 / Apps 지원 합니다.

•

유연한 라이센스 모델을 활용해 사용자가 제품 구성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SDK와 APP 기능 지원하기 때문에 3rd 파티 연동이 가능
합니다.
* Device Suppor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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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능

미지원 기능

실시간 로그 수집

실시간 상관 분석 및
히스토리컬 분석

정규화 지원 및 카레고리 분류
(Normalization)

플로우수집(Flows)

DSM* Builder(로그 파싱)

자산관리(Assets)

로그 보관

오펜스생성(Offenses)

Querying + AQL

UBA 기능

시계열 검색 (Time Series)

X-Force 지원

SDK and Apps

Cloud Discovery

대쉬보드 및 보고서 생성

Data Discovery

IBM QRadar Data Store with EDR 유즈케이스
IBM QRadar Data Store를 통해 감사 로그 및 엔드포인트 시스템 로그 수집 보관/검색/대쉬보드 활용

사고대응
조사

QRadar
Console

위협분석
(Threat
Hunting)

카본블랙/빅픽스
앱 연동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제출

로그 검색

대쉬보드

QRadar 콘솔을 통한 검색 및 보고서 생성

SIEM 기능 지원

엔드포인트
Agents

•
•
•
•
•
•

실행 프로세스 정보
실행 파일 정보
파일 생성/수정 정보
네트워크 연결 정보
레지스트리(윈도우)
크로스 프로세스 정보

엔드포인트
로그 수집

SDK

•
•
•
•
•
•
•

Collection/storage
DSM
Querying + AQL*
Time Series
SDK and Apps
Dashboards
Reporting

QRadar Data Store
* Ariel Query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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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LLOW US ON:
ibm.com/security
securityintelligence.com
xforce.ibmcloud.com
@ibmsecurity
youtube/user/ibmsecurity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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