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 Time to Rethink Data Source 

–와이어데이터

채홍소

엑스트라홉 코리아



Distributed 
Application 
Workloads

웹 서비스

SDN

제로데이
보안
공격

자동화

가상화

빅데이타
/비지니스
데이타 분석 모바일

지점망

클라우드

데브옵스

ioT

현재 IT 시스템은 ?

점차로 진화 하고 있는 기업의 IT 환경
높은 복잡도 ,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량, 신기술 접목 , 높은 보안 수준 요구



Source: Cisco Global Cloud Index 

현재 IT 시스템은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타 처리량



적용하기 어렵고 가상,
Cloud환경등을 모두 처리

하지 못함

사용이 어렵고 자유롭게 데
이타 공유가 어렵다

제어권의 상실 발생

하나의 그룹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짐

전체 통합된 시각화가 어려움

적용되고 난뒤에 컨설팅에
높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
고 많은 요청이 발생한다.

현재 IT 시스템은 ?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 발생



제어권 상실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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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시성 확보 복잡성을 제거 제어권을 다시 획득

우리가 원하는것은 ?

비지니스와 IT를 하나로 연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달성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타 소스

네트워크 데이타 API/LOG 데이터 에이전트 데이터 SNS  데이터 인위적 가공데이터

• No 운영 환경영향

• No 종속성

• THE TRUTH

no man in the middle

• 풍부한 데이타 제공

network-infra-appl-biz • 비정형성
• 일관적이지 않음
• 변경발생에 취약
• 유지관리 복잡성

• 종속성 : 벤더/플랫폼/언어
• 설치.구축 소요 시간
• 낮은 확장성
• 운영 환경 영향도 : 자원 소모
• Man In The Middle
• 인프라/애플리케이션간 연계

성부족

• 설치 / 구성 소요
• 운영 환경 간섭

• 현실 반영 어려움
• 높은 운영 영향도

• ? TRUTH ?
• 숙련된 분석능력

*데이터 소스 분류 출처 : 가트너, 2016.년 3월 10일



중요 데이타로서의 네트워크 데이타

이미 가지고 있으며, 가장 광범위 하며, 가장 믿을 수 있으며, 가장 손쉽게
데이타화 가능한 네트워크 데이타



중요한 데이타 소스로서의 네트워크 데이타를

네트워크에 한정되어 보는 관점이 아닌

ReThink Data Source

- 와이어 데이타 -



가장광범위하고포괄적이고신뢰도있는데이타소스

와이어 데이타
와이어에 있는 모든 트랙잭션을 대상으
로
함으로 ITOA의 기반의 됨

로그 데이타
ITOA의 부분으로서 유용한 데이타이나
특정 영역에 한정적이고 연계되지 못함

에이젼트 데이타
ITOA를 위하여 유용한 데이타이나 특정
여역에 한정적이고 모든 영역에 적용이
어려움

기존 데이타와 와이어 데이타의 차이



“와이어 데이타“ — radically rethought and used in new ways —
...will prove to be the most critical source of data for availa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over the next five years.”* 

*Source: Gartner, "Use Data- and Analytics-Centric Processes With a Focus on wire datato Future-Proof Availa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Vivek Bhalla and Will Cappelli, March 10, 2016

ReThink Data Source  = 와이어 데이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타

구조화된 데이타
실시간 와이어 데이타

처리 플랫폼

ReThink the Data Source는 실시간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타

(네트워크 데이타)를 구조화된 데이타(와이어 데이타)화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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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기존에 주요 대상이었던 North – South 트래픽과

East – West 트래픽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데이타화

기
존
처
리
범
위

와이어 데이터 적용으로 확장 처리 범위



Public Cloud: Azure & A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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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기존의 On-Premise 환경뿐만 아니라 Private/Public Could 모두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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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네트워크, 서버/어플리케이션, 보안, 비지니스 전반에 데이타 제공을

위하여 트랜잭션 분석기를 통한 의미 있는 데이타화 제공



서버 팀
잘못된 구성 확인 및 자동 종속(d
ependency) 맵핑

데이타베이스
관리자
프로파일러가 필요없는
퀴리 성능 모니터링

보안 팀
비정상동작 발견 및 보안 컴플라이
언스 간소화

VDI 관리자
프론트앤드front-end) 행위와 연관된
백앤드(back-end) 문제분석

비지니스 분석가
예상하지 못한 상관관계 및 연관
성 발견

네트워크
관리자
모든 Tier에 대한 상세한 L2-L7 레이어 메
트릭 제공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이해

애플리케이션 Owner
베이스라인에 반한 성능비교, 트
러블슈팅 가속화

CIO 및 임원
IT 운영상의 유일하고 가치있는 시각 제공

가상화 팀
before-and-after 베이스라인 및 P
2V 마이그레이션 지원

스토리지 관리자
개별서버 및 서버그룹에 대한
상세 업무정보

신뢰성있는 단일소스

특정 영역에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나서모든 사람이 사용가능한

일원화된 데이타와 뷰를 제공 가능하도록 데이타화

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단순 데이타의 제공을 통한 단편적인 분석에서 벗어나서

머신러닝 같은 학습을 통한 비정상 형태 분석



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자신만 사용하는 데이타가 아닌 다양한 분석시스템(빅데이타/BI 등)

중요한 데이타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의 데이타화

와이어 데이타
분석 플랫폼



ReThink Data Source 관점의 와이어 데이타 란?

All L2-L7 
communication on 

the network

정형화된 패킷 데이타

모든 데이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와이어 데이타화

비정형 패킷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데이타에 대해서 특정 영역의 데이타가

아닌 모든 데이타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제어하여 데이타화



어떻게 솔루션화 되었나?

와이어 데이타분석 플랫폼 : ExtraHop



ExtraHop의 구성도



차별화된 Workflow엔진 탑재

Wire 데이타 분석은 데이타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장쉽고 빠르며 가장 효율적인 Workflow를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타를 분석하여 실시간 트렌드 정보 및
실시간 장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통하여 차별화된 가시성
을 제공합니다.

모든 트랜잭션 단위 정보를 Elastic검색 기반의
빅데이타 기반으로 저장 및 검색 가능합니다.

증거 제공 및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을 위한
패킷 정보를 저장합니다.

Explore Every Interaction

Discover the Entire Picture

Trace Down the Details



마치 네트워크를 위한 Google Earth와 같은 탑다운 뷰를 제공

기준, 트렌드 데이타, 신속한 이슈 분석 데이타를 생성

ExtraHop Discover
실시간 스트림 프로세싱

Workflow 1단계 : Discover



실시간 대량 처리

432 TB
of analysis 

@40 Gbps/day

216 TB
of analysis 

@20 Gbps/day

108 TB
of analysis 

@10 Gbps/day

33 TB
of analysis @

3Gbps/day

11 TB
of analysis @

1 Gbps/day

Cloud

On-Premises

비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량의 실시간 처리 아키텍처



Workflow 2단계 : Explorer

빠른 검색과 비주얼 쿼리를 통한 빠른 이슈 분석 가능

트랜잭션 상세 정보의 빠른 검색 및 조회, 빠른 문제 해결

ExtraHop Explore
Elastic 검색기반의 NoSQL DB



빅데이타 기반 분석 엔진

비주얼 쿼리를 통한 손쉬운 빅데이타 형태의 분석



Workflow 3단계 : Trace

와이어 데이타와 연관된 패키정보로의 자동 연계분석

포렌직 증거, 패킷 레벨 상세분석

ExtraHop Trace
지속적인 패킷 저장



차세대 가시성 플랫폼으로서의 ExtraHop

모니터링 이상을 원한다면 가시성을 통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어떤곳에 주로 활용이 가능할까?

네트워크 관점부터 보안 및 비지니스

관점 까지 다양한 분야에 맞게 적용



주요 적용 가능한 범위

보안 가시성 /
지능화된 포렌직



전통적인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5

구간 #6

- 네트워크 실시간 감지 및 이슈 분석
- 네트워크 서비스 연관 이슈 분석
- IT서비스 전반의 시각화 및 네트워크 연계 분석

전체관점에서 네트워크 구간을 구분하여 어떤 구간에서의
이슈가 발생하는지 실시간 가시성 확보 및 문제 분석 체계



IT서비스 전체 시각화 및 이를 통한 관리

IT시스템 전체를

자동감지 /분류

이를 통한 시각화 및

데이타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성



대외계기간계

특정 제조사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비지니스

데이타화 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업무단위 가시성(전문 분석)



IoT보안 및 가시성 확보

Attacker

File 
Share

Client ClientClient



Simple. Elegant. Scalable. 

Let’s ReThink Data Source 
– We Need Wire Data

Unlock Control Insights

엑스트라홉 – 와이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