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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급격한 보안 환경 변화

자원 및 기술 보안 솔루션 데이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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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환경의 통합 보안관리에 대한 고객의 고민

기존의 보안
방법을 그대로?

보안 솔루션들 숫자가 너무 많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 어려움
기존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

보안 관리 분리

새로운 보안 이슈

기존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가시성 깨짐
새로운 위협의 증가

보안 운영
비용 증가

보안 현대화를 위해서 통합 보안 관리 플랫폼 & 서비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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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Pak 

Digital trust

Threat 
Managment

Cloud Pak for Security

- Data Explorer
- Threat Intelligence Insight
- User Behavior Analytics(QRadar)
- Risk Manager(Guardium)
- Case management (Resilient)

QRadar
SIEM

Verify
- IAM
- PAM
- IGI

Trusteer

Guardium
- Protection
- Encryption
- Key 

manager

Maas360

QRadar
SOAR
(xResilient)

Strategy 
and Risk

SOC
- XFTM
- Assessment
- Risk 

Quantification

OT security
- Consulting
- SOC

IRIS
- Darkweb
- Emergency IR

Cloud Security
- Strategy/Matu

rity assess
- Container

IAM
- Consulting
- Implement

QRadar
EDR
(ReaQta)

QRadar
NDR
(xQ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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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가치 기술적 가치

보안 운영의
현대화

플레이북 기반 대응 자동화 표준화된 오픈 아키텍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커넥티드 보안

AI기반 조사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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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 
- UK 브로드밴드 제공자로서,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신속한 보안 위협
대응 역량 필요
- 보안 경고 발생시 분석가가 산재된 환경 내의 잠재 보안 위협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던 시스템을 위협 조사 대응을 위한 중앙 관리 체계
구축

• 솔루션 : QRadar SOAR 

• 성과 /기대효과 :
- 보안 관제 센터에 대한 거버넌스와 장기 전략 수립
- 보안 사고 대응 관련 감사 추적성 확보

• 요구사항 : 
- 증가하는 제조사 IT/OT 환경 위협에 대한 침해 대응 역량 강
화, 그룹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글로벌 보안 운영 표준 필요

• 솔루션 : X-Force Threat Management, Cloud Pak for Security,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 성과 /기대효과 :
- 전사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신속한 대응
- 검증된 방법론 기반 빠른 글로벌 SOC으로의 전환
- AI/ML 기반 보안 운영 최적화 및 자동화

✓“Follow-the-Sun” 운영 모델 기반으로 24x7 서비스 지원
✓검증된 구현방법론, 전문가 기반 구축 전략 최적화
✓AI 및 특허 ML, 인텔리전스 통해 분석 자동화 및 운영 효율화
✓위험 기반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 보안 관제 고도화 제시

• 요구사항 : 
- 증가하는 보안관제 소요대비 제한된 관제 인력
- 미탐지된 이상행위에 대한 분석체계 부재
- 해킹 침해시도 증가에 따른 성과관리 필요

• 솔루션 : QRadar XDR (SIEM/SOAR/TI)

• 성과 /기대효과 :
- 자동화된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
- 표준화된 워크플로우 기반 정보보호 대응 및 의사결정력 향상
- 보안 로그 및 악성 트래픽 분석 능력 강화

✓수백개의 Use Case 기반 다양한 보안 위협 실시간 탐지
✓동적 플레이북 기반 유연한 대응 프로세스 정의/연동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한 의사결정 정보 제공

✓8배 빠른 잠재 위험 대응
✓글로벌 표준과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민첩성 제공
✓보안 사고 대응 및 즉각적 감사 제공을 통한 보안 관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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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By Entry points 

Experience Day Garage 서비스 컨설팅 구축 서비스

통합 보안
통합 클라우드

보안 체험
클라우드 보안

Garage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통합 보안

플랫폼 구축

App 현대화 Mono to Micro 데모
Cloud Native App

전문가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Cloud Native App 개발 서비스

Data 현대화 DataOps 체험
Data 현대화

Garage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디자인

컨설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

AI 적용 데이터 사이언스 체험
AI 

Garage 
AI 적용 컨설팅

머신러닝 모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

통합 클라우드
관리

Watson AIOps 체험 IT 운영 현대화 Garage
클라우드 관리 체계

컨설팅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구축



세상을 변화 시킬 일들을 함께 만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