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resentation may contain forward-looking statements regarding future events, plans or the 

expected financial performance of our company, including our expectations regarding our products, 

technology, strategy, customers, markets, acquisitions and investments. These statements reflect 

management’s current expectations, estimates and assump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currently 

available to us.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not guarantees of future performance and 

involve significant risks, uncertainties and other factors that may cause our actual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to be materially different from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expressed or 

implied by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presenta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factors that could cause actual results to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described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made in this presentation, please refer to our periodic 

reports and other filings with the SEC, including the risk factors identified in our most recent quarterly 

reports on Form 10-Q and annual reports on Form 10-K,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by visiting 

the Splunk Investor Relations website at www.investors.splunk.com or the SEC's website at 

www.sec.gov.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made in this presentation are made as of the time and 

date of this presentation. If reviewed after the initial presentation, even if made available by us, on our 

website or otherwise, it may not contain current or accurate information. We disclaim any obligation to 

update or revise any forward-looking statement based on new information, future events or otherwise, 

except as required by applicable law.

In addition, any information about our roadmap outlines our general product direction and is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without not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all not be incorporated 

into any contract or other commitment. We undertake no obligation either to develop the features or 

functionalities described, in beta or in preview (used interchangeably), or to include any such feature 

or functionality in a future release.

Splunk, Splunk> and Turn Data Into Doing are trademarks and registered trademarks of Splunk In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ll other 

brand names, product names or trademark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  2022 Splunk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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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플렁크 보안 솔루션 소개

PLATFORM

DATA SOURCES

(예시)

USE CASES 

(예시)

APPLICATIONS  

앱
에
코

시
스
템

보
안

컨
텐
츠

보안 모니터링

다양한 Logs(클라우드 포함) Network Wire Data Threat Intelligence …

규정 준수 및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지능형 위협 탐지

인시던트 조사 및
포렌식

내부자 위협 탐지

인시던트 대응

사기 분석 및 탐지

보안운영(SOC)
자동화

(SOAR)(SIEM) (UBA)

(Core,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TIP)

(머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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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보안 여정을 막 시작하고 보안을 위해 Splunk를 고려 중인 고객을 위한 앱

✓ InfoSec 앱은 Splunk Enterprise Security(SIEM)을 아직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에게 디딤돌 역할

✓ 이 앱(Splunk Essentials for FSI)은 금융 산업을 위한 사기, 규정 준수 및 분석을 다루는 17가지 사용
사례와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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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Info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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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보안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

✓ 이벤트를 조사, 모니터링, 분석 및 조치하고 여러 소스와 환경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자동화를 통해 일상적인 작업을 줄이는 방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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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사용자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로그인합니다.

Azure AD, AWS CloudTrail, S3 

access logs, Gsuite Audit, GCP 

Audit

01

02
사용자 IP의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양

AWS VPCFlow, GCP Monitoring, 

Azure  Monitor

사용자의 랩톱에서 실행되는 인코딩된
명령이 있는 Powershell

Windows events, Sysmon, 

OSQuery, Cb, Crowdstrike, …
03

사용자 노트북의 Temp 디렉토리에서
Windows 프로세스 실행

04 Sys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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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ES & SOAR with Tru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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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위협을 조사하고 이상 징후를 추적,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UBA가 식별한 위협을 더 깊이 조사

✓ UBA의 머신러닝 모델에서 발견한 이상징후 내용을 피벗하여 추가 지표를 발견하는 방법 제공

✓ Splunk ES(Enterprise Security)의 룰 기반 과 Splunk UBA의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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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UBA(U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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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Passkey.exe는 자주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UBA에서 비정상적인 Windows 보안 이벤트를 발생

➢ 프로세스의 의심스러운 위치로 인해 이상과 관련된
위협이 생성(c:\windows\system32\printdrv)

• agrady-l은 연결된 워크스테이션

• frothly_helpdesk는 연결된 사용자

➢ Agrady-l는 앱(프로세스)을 참조하는 비정상적인 Windows 보안 이벤트를 보유

• tar.exe and hostname.exe

➢ UBA는 이러한 이상 현상을 계정 침해 가능성이 있는 위협으로 식별

• tar.exe와 관련된 인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Splunk에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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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OT(Operational Technology)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Splunk의 기능과 이러한 시스템을

SOC의 워크플로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

✓ 참고 :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NERC 

CIP)

✓ AWS 데이터 세트를 소개하고, 온프레미스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점 제시

✓ 온프레미스 & AWS 인프라 비교

✓ 데모 인스턴스에 포함된 내용

- Splunk 및 AWS 통합

- AWS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기

-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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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OT Security



©  2022 SPLUNK INC.

2. 보안 유즈케이스 활용 앱 및 데모
- AW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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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기업 고객 Story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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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기업 고객 Story (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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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플렁크 아키텍쳐

라이센스 마스터
(License Master)

모니터링 콘솔
(Monitoring Console)

인덱스 클러스터
(Index Cluster)

서치헤드 클러스터
(Search Head Cluster)

시스로그 서버
(Syslog Server)

TA (Technical Add-on)

버켓
(Buckets)

모듈러 입력
(Modular Inputs)

리모트 호출
(API)

HTTP 이벤트 컬렉터
(HEC)

“온프렘 & 클라우드”

(On-Prem & Cloud)

네트워크 입력
(Network Inputs)

일일 데이타량
(Daily Ingestion)

수집 계층
(Collection Tier)

서치 계층
(Search Tier)

토폴로지
(Top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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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플렁크 아키텍쳐

구성요소 정의

서치헤드
Search Head (SH)

서치헤드는 Splunk 사용자에게 Web-UI를 제공하고 예약된 검색 활동을 실행

포워더
Forwarder (FWD)

데이터소스에서 로그를 Splunk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만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 Splunk 버전 (UF : Universal Forwarder, HF : Heavy Forwarder)

인덱서
Indexer (IDX)

인덱서는 Splunk의 핵심입니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 및 인덱싱하고 검색
계층에서 시작된 검색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검색 피어 역할도 제공

앱(App) Splunk 플랫폼 내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버
Deployment Server (DS)

배포 서버는 포워더 설정의 구성을 관리

클러스터 마스터
Cluster Master (CM)

클러스터 마스터는 클러스터 배포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조정 역할 수행

구성요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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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플렁크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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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플렁크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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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플렁크 아키텍쳐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제약없는 수집

Mounted File 

Systems
//hostname/mount

syslog
TCP/UDP

Event Logs

Performance

Active 

Directory

syslog hosts

and network devices

Unix, Linux and Windows hosts

Local File Monitoring
Splunk Forwarder

virtual

host

Windows

Scripted or Modular Inputs
shell scripts, API subscriptions

Mainframes*nix

Wire Data
Splunk App for Stream

DevOps, IoT, 

Containers
HTTP Event Collector

shell

API

p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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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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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