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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ive Network AnalysisRetrospective Network AnalysisRetrospective Network AnalysisRetrospective Network Analysis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자. GigaStor를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으로 정확히 돌아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슈를 따로 떼어내어 간단하게 트러블슈팅 할 수 있다. GigaStor는 모든 트랜잭션, 모든 패킷, 모든 프로토콜을 수 시간에서 수 주에 이르기까지 캡쳐 할 수 있다. 이 데이터와 GigaStor 고유의 Time-based Navigation으로 모든 네트워크 문제와 변칙적 현상을 완벽하게 재검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네트워크의 시계를 되감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분석 실시.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시간시간시간시간    되돌리기되돌리기되돌리기되돌리기                  

 

GigaStorTM 포렌직 분석 시스템Capture-to-Disk Petabytes of Data at Line Rate 

�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재현시킬 필요 없이 바로 해결 
� 규정 위반 사항을 증거와 함께 문서화 
� 문제가 되는 트랜잭션의 위치를 확인시킴으로써 애플리케이션 문제 분리 
� 그 외 네트워크 활동 상태의 전후 관계에 맞추어 공격 시도와 보안 문제를 확인하여 보여줌 
� VoIP 지수를 tracking하여 VoIP 콜 품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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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Stor의 방대한 데이터 스토리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신속히 확인, 해결  네트워크 포렌직         Security 포렌직             애플리케이션 포렌직 
�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애플리케이션 통신을 tracking하고 문제를 정확히 짚어냄 
� 에러 발생시의 통계 자료를 획득하여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을 확인하고 In-Depth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 SQL, Oracle, MS Networking (SMB), VoIP, DNS, FTP, HTTP, POP3, Telnet, SMTP, SNMP, MS Exchange 및 Citrix 심층분석  대용량 스토리지 
� 16TB - 최대 1.15PB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쳐, 저장. 사용률에 따라 수 시간, 수 일, 수 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저장. 
� SAN에 데이터 저장 시 스토리지 용량 무한정 
� Expandable 옵션으로 스토리지 용량 확장의 융통성 확보  VoIP 품질, 시그널링 및 성능 분석 
� SRTP, H.323, SIP, MGCP, SCCP (Cisco “skinny”), Avaya CCMS, Nortel UNIStim, Mitel 트래픽 모니터 
� 70개 이상의 In-depth VoIP Metrics로 콜 모니터 
� 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한 Call Quality scoring 
� 관련된 액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진단 
� 음성 통화 내용 또는 streaming 비디오 저장, 재생  데이터 스트림 재 구축 
� 캡쳐 된 데이터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재 구축 
� 웹 페이지, 이메일, IM Conversation, 문서, VoIP 콜 재 구축 
� 정책 위반 사항 문서화, 네트워크 문제 조사, 비인가 활동 확인   

� 700개 이상의 프로토콜 decode와 650개의 Expert 기능으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이슈를 신속히 확인, 해결 
� Expert 기능이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확인, 애플리케이션 세션 flow 그래프로 보여주며 데이터 패킷을 재구축하고 트랜잭션 지연 현상 분리 
� Connection이 원인이 되는 문제는 마우스 우 클릭 상세분석. <GigaStor에서 시간대를 선택하여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해결> � 과거의 트래픽을 Snort rule 에 대비하여 공격 확인 
� 보안규정 위반사항 드릴-다운하여 그 근원과 시간 확인 
� 보안 문제에 연관된 장비와 네트워크 인프라 확인 
� 보안 문제를 규정과 함께 평가하여 문서화 
� 보안 및 access 위반을 전후 상황과 함께 제시. <Security Forensic이 historical 트래픽을 Snort rule  목록과 대조하여 보안 위반 발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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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loyment GigaStor는 rack mount와 포터블 형태로 제공된다. Rack mount 버전은 구성 요소에 따라 3U 또는 5U 높이로 랙 시스템에 장착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이 appliance는 Observer Expert나 Observer Suite 콘솔로 리포트 하게 된다. 이동성이 요구된다면 VIAVI Solutions의 GigaStor Portable 모델이 적합하다. 이 모델은 필요한 모든 분석 요소가 하나의 하드웨어에 통합되어 있는 All-in-One 시스템으로 현장 포렌직 분석에 효과적이다. Portable unit은 2/4TB의 스토리지, Observer Suite, 그리고 GigaStor Prob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수집, 분석, 및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GigaStor : Get Proof. Take Action. Move On. GigaStor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캡쳐 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문제의 그 시점으로 “되돌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GigaStor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또는 보안 문제에 대해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트러블슈팅                               

통화 품질 저하 현상이 특정 사용자의 VoIP phone에 부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통보가 Help 데스크로 들어왔다. 다른 전화들은 모두 정상이며 통합 통계자료 역시 전체적인 VoIP 품질을 High 상태로 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통계를 확인해보니 특정 링크의 사용률이 때때로 매우 높게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네트워크 사용률은 정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GigaStor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 단계로 네트워크 문제를 간단히 해결 한다: ① 타임프레임과 사용자 분리 GigaStor 고유의 Time-based Navigation 시스템을 사용하여 적절한 타임프레임을 선택하고 사용자에게 문제에 대한 리포트를 한다. ② Drill Down 사용자의 VoIP 콜 사용 주변으로 하여 시간대를 선택한다. ③ Expert 분석 GigaStor의 포괄적인 VoIP Expert가 콜 상세 기록과 함께 통합된 VoIP 헬스 통계를 내어 문제를 진단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는 패킷 전송이 잘못된 TOS/Precedence Setting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Expert 분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사용률이 최고조인 동안 라우터로 통합을 시도할 때 QoS 결함이 발생하여 통화 품질 저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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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GigaStor는 잠재적인 정책 위반 현상을 가시화하여 문서로 작성해 준다. 어느 직원이 금지된 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사팀 에서 이 직원의 해고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직원이 접속한 웹 주소와 도메인이 전부여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쳤다.  ① Time frame 분리 패킷 캡쳐을 시작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 GigaStor는 해당 직원의 가장 최근의 웹 활동을 따로 분리해 낸다. GigaStor의 Control Panel에서 의심되는 시간대를 선택한다. ② 사용자 데이터 Drill Down 다음으로 엔지니어가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면 그 사용자의 트래픽 패턴이 그래프로 그려져 의심이 되는 시스템에서 과도한 활동을 했던 기간을 디스플레이 한다. ③ 증거 확보 인터넷 주소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GigaStor가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original 웹 페이지를 재 구축 한다. 이렇게 재현된 웹 페이지는 해당 직원이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Gen2 Technology (Precision Engineering) 
            [1G Gen2 Capture Card]    [10G Gen2 Capture Card]  
  [40G Gen2 Capture Card]   [10G Gen2 Capture Card]          

모든 VIAVI Solutions의 Full Duplex, Gigabit, 10Gb, Fiber Channel GigaStor 제품에는 VIAVI Solutions가 디자인한 Gen2 카드가 장착되어 있다. 이 카드는 64-bit Observer가 고속의 실시간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보장하며 대용량의 캡쳐 버퍼 (36GB)를 가능하게 해준다.   Gen2 카드는 최대 1Gb 12-Port, 또는 10Gb 12-port, 40Gb 2-port로 SPAN세션, Full Duplex 연결, 또는 트렁크 링크의 어떤 조합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Gen2는 하나의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One Clock) 멀티플 링크에도 나노세컨드 정밀도의 정확한 타임 스탬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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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gaStor GigaStor GigaStor GigaStor ApplianceApplianceApplianceAppliance    TechnicaTechnicaTechnicaTechnical Specificationl Specificationl Specificationl Specification        To ensure wire-speed and line-rate capture, each system includes the VIAVI Solutions' unique  Full-duplex Gen2 capture card with multiple-link support.   Each unit also includes internal hard disk for OS and Analysis Engine,  Dual-processor system with Windows 64-bit Edition,  Dual 10/100/1000 Ethernet management port 

  GigaStor UpgradeableGigaStor UpgradeableGigaStor UpgradeableGigaStor Upgradeable        The GigaStor Upgradeable supports up to 24 drives and is available with storage capacities  of 16 TB to 48TB.  Systems can be upgraded in the field without removal from the rack.  Includes redundant power supplies and a field replaceable operating system drive.  MemoryMemoryMemoryMemory    DimensionsDimensionsDimensionsDimensions    128 GB RAM  5U 19-inch rack-mountable appliance Storage CapacityStorage CapacityStorage CapacityStorage Capacity    42.23 cm (W) x 22.15 cm (H) x 66.23 cm (D) default 16 TB, up to 48 TB (* step 16TB) (Full probe depth with handles: 71.32 cm)  Link Support Link Support Link Support Link Support     WeightWeightWeightWeight    10G: 1, 2, 4, 6 Link (2, 4, 8, 12 ports) Fully populated with 24 drives, 49Kg  1G : 2, 4, 6 Link (4, 8, 12 ports) / mounting rails: 4.1kg Power Consumption (Full load)Power Consumption (Full load)Power Consumption (Full load)Power Consumption (Full load)    Lights Out CLights Out CLights Out CLights Out Capability apability apability apability     100-240VAC Auto, 50/60Hz Manage, monitor and control the GigaStor remotely using an    1Gb    549 W (1873 Btu/h) 10Gb  568 W (1938 Btu/h) intuitive web-based interface via the IPMI  v1.5/2.0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Temperature     Key Remote CapabilitiesKey Remote CapabilitiesKey Remote CapabilitiesKey Remote Capabilities    32 F (0 C) to 104 F (40 C) Web-based management: Graceful power shutdown     , startup, and reboot, Pager and email ale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