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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hreat Response v1.2 – 인스턴트 

데모   

  

데모 정보  

이 가이드에는 사전 구성된 데모를 위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모 정보  

커스토마이제션 옵션 

요구 사항  

솔루션 정보  

시작하기 

시나리오 1:  Talos 블로그 기사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 사용  

시나리오 2:  인시던트 매니저  

What’s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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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 및 위협 대응 기능을 통해 모든 소스에서 서드파티(third party)나 외부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공합니다. 시나리오 2 는 위협 대응의 새로운 인시던트 관리자(incident 

manager)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작업을 보여 줍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여러 통합 제품의 데이터 및 응답 기능이 포함된 조사가 수행됩니다. 이러한 응답 작업에는 다른 제품의 값 변경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의 추가적인 인스턴트 데모(Instant Demo)가 제공되어 통합 제품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선택적으로 시청자에게 보여 줍니다.   

커스토마이제션 옵션 

시나리오는 별도로 제공하거나 순서대로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대응 조치에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에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대신 첫 번째로 제공한 기능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인시던트 관리자의 세부 사항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Investigate UI 에서 한 번의 Investigate 및 응답 기능은 동일합니다. 

요구 사항  

아래 표에는 사전 구성된 시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필수 옵션 

Cisco AnyConnect®가 포함된 노트북  

Google Chrome 및 Firefox 브라우저  

dCloud 액세스 및 계정 

  

없음 

  

  

 

솔루션에 대하여 

Cisco Threat Response 는  Cisco 보안 제품 간의 통합을 자동화하고 탐지, 조사 및 치료와 같은 주요 보안 운영 기능을 

가속화합니다. 통합 보안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입니다. Cisco Threat Response 는 사이버 보안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수동 작업을 크게 줄입니다. Umbrella, Endpoints for AMP, Firepower 및 Threat Grid 와 같은 

기존 Cisco 보안 제품에 시간이 가장 중요할 때 빠르고 자신 있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여 가치를 더합니다. Cisco 및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3/ 50 페이지 

타사 보안 제품은 위협 응답에 모듈로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threatresp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단계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준비하고 구성하십시오. 

1. 기존 AMP 또는 위협 응답 세션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에 대해 명시적인 로그아웃 작업이 

필요하며 탭을 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 및 dCloud 계정을 별도로 유지하려면 별도의 브라우저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dCloud 에서 Catalog(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사이드바에서 Instant Demo(인스턴트 데모)를 선택합니다.  

3. Cisco Threat Response v1.2 를 검색합니다.  

4. 5 개의 데모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 Cisco Threat Response v1.2 -  Endpoints 위한 AMP - 인스턴트 데모 

중요! Cisco Threat Response v1.2 - Endpoints 위한 AMP - 인스턴트 데모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 Cisco Threat Response v1.2 - 인스턴트 데모 

• Cisco Threat Response v1.2 - Email Security - 인스턴트 데모 

• Cisco Threat Response v1.2 - Threat Grid - 인스턴트 데모 

• Cisco Threat Response v1.2 - Umbrella - 인스턴트 데모 

    

5. Cisco Threat Response v1.2 - AMP for Endpoints - Instant Demo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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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작업은 사용자를 Cisco Security Account 기록합니다. 다음 단계 이후 이 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AMP 를 데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AMP 에 로그인한 후 Cisco Threat Response v1.2 - Instant Demo 에 대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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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새 탭에서 Log in with Cisco Securit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참고: 다른 인스턴트 데모가 있으므로 AMP endpoint 또는 Umbrella 차단목록에 추가된 도메인의 AMP SCDL 활성화 

격리에 추가 된 파일 해시와 같이 위협 대응에서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위협 대응으로의 

통합을 선택적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위협 대응과 반대되거나 통합 된 제품 자체에서 이러한 기능을 시연하기위한 

지침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참고: 라이브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는 관측 가능한 피벗 메뉴에 블록, 추가 또는 분리 등의 응답 

작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옵션은 차단 해제, 제거 및 분리됩니다. 즉, 다른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을 해당 상태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작업을 사용하고 청중에게 설명하여 API 를 

계속 보여 주십시오. 또는 데모 시간 직전에 데모를 실행하고, 데모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차단 해제하고, 격리 해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세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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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1: Talos 블로그 기사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 사용 

가치 제안: 이 데모에서는 영업 팀에게 보안 위협 대응의 모든 기능을 브라우저에 통합하여 모든 브라우저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Threat Response Browser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조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보안 운영 팀이 매일 수행하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간단한 위협 

검색, 조사 및 신속한 첫 번째 대응 조치를 안내합니다. 통합 아키텍처와 동일한 수준의 가시성, 속도 또는 즉시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경쟁업체는 없습니다. 

  

소개 

Cisco Security 통합 아키텍처의 성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위협 대응 데모 가이드 만들었습니다 . DNSpionage 의 실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이 데모에서는 셀러가 잠재 고객과 고객에게 보안 운영 센터 직원이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보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다음을 사용하는 Cisco Security 포트폴리오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 Cisco Threat Response APIs  

• Cisco Firepower  

• Cisco AMP for Endpoints  

• Cisco Umbrella  

• Cisco Email Security  

• Cisco Threat Grid  

  

가치 제안: 이 데모에서는 이러한 모든 제품을 활용하지만 고객은 비용 없이 위협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제품을 소유할수록 위협 대응으로 더 빠르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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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위협 대응은 개방형 API 를 제공하여 고객이 자신의 환경에서 위협 대응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많은 리소스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와 SalesConnect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DNSpionage 요약 

2018 년 11 월, Cisco Talos 는 위협 행위자들이 공격자의 명령 및 제어(C2)와 HTTP 및 DNS 통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원격 

관리 도구를 만든 DNS 라는 공격 캠페인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추가 DNS 를 이용한 공격이 있었다는 다른 공개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 1 월 미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위협 활동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경고하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협 활동에 대한 증가하는 보고 외에도, DNS 를 통한 캠페인 배후의 위협 행위자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전술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 월에, 우리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대상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새로운 정찰 단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위자들의 전술, 기술 및 절차(TTP)에 대한 몇 

가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2019 년 4 월, 시스코 Talos 도 새로운 악성코드를 이용해 배후들을 발굴했는데, 이를 

'Kakoff'라고 부릅니다. Talos Threat Spotlight for Karkoff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라이브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는 관측 가능한 피벗 메뉴에 블록, 추가 또는 분리 등의 응답 

작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옵션은 차단 해제, 제거 및 분리됩니다. 즉, 다른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을 해당 상태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작업을 사용하고 청중에게 설명하여 API 를 

계속 보여 주십시오. 또는 데모 시간 직전에 데모를 실행하고, 데모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차단 해제하고, 격리 해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세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talosintelligence.com/2019/04/dnspionage-brings-out-karkoff.html
https://blog.talosintelligence.com/2019/04/dnspionage-brings-out-karkof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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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내부 메일러 threat-response-pm@cisco.com 또는 외부 메일러(파트너용) threat-

responseearly@cisco.com.로 연락하세요. 

준비  

교욕 

1. Firepower FAQ 를 검토하여 최근에 출시된 Firepower 통합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2.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모를 경우는 있으면 Ben Greenbaum 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십시오. 

설정  

참고: 플러그인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dCloud 환경에서 API 자격 증명을 가져와 교체해야 

합니다. 사용자 자신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것은 데모 사례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데모 환경의 품질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데모를 위해 전용 브라우저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dCloud 플러그인 인증 

정보와 사용자 자신의 인증 정보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으며, 플러그인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대신 언제든지 인스턴트 

데모 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브라우저 프로필에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이미 설치한 경우, dCloud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모를 

실행하십시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아래 단계 섹션으로 바로 이동하십시오.  

  

    

위협 응답에서 API 키 가져오기 

1. Threat Response v1.2 데모에 액세스하려면 Cisco Threat Response v1.2 - AMP for Endpoints - Instant 

Demo 를 보려면 View 버튼을 클릭한 다음 Cisco Threat Response v1.2 - Instant Demo 를 클릭하십시오. 

https://community.cisco.com/t5/security-documents/faqs-firepower-integration-with-cisco-threat-response/ta-p/3880441
https://community.cisco.com/t5/security-documents/faqs-firepower-integration-with-cisco-threat-response/ta-p/3880441
https://blogs.cisco.com/security/cisco-threat-response-plugin-defeat-threats-with-just-a-few-cl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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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sco Threat Response 에 로그인한 다음 Settings > API Clients > Add API Credentials 로 이동합니다.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11/ 50 페이지 

3. 모든 범위에서 API 자격 증명 집합을 생성하고 Add New Client 를 선택하십시오.  

 • Cisco 내부 ID 또는 CIO ID 를 클라이언트 이름의 시작 부분으로 사용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 ID 및 암호를 저장하십시오.  

  

  

  

  

   

  

확장 설치  

1. 선택한 브라우저에 따라 다음 확장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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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지침은 cs.co/ctr_plugins_vide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Chrome 용 cs.co/ctr4chrome CTR Extension 을 다운로드하거나 Firefox 용 cs.co/ctr-4-firefox  CTR Extension 을 

다운로드합니다. 

3. dCloud 에서 생성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NAM 영역용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구성합니다.  

  

  

  

  

     

단계  

  

  

개요: 

 

http://cs.co/ctr_plugins_video
http://cs.co/ctr4chrome
http://cs.co/ctr-4-fire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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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1 월, Cisco Talos 는 위협 행위자들이 공격자의 명령 및 제어(C2)와 HTTP 및 DNS 통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원격 

관리 도구를 만든 DNS 라는 공격 캠페인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추가 DNS 를 이용한 공격이 있었다는 다른 공개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 1 월 미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위협 활동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경고하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협 활동에 대한 증가하는 보고 외에도, DNS 를 통한 캠페인 배후의 위협 행위자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전술의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 월에, 우리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대상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새로운 정찰 단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위자들의 전술, 기술 및 절차(TTP)에 대한 몇 가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2019 년 4 월, 시스코 Talos 도 새로운 악성코드를 이용해 배우들을 발굴했는데, 이를 'Kakoff'라고 

부릅니다. 참고: 시작 섹션의 단계를 사용하여 활성 위협 응답 세션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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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co Threat Response 브라우저 탭을 클릭합니다.  

  

2. 우리는 브라우저 확장을 이용하여 카코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https://blog.talosintelligence.com/2019/04/dnspionage-brings-out-karkoff.html.의 Talos 블로그 게시물을 

방문하십시오. 

    

https://blog.talosintelligence.com/2019/04/dnspionage-brings-out-karkof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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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los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로드한 후 CTR 확장을 누르십시오. 확장이 시작되면 확장자에게 페이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항목을 찾도록 확장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4. 블로그에 제시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검사하는 API 의 결과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가치 제안: 확장자는 Threat Response API 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웹 페이지의 

원시 비정형 텍스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합니다. 

각 관찰 항목을 검색하여 항목의 처분 또는 평판(깨끗함, 악의적, 의심됨 또는 알 수 없음)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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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메인 및 파일 해시에 대한 피벗을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또한 이 확장은 이미 세 번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즉, 보안 위협 대응 API 를 쿼리하여 관측 가능한 유형과 

구성된 모듈을 기반으로 각 관측 대상에 대해 사용 가능한 작업을 파악했습니다.   

6.  SOC 가 다른 인터페이스로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여기서 응답할 수 있는 응답 API 에 대해 설명합니다. 

• 도메인 블록: (도메인 옆에 있는 피벗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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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블록: (파일 해시 옆의 피벗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참고: 이것이 공유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조사자가 블록 명령을 내리고 시스템을 해당 상태로 방치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7. 위젯 상단에 있는 Malicious 및 Unknown 레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평결과 일치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한 다음 

Investig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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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nvestigate 를 클릭하면 위협 응답 인터페이스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8. Investigate UI 를 청중에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조사는 목표물을 산출할 것 같습니다. 예제 스크린샷에서는 세 개의 

대상이 발견됩니다. 그래프 노드가 있는 파란색 돋보기는 조사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돋보기 없이 그래프의 

노드는 농축 프로세스의 일부로 구성된 모듈에 의해 발견되는 보기입니다. 

가치 제안: 이러한 목표는 환경에 구축한 여러 Cisco Technology 에 의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콘솔에서 통합 

아키텍처의 데이터를 보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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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상 요약을 검사하면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대상이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예제 대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강조 표시합니다.   

가치 제안: 이 목표 조준은 Umbrella 모듈, 특히 Umbrella Reporting Most Requests API 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대상을 클릭하면 개인 IP 주소(192.168.249.111) 및 외부 IP 주소(64.100.2.10)와 같은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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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 이 타겟 시프팅은 Firepower 모듈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가치 제안: 이 타겟 시프팅은 AMP for endpoint 모듈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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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약 도구 모음에서 Modules 클릭하여 추가 세부 정보로 응답한 모듈의 수와 유형을 표시합니다. 

  
   

11. 표시기를 검토하고 IPS 경고가 표시된 것처럼 표시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가치 제안:이 예에서는 표시기는 Threat Grid 및 Firepower 에서 가져옵니다. 

  

가치 제안: INDICATOR-COMPROMISE DNSpionage Karkoff C2 는 트리거된 IPS 시그니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Firepower 에 의해 전송되었습니다. 다른 표시기는 Threat Grid 에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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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래프에서 mx-pool48.kronicstudios.com 도메인을 찾아 investigation 에 추가합니다. 

  

가치 제안: 해당 도메인은 사고발생 당시 조사된 관찰 가능한 108.62.141.247(역 DNS)로 확인된 도메인입니다. 이 도메인을 

조사에 추가하면 SOC 는 IPS 서명을 우회했을 수 있는 이 도메인에 대한 통신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IPS 서명은 

트래픽 패턴으로 한정되며 트래픽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서명이 무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그니처 컨텍스트가 없는 도메인 검색을 찾습니다. 이제 수사에 추가한 만큼, 환경에 도메인에 손을 뻗은 

호스트가 있다면 대상 개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서모스탯에서 추가적인 조준이 도메인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24/ 50 페이지 

  

   

13. 구성된 모듈을 기반으로 SOC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토론합니다. Umbrella "Enforcement" API 는 UI 로 

피벗할 필요 없이 위협 응답 내에서 도메인을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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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것이 공유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조사자가 블록/블록 해제 명령을 내리고 시스템을 해당 상태로 

방치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4. 관계를 검토하고 조사 중인 IP 주소로 통신한 파일 해시에 대해 AMP for Endpoints 가 보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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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해시를 investigation 에(8ec4b6188a91ad6828e883ed3be9f461d38cf896f4641833965d1b8b968b) 추가합니다 

  

  

 가치 제안: 해시를 추가하면 e-메일 보안 모듈에서 수신된 다른 세부 정보 중 대상 이메일 주소가 

alexa@ciscothreatresponse.com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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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 Endpoint 격리는 SecOps 팀이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16. Target Summary Bar 에서 ALEXA-WIN10 대상을 선택하여 관계 그래프에서 강조 표시한 다음 AMP 컴퓨터 

GUID 의 왼쪽 상단 피벗에 있는 세부 정보 상자에서 강조 표시합니다. 

17. 응답 작업으로 네트워크에서 ALEXA-WIN10 에 대한 Start Isolation 누르십시오. 

  

참고: 이것이 공유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조사자가 분리/분리 명령을 실행하고 시스템을 해당 상태로 

방치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8. 그래프 계속 탐색 - 파일 이름, 파일이 연결된 추가 악성 IP, 전자 메일 제목, 전자 메일 보낸 사람 등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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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데모에서 몇 가지 주요 정보를 공유하여 마무리합니다. Threat Response 및 통합 Cisco Security 포트폴리오를 통해 

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찰 가능 항목에 대한 질문에 더 빠르게 답변.  

• Cisco Threat Response 의 도메인 및 파일 실행 차단 및 차단 해제.   

• 알려진 행위자와 관련된 관찰 가능한 대상을 찾아 즉시 조직적 영향을 확인. 

• 추가 분석을 위해 조사 시점 스냅샷을 저장. 

• API 를 통해 모든 통합 툴 또는 웹 액세스 가능 툴의 클라우드 사례집에 분석 내용을 문서화. 

• Cisco Threat Response 를 기존 프로세스 및 맞춤형 툴에 쉽게 통합. 

가치 제안: 이 연습이 TALOS 블로그에서 시작되었지만 브라우저 콘텐츠는 통합되지 않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SIEM, 

SOAR 또는 보안 제품의 브라우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했을 수 있다는 점을 청중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참고: 필요한 경우 Incident Manager 에 초점을 맞춘 다음 시나리오 2 섹션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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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2:     사고 관리자(Incident Manager) 

가치 제안: 이 데모에서는 영업 팀이 새로운 Incident Manager 에서 시작하는 조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툴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을 쉽게 조사할 수 있는 큐에 담아서 3 중 시간을 단축하는 

귀중한 툴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보안 운영 팀이 매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사고 경고, 조사 및 신속한 첫 번째 

스트라이크 대응 조치를 안내합니다. 

소개  

이 데모에서는 새로운 Incident Manager 기능,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운영자는 다양한 소스의 경고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알림은 분류되지 않으며 수동 분류가 필요합니다. 위협 대응은 

자동 필터링으로 인해 중요한 항목이 사용자의 주의를 "bubble up"하는 목록 또는 조정된 사건 목록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합니다. 결국 여러 제품이 Threat Response 의 사고 관리자(Incident Manager)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 사고(Incidents)가 FirePower 장치가 보고한 침입 이벤트에서 파생됩니다. 

  

사건 목록의 항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리스트에 올라왔는지 설명하고 그 사건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Incident Details 항목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고 "open"으로 표시하고 조사로 이동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스냅샷을 작성하여 사례집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사건에 할당하게 됩니다. Incident Details(사건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가 연결된 casebook 과 스냅샷을 표시합니다.   

  

이 조사는 탐지된 C&C(Command and Control) 트래픽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 지역에 감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긴급경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SOC 직원들이 이미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조사하고 수리하는 동안 손상을 억제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참고: 라이브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는 관측 가능한 피벗 메뉴에 블록, 추가 또는 분리, 피벗과 같은 

응답 작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옵션은 차단 해제, 제거 및 분리됩니다. 즉, 다른 조사자가 이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을 해당 상태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을 사용하고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API 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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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십시오. 데모 시간 직전 또는 바로 전에 데모를 실행하고 데모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차단 해제, 분리 해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세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프리젠테이션 스타일에 맞게 다시 연습하고 맞춤화합니다. 피드백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내부 메일러 threat-

response-pm@cisco.com 나 외부 메일러(파트너용) threat-responseearly@cisco.com.로 문의해 주십시오. 

  

준비  

참고: 시나리오 1 에서 이러한 단계를 이미 수행한 경우 여기에서 해당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교욕 

1. Firepower FAQs. FirePower FAQ 를 검토하여 최근에 출시된 FirePower 통합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브라우저 확장의 기능을 모르는 경우 Ben Greenbaum 이 작성한 blog post 를 확인합니다. 

     

https://community.cisco.com/t5/security-documents/faqs-firepower-integration-with-cisco-threat-response/ta-p/3880441
https://blogs.cisco.com/security/cisco-threat-response-plugin-defeat-threats-with-just-a-few-cl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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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Incident Manager 탐색 

참고: 시작 섹션의 단계를 사용하여 활성 위협 대응 세션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 Cisco Threat Response 브라우저 탭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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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맨 위 탐색 모음에서 Incidents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청중에게 사건 목록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가치 제안: Cisco 와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사내 FirePower 기기에서 감지된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요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Cisco 관리 자동화된 프로모션  

o 이것은 현재 관련된 IP 주소에 대한 Talos Reputation 조회를 통해 수행된 

o 향후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특정 이벤트 또는 이벤트 카테고리의 자동 프로모션 

▪ IPS 시그니처 자체에서 평가한 긴급 임계값을 초과하 자동 프로모션 

• 사용자 제어 자동 프로모션 

o 사용자는 모든 알림이 승격되거나 무시될 IP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향후 기능에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승격 또는 무시할 특정 서명 또는 서명 클래스의 사용자 선택 

▪ 특정 IP:프로토콜:포트 조합을 통해 승격 또는 무시 

• 사용자 매뉴얼 선택 

o 보고된 침입 이벤트의 전체 목록에서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이벤트를 승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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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어플리케션 프로그램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건 또는 적은 사건 목록이 표시됩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는 

데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선택사항] 이 화면에 존재하는 정보와 기능을 청중에게 보여 줍니다.  

• 상단의 검색 상자 

• 목록의 필드; 제목, 상태, 신뢰, 설명, 출처 및 수정 날짜 

• 개별 사건의 상태 수정 

• JSON 형식으로 인시던트 다운로드 

• 대량 작업을 위한 여러 항목 선택 

5. MALWARE CNC SIGNAL - OSINT - Callback Campaign 131 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장 최근의 (가장 위) 사건을 

찾습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빨리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Incident Viewer(사건 뷰어)에 로드하려면 Incident(사건) 제목(Titl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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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cident Viewer(사건 뷰어)에서 이 새 UI 페이지의 사용 가능한 기능을 청중에게 보여 줍니다. 

  

가치 제안: 외부 IP 주소에 대한 역 DNS 정보와 함께 색상으로 구분된 즉각적인 대상 및 평결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검색은 FirePower 장치가 아닌 Cisco Cloud 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 모든 관찰 자료에 대한 전체 피벗 메뉴 

옵션을 얻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8. 상위 메타데이터에 승격 이유가 ipReputation 이었음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탐지된 C&C 연결이 만들어진 IP 가 

TALOS 에게 나쁜 행위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9. [선택사항]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페이지의 아래 정보를 표시하십시오. 

• 인시던트 타임라인(이 타임라인이 사건 "티켓"의 타임라인이지, 여기에 기록된 사건의 타임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 목격자 목록 및 각 목격자에 대한 방법   

• 관찰 후 경과된 시간   

• 출처가 제공한 자세한 설명, 이 경우 화력 장치의 제목, IP 및 정확한 데이터 스탬프  

• 신뢰도 및 심각도 등급  

• 프로토콜 및 포트, 이벤트 유형 등 소스로부터의 자세한 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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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 소스의 보고된 해결책  

• 목격 소스의 이름  

• 해당 소스의 원시 정보에 대한 링크  

• 목격의 관계 및 대상   

  

10. 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단추를 보여 줍니다.   

  

11. 다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십시오:   

• 조사 UI 로 바로 피벗   

• 사례집을 이 사건에 연결  

• 필요한 경우 새 상태에서 열림 또는 닫힘으로 상태 변경  

• 사건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십시오.   

12. Change Status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태가 New 인 경우 Incident 의 상태를 Open 으로 변경하십시오.  

    

조사 

1. Investigate UI 로 피벗하려면 Investiga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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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면 해상도 및 기타 옵션에 따라 레이아웃이 아래 항목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Incident Manager 에서 트래픽이 FirePower 이벤트를 트리거한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즉시 

여러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2. 대상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argets(대상) 옆의 화살표(arrow)를 클릭합니다.   

가치 제안: 이 정보는 모듈에서 관측 가능한 데이터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조사자가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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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상의 정확한 수와 이름/etc 는 이러한 영상에 표시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데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IP 주소와 Umbrella 대상 및 AMP 대상이 하나 이상 있는 한 데모가 작동합니다.   

3. Relations Graph(관계 그래프)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직접 이동할 결과를 클릭합니다. 

  

4. 관계 그래프에서 아이콘 사이의 관계 유형을 보려면 관계의 노드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습니다.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39/ 50 페이지 

  

5. 그래프의 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con 옆에 있는 triangle 클릭하여 pivot menu 라는 메뉴를 엽니다. 

  

    

6. 파란색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 각 항목은 조사 중에 관찰(Observables) 가능한 항목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열거되어 화면 위 또는 관찰(Observables) 창에 나열됩니다. 돋보기가 없는 노드는 농축 과정에서 반환되는 추가 

데이터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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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아이콘의 색 부호화 보기: 

• 빨간색 항목은 악의적임  

• 주황색 품목이 의심됨  

• 보라색 항목은 대상임  

• 회색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 주소 주변의 회색 원은 RFC1918 또는 private IP 주소를 나타냄 

8. Observables 위젯을 보고 아직 " tile view "에 없는 경우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변경하십시오. 

  

9. 최근 표적이나 목격 사례가 있는 관찰 가능한 항목을 찾으십시오. 

  

    

10.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observable box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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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찰된 항목에 대해 알려진 모든 세부 정보를 보려면 항목의 타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포커스에서 

클릭한 관찰이 가능한 목록 보기로 전환됩니다.  

  

참고: 항목을 클릭하면 목록 보기와 목록의 해당 항목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관련 데이터를 보려면 목록의 맨 위로 

스크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 이미 시나리오 1 의 일부로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청중에게 심판, 판례, 시선과 지표를 안내하십시오. 

• 심판 – 관찰 가능한 모듈에 의해 제출된 의견 

• 검증 – 현재 가장 유효한 것으로 선택한 위협 대응의 판단 

• Sightings – 일반적으로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때로는 야생에서 관측 가능한 관측 대상 

• 표시기 – 관측 가능한 상태에 대한 추가 컨텍스트(예: IPS 시그니처 또는 트리거한 위협 그리드 동작 표시기) 

    

13. 관계 그래프(또는 대상 목록)에서 세 개 이상의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상 중 하나는 FirePower 기기에서 처음 보고한 내부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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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AMP for endpoint 의 정보를 사용하여 Wkst1 이라는 이름의 Windows 10 컴퓨터이며, 이 대상이 IP 

주소에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알 수 없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상 네트워크가 Umbrella Reporting API 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API 는 해당 네트워크의 기계가 Incident Manager 강화을 통해 제공되는 도메인에 연결했거나 접속을 

시도했음을 알려줍니다.    

• 추가적인 IP 주소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Firepower 장치에서 IPS 경고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내부 IP 

주소와 통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부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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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이미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일단은 관련 관측 자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스냅샷을 만들어 인시던트와 연결하겠습니다. UI 의 맨 위에 있는 Assign 

to Incident 를 클릭한 다음 목록의 Incident 옆에 할당을 클릭합니다(사건이 침입 이벤트 1:1000001:1 로 지정됨). 

MALWARE CNC SIGNAL 을 다시 검색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16. 완료되면 Close 를 클릭합니다. 

17. 내부 IP 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그래프가 있습니다. 관련 항목을 새 casebook 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외부 

IP(31.210117.131)의 피벗 메뉴에서 Add to New Case(새 사례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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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피벗 메뉴를 열고 Add to Current Case(현재 케이스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외부 IP (31-210-117-131.turkrdns.com)의 역 DNS 도메인입니다. 

• 농축 프로세스에 의해 외부 IP 에 연결된 것으로 반환된 파일 해시입니다.  

참고: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6cf7e427ab52ea952cbd937a21cd8e8a4e80f1ef2c53cd8cd8c83c88a5436ee 를 

선택하십시오. 

19.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례집 위젯을 열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 현재 사례를 제시하십시오. 

20. 케이스북에 고유한 이름과 설명 노트를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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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asebook 위젯에서 Investigate this case 를 클릭합니다.  

• 조사에 추가된 파일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내부 IP 주소가 제거된 경우 이 문제와 관련된 위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결과를 보면 많은 양의 새로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AMP 에서 보고한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이 하나 이상의 인바운드 전자 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임을 보여주는 이메일 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대상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제목 줄 및 악의적인 전자 메일의 발신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이는 모두 SMA/ESA 모듈에 의해 보고되며, 알려진 악성 IP 를 C&C 연결로 연결한 파일이 당사 환경으로 전자 

메일로 전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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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단 메뉴 모음의 대상 수 및 대상 목록도 업데이트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참고: 대상의 정확한 수와 이름/etc 가 이러한 영상에 표시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합니다. 이는 데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ESA AMP Unity 프로세스가 표시된 한 모든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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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 이제 이 위협이 SMA/ESA 배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번 환경으로 e 메일로 전송되었고, AMP 가 기록한 

대로 한 시스템에서 한 번 이상 되었으며,  Firepower 장치에서 C & C 리소스의 호출로 인한 침입 이벤트 경고를 트리거 

했습니다. 또한 Umbrella 는 자동 사건강화 프로세스(Incident Enrichment process)에서 제공한 도메인의 IP 를 요청하는 

두개의 다른 장치를 기록하고 알고있습니다. Threat Response 는 AMP for Endpoints (AMP Unity 포함), Umbrella,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및 Firepower 의 보고서와 결과를 하나로 묶었 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결과를 기록하였지만, 먼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였습니다.  

 

위협 차단 

1. 첫째, 대상 엔드포인트가 감염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AMP 기능을 사용하여 호스트를 격리 합니다. 관계 

그래프에서 대상 엔드포인트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왼쪽 상단의 정보 창(컨텍스트 메뉴가 아님)에서 AMP 

컴퓨터 GUID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누르고 Start Isolation 을 선택하십시오. 

  

2. 관계 그래프 또는 관찰 항목 창에서 연결된 도메인의 피벗 메뉴를 열고 Umbrella 모듈 제목 아래에서 Block this 

domain 누르십시오. 

  

    

3. 이제 IP 에 연결된 알 수 없는 파일(unknown file) 을 클릭하고 AMP 모듈 제목 아래에서 사용자 Add SHA256 to 

custom detections […] 누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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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 그림과 같이 둘 이상의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 없습니다. 또는 둘 이상에 

추가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참고: 다른 사용자가 동시에 이 데모에 로그인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직접 청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항목을 

차단한 경우 해당 옵션은 표시되지 않지만 블록 목록에서 제거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자유롭게 제거하고/또는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AMP Unity 를 사용하면 웹, 이메일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서도 이 block list 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두 번의 클릭으로 파일 기업 전체에서 파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IP 주소와 지표 만 포함 된 

사건(incident)에서 전자 메일을 통과하고 단말(endpoint)에 도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C & C 에 요청한 위협에 대한 

전체 뷰로 얼마나 빨리 진행했는지 지적하고, 그런 다음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여 위협의 추가 실행을 몇 분 만에 

차단했는지 강조합니다. 

  

  

기록 보관 

1. 이 새로운 정보와 즉각적인 첫 번째 대응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다시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Assign to 

Incident 를 다시 클릭하고 시작한 Incident 옆에 있는 Assign 을 선택합니다.   

2. 팝업 창이 사라질 때까지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Incidents 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동일한 Incident 를 선택하여 해당 Incident 로 돌아갑니다. 

4. 결과 인시던트 세부 정보 보기 상단에서 Link Casebook 을 클릭합니다. 

5.  Search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Casebook 을 찾아 선택하고 Assign(할당)을 클릭하여 이 사건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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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로 스크롤하여 현재(최소한) 두 개의 스냅샷과 하나의 사례집이 이 사건에 할당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참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환경은 공유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다른 사례집과 스냅샷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SOC 분석가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각각 관련 연구 결과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결론 

시나리오 2 에서 제공되는 데모는 Incident Manager 가 추적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Threat Response 인터페이스의 

간단한 안내입니다. 이는 통합된 FirePower 기기에서 발생하는 높은 우선순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협 대응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Cisco 의 클라우드 이벤트 프로모션에 내장된 Incident 

Manager 의 자동 트라이어 기능을 활용하고, 5 개 이상의 통합된 시스템의 내부 컨텍스트와 원격 측정 기능을 통해 

경보를 강화했으며, 여러 제어 시스템에 걸쳐 동일한 인터페이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소 시간 내에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Cisco 의 통합 보안 아키텍처의 강력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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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웹사이트에서 Cisco Threat Response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dCloud 의 다른 데모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