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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mbrella Lab v2.2  

  

본 데모에 대하여 

Cisco SE, Cisco Partner SE 및 고객은 Umbrella 및 Umbrella Investigate 와 같은 Umbrella 의 시행 및 인텔리전스 제품의 

가치를 구축하고 시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Umbrella 의 초기 구축과 Umbrella 보고에 대한 섹션 

및 Umbrella Investment 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다룹니다.   

이 실습이 완료되면 SE 와 고객은 Umbrella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현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의 작동 

방식과 이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실습을 완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으려면, 실습의 시나리오 1 의 Exercises 1-5 를 완료한 요기에 표시된 

단계를 따라 주십시오. 이 단계는 이메일을 통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본 데모 가이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본 데모에 대하여  

• 제안 사항   

• 커스터마이즈 옵션 

• 필요사항  

• 솔루션에 데하여  

• 구성도  

• 시작하기  

• 시나리오 1. Umbrella 구축, Policies 생성 및 Activity 만들기  

• 시나리오 2. 보고(Reporting)  

  

Cloud Security TME Team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19 년 2 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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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Umbrella Investigate 

• 부록 A. Umbrella 구성 요소 및 용어에 대한 퀵 레퍼런스     

• 부록 B. Umbrella 테스트 사이트 목록  

제안 사항 (Limitations)  

본 랩에는 실습의 여러 단계 전체에 걸쳐 브라우저에서 각 다른 시간에 실행하는 여러 가지 검증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절차 전후에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바로 완료한 절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한 

테스트 결과가 문서화된 예상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랩 관리자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번저 Firefox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테스트를 다시 한번 수행합니다.  

또한 dCloud 환경이 콘텐츠를 캐시하여 언급된 테스트 중 일부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커스터마이즈 옵션 

일반적으로 이 랩의 모든 연습은 랩 세션에 할당된 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Umbrella lab 세션을 완료된 경우 

일부 연습은 생략하고 새로운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습은 옵션으로 표시되며 다른 연습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제를 검토하고 시작하기 전에 완료하고자 하는 시나리오 및 연습을 계획한 다음, 모두 수행하지 않더라도 나열된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노트: 아래에 나열된 일부 연습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Umbrella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1, 실습 2 및 3: 로밍 클라이언트와 AD 통합  

• 시나리오 1, 실습 4: URL 을 차단하는 기능 

• 시나리오 1, 실습 4: SafeSearch  

• 시나리오 1, 실습 6: Umbrella with AnyConnect client  

• 시나리오 1, 실습 7: VA(Virtual Appliance) 구축하기 

• 시나리오 2, 실습 1: 보안 개요 

• 시나리오 2, 실습 2: 보안 활동 

• 시나리오 2, 실습 3: Activity Search 

• 시나리오 3, 실습 3: Pattern Search in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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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실습 4: AMP Threat Grid in Investigate  

필요사항  

아래 항목은 데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 입니다.  

테이블 1.  준비사항   

필수 옵션 

개인용 컴퓨터 

Cisco dCloud 자격 증명 

Cisco AnyConnect®   

솔루션에 대하여  

Cisco Umbrella 는 사용자가 어디를 가든 인터넷 상의 위협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입니다. 인터넷 기반에 구축 된 Cisco Umbrella 는 모든 위치, 장치 및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며 위협이 네트워크 또는 엔드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Cisco Umbrella 는 인터넷 활동 패턴을 분석 및 학습함으로써 현재 및 새로운 위협에 대해 공격형 인프라를 자동으로 

해제하고 컨넥션이 설정되기 전에 악의적인 대상에 대한 요청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Cisco Umbrella 를 사용하면 더 일찍 피싱 및 멀웨어 감염을 중지하고 이미 감염된 장치를 더 빠르게 식별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Umbrella 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개방형, 자동화 및 사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보안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isco Umbrella Investigate 는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IP 및 멀웨어에 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DNS 요청 및 

기타 상황별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그래프를 활용하여 Investigate 는 인터넷 도메인, IP 및 멀웨어의 관계와 진화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하여 공격자의 인프라를 파악하고 향후 위협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nvestigate 는 엔터프라이즈 및 소비자 사용자의 일일 1,000 억 개 이상의 DNS 요청을 포함한 다양하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 및 전세계 500 개 이상의 BGP 피어링 파트너로부터 인터넷 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연결에 대한 실시간 뷰를 

활용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 3D 시각화 및 보안 연구자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통계 모델을 데이터에 

적용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향후 인터넷의 악성적인 위치를 예측합니다.  

Investigate 를 통해 보안 팀은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사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컨텍스트를 

확보하고, 공격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노트: 일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틸리티 및 랩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는 여전히 OpenDNS 브랜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Cisco Umbrella 브랜드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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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본 데모는 시나리오의 원활한 진행 및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의 동작 확인을 위해 사전 설정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은 별도 제공되는 관리자 계정을 통해 구성이 가능하고 Topology 메뉴에 있는 

각 구성요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IP 어드레스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이블 2.  장비 세부 사항  

이름  설명  호스트 이름 (FQDN)  IP 주소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Jumper  최종 사용자 워크 스테이션 (어드민 및 탐색 

사용자) 

Jumper.dcloud.cisco.com  198.18.133.37  dcloud\gorwell  C1sco12345  

ad1  AD 서버 ad1.dcloud.cisco.com  198.18.133.1  dcloud\administrator  C1sco12345  

VMware ESXi  Umbrella 가상 어플라이언스용 VM 호스트   198.18.133.31  root  C1sco12345  

    

랩 토폴로지 구성 요소  

SE 노트북: 이는 개인 컴퓨터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Cloud 의 기본 제공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RDP 를 랩의 가상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장치에서 실행되는 기본 RD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 Client VM (jumper): 이 장치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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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에서 Umbrella 어드민 대시보드 콘솔에 로그인하기 위한 베이스 입니다. 로그인 프로세스는 SSO(Single Sign 

On)에 의해 제어되므로  개인 장치가 아닌 랩에서 실행 중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Umbrella 대시보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Jumper 머신은 네트워크에서 DNS 요청을 생성하는 최종 사용자 장치 역할도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에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리포트에 장치 수준의 세분성을 제공하고 AD 에 통합된 후 사용자 및 그룹 수준의 세분성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세분화된 추가 기능을 통해 DNS 요청을 특정 AD 사용자 또는 시스템 호스트 이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두 가지 추가 선택적 연습이 있습니다: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이 클라이언트에도 설치됩니다. 이 옵션은 이미 AnyConnect 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로밍 사용자를 위한 훌륭한 구축 옵션입니다.  

가상 어플라이언스(VA) 구축을 위한 선택적 연습을 완료하면, Umbrella 는 네트워크에 있을 때 장치에 (로밍 

클라이언트에 종속되지 않음) 전체 보안 정책을 적용합니다.  

VMware ESXi: 선택적 실습에서 Umbrella 의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VMware ESXi 호스트에 설치됩니다 (참고: Microsoft 

Hyper-V 도 지원됨).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DNS 요청을 보내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내부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온-

프레미스 구축입니다. Windows 7 클라이언트 Jumper 데스크톱의 vSphere Client 는 Umbrella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기 위해 ESXi 호스트 환경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Windows Server Domain Controller VM (ad1): Umbrella AD 커넥터는 하나 이상의 DC 에 설치되어 고객이 기존 AD 

구조를 처음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Umbrella 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랩 세션에서는 로밍 클라이언트 및 

선택적으로 가상 어플라이언스와의 AD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고객은 이 통합을 통해 특정 DNS 요청을 하는 

AD 사용자, 그룹 또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시스템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Umbrella 관리 

대시보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에서 직접 또는 기본 RD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VM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Umbrella SSO: 이는 Umbrella 대시보드에 대한 SSO(Single Sign On)를 지원하는  SAML Identity Provider(ID 

공급자) 입니다. 이 구성 요소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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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를 따라 랩 세션을 시작하고 액세스합니다. (선택적으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dcloud.cisco.com 으로 이동하여 랩 감독관이 조언한 위치를 선택한 다음 cisco.com 자격 증명 또는 제공된 다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DCloud 대시보드에서, My sessions 페이지에 세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는 경우 Custom 컨텐츠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3. 세션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View 를 클릭하여 활성 세션을 열고 

Topology 페이지에서 랩을 시작합니다. 

4. 세션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지금 시작하도록 세션을 예약하십시오. [가이드] 

5. My Dashboard > My sessions 에서 세션이 활성화되면 View 버튼이 표시됩니다. 

노트: 세션이 활성화되는 데 최대 10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View 를 클릭하고 활성한 세션을 엽니다. [가이드]   

노트: 랩 토폴로지에서 브라우저에 내장된 Cisco dCloud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랩 가상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가이드]. dCloud Remote Desktop 클라이언트는 최소한의 상호 작용으로 활성 세션에 액세스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VPN 을 통해 dCloud 네트워크에 연결한 다음 기본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랩 VM 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세션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7. 필요한 경우, Cisco AnyConnect VPN [가이드] 및 개인 랩톱의 로컬 RDP 클라이언트 [가이드]를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1: 198.18.133.37, 사용자 이름: administrator,  패스워드: C1sco12345  

노트: 브라우저가 내장된 Cisco dCloud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의 alt+ctrl+shift 조합을 

사용하여 원격 클라이언트의 클립보드를 열어서 로컬 노트북과 원격 클라이언트 간에 컨텐츠를 쉽게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Umbrella 구축, Policies 생성 및 Activity 만들기  

이 단계는 Umbrella 를 구축하고, 검색 활동을 생성하고, 활동을 기본 보고서에서 검색하는 주요 랩 시나리오 입니다.  

노트: 고객이 추가 보안 계층을 쉽게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Umbrella 네트워크 및 로밍 클라이언트 구축(Enterprise 

Roaming Client – ERC 또는 AnyConnect 클라이언트)만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로밍 클라이언트는 AD 사용자 및 컴퓨터 수준의 세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Umbrella 보고서에 내부 IP 

가시성 및/또는 AD ID 정보를 얻기 위해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했음). 대부분의 고객은 모든 구축 옵션과 이러한 

옵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sched_demo
https://dcloud-cms.cisco.com/help/sched_demo
https://dcloud-cms.cisco.com/help/initiate-your-dcloud-session
https://dcloud-cms.cisco.com/help/initiate-your-dcloud-sessio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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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축 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마일스톤 1 구축(네트워크 및 로밍 클라이언트)환경을 구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일스톤 2 구축(VA 및 AD 통합)이 해당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마일스톤 1 로 돌아가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실습 1: Umbrella 액세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이 연습에서는 dCloud Lab 세션을 시작하고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Jumper)과 AD 서버(ad1)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Umbrella 관리 대시보드에 로그인한 후, ad1 서버에서 Umbrell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Umbrella 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 줍니다.  

포드 구성 요소 및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하기  

1. 메인 dCloud Topology 에서 Jumper 이미지(Jumper 가 주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임)를 클릭합니다. Remote 

Desktop(원격 데스크톱)을 통한 액세스 링크가 포함된 클라이언트의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컨텍스트 창이 열립니다.  

  

    

2. Remote Desktop 링크를 클릭하여 원격 데스크톱 세션이 시작될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엽니다.   

노트: Cisco dCloud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Jumper 클라이언트 또는 기타 구성 요소에 연결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가이드]. dCloud Remote Desktop 클라이언트는 최소한의 상호 작용으로 활성 세션에 액세스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3. Jumper 클라이언트의 데스크탑의 바로 가기를 통해 Umbrella 관리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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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조직에서 SSO(Single Sign On)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Umbrella 에 로그인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SSO 를 통해  POD’s Umbrella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되므로 관리자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Umbrella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면 Overview(개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맨 위에 일반 메시지가 표시되고 

바로 밑에 활성 네트워크, 로밍 클라이언트 및 가상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어서 모든 요청, 

차단된 모든 요청 및 모든 보안 블록의 활동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아래에는 대상, ID 및 블록 유형별로 드릴다운할 

수 있도록 보안 블록에 초점을 맞춘 섹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 중 일부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Security 

Overview 보고서와 유사하며, 대시보드의 다른 영역은 실습 시나리오와 실습에서도 다룹니다.  

  

노트: 새 랩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Overview(개요) 페이지에 처음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다음으로, 토폴로지 페이지로 돌아가 ad1 용 외부 IP 를 메모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Details 를 클릭한 다음 

Incoming IP Addresses 로 스크롤합니다. 나열된 공용 주소(Public Address)를 기록해 둡니다. 완료되면 이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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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AD 서버에 대해 수신하는 IP 주소는 랩 세션 동안 정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랩 세션 간에 각 랩 포드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므로 다음 그림은 받은 것과 동일한 IP 주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시된 

내용이 아닌 고객의 IP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 Jumper 클라이언트가 아닌 ad1 AD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Active Directory (ad1)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Remote Desktop 링크를 클릭하여 AD 서버에 대한 추가 원격 

데스크톱 세션을 엽니다. 

노트: 추가 원격 데스크톱 세션은 다른 브라우저 탭에서 열리며,이를 통해 동시에 실행되는 두 개의 세션 (점퍼 및 ad1)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7. AD 서버에 액세스한 후에는 Jumper 에서 방금 수행했던 것 처럼 데스크톱 아이콘을 사용하여 Umbrella 관리자 

대시보드에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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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시보드가 로드되고 SSO 를 통해 로그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시 보드에서 Umbrella 네트워크 만들기  

1.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고 브라우저 바 (welcome.umbrella.com)에서 Umbrella 테스트 북마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는 Umbrella 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Umbrella 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 되는지 확인합니다.  

  

2. 브라우저에서 Umbrella 대시보드가 실행 중인 첫 번째 탭으로 돌아갑니다. 왼쪽의 기본 탐색을 Deployments >Core Identities 

>Networks 로 이동 합니다. 

노트: 페이지 상단에는 Umbrella 에서 볼 수 있는 공개 IP 주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HTTP IP 주소일 수 

있으므로 dCloud Topology 페이지에 있는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이를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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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 상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4. Network Name (네트워크 이름) 영역에서 원하는 이름을 새 네트워크에 지정 합니다.   

5. IP Address (IP 주소) 필드에 dCloud topology (dCloud 토폴로지) 페이지에서 찾은 public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6. subnet(서브넷)은 /32 (디폴트)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7. IP 주소가 정적되어 있으므로 Dynamic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다른 브라우저 탭에서 링크를 열어 DHCP 

주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읽을 수 있습니다.) 

8. Enable a daily stats email(일별 통계 이메일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9. SAVE 를 클릭하여 네트워크를 저장합니다.   

10. 이제 Umbrella 는 이 공용 IP 주소에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조직으로 인식하고 계정에 연결합니다. 이제 

완료해야 할 유일한 단계는 DNS 확인을 Umbrella 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Umbrella 를 가리키도록 DNS 서버 업데이트  

다음 단계에서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로그인하고 서버에서 Umbrella 를 가리키도록 DNS 포워더를 변경 합니다.  

1. Remote Desktop 세션의 AD 서버를 ad1 에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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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Server 빠른 실행 표시줄에서 Server Manager 를 엽니다.  

3. Roles (역할) 트리에서 DNS Server > DNS > AD1 를 확장 합니다. AD1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을 선택합니다. 

 

5. Edit 를 클릭합니다. 

6. IP Address 목록에 Umbrella 의 IP 주소를 추가 합니다. Umbrella 서비스의 주소는 208.67.222.222 

및 208.67.220.220 입니다.  

이전에 저장한 다른 DNS 포워더를 제거해야 합니다. 

  

4 .  Properties 창에서 Forwarders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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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자의 FQDN 이 확인되고 두 주소가 모두 유효하는지 확인합니다.  

노트: 포워더 목록에는 208.67.222.222 및 208.67.220.220 만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영 시스템에서는 목록에 있는 

Ip 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DNS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목록에 다른 DNS 확인자가 있는 경우 (예: Google DNS: 

8.8.8.8) 일부 DNS 요청은 Umbrella 로 이동하고 다른 일부는 다른 확인자로 이동하여 일관성 없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 시 다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이전에 구성된 기존 Ip 를 기록해 두는 것이 권장합니다.  

8. OK 를 두 번 클릭하여 새 설정을 저장합니다.  

9. AD1 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lear Cache (캐시 지우기)를 클릭하여 기존 IP 가 캐시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0. DNS 캐시를 지울 수 있도록 명령줄을 열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C:\ipconfig /flush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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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연결성 확인  

1.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2. 브라우저를 다시 엽니다.  

3. 브라우저의 북마크 바에 있는 바로 가기에서 Umbrella Test 를 반복합니다.   

4. 이제 Umbrella (OpenDNS)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노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몇 분 이내에 전체 조직(네트워크)을 Umbrella 로 지정하는 방법을 얼마나 간단한지 

살펴보았습니다이제는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을 생성하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브라우저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의 몇 

가지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다른 구축 방법을 수행할 때 나중에 실습에서 수행됩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종종 고객 시행을 빠르게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축의 단순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습 2: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 구축  

이 연습에서는 Jumper 워크스테이션에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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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클라이언트는 보고 및 정책 시행 모두에 대한 컴퓨터별 세분성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컴퓨터와 내외부 네트워크 

모두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경량 소프트웨어 DNS 포워더입니다. “Umbrella roaming client,”라고 불리지만, 랩톱 및 

데스크톱 모두에서 클라이언트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포함된 ID 정보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DNS 

요청을 네트워크의 상위로 직접 전송하고 로컬 DNS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클라이언트도 IP 계층에서 적용 

됩니다.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 설치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모두 이 실습에서 다룹니다: 

Standalone program(독립형 프로그램):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는 독립형 프로그램으로 설치됩니다.  

AnyConnect 모듈: 이미 VPN 에 대해 AnyConnect 를 사용중인 고객은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를 추가 보안 모듈로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또는 OS X 의 AnyConnect 버전 4.3 MR1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Jumper 워크스테이션에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설치합니다.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량 구축을 진행하기 전에 대표적인 컴퓨터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노트: 이 시나리오(실습)에서는 로밍 클라이언트가 기본 구축 방법이 됩니다. 선택적으로, 이전 lab 세션에서 또는 

이전에(실습 6, 옵셔널)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를 이미 구축한 경우에는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Umbrella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습 7, 옵셔널). 

노트: 실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고객은 사전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2-prerequisites-update/.   

    

1. Jumper 클라이언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밍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고 구축하기 전에 먼저 Umbrella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고 브라우저 바 (welcome.umbrella.com)에서 Umbrella Test 북마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노트: Jumper 클라이언트가 DNS 확인을 위해 AD 서버 (ad1)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DNS 서버의 포워더를 Umbrella 를 

가리키도록 설정 했기 때문에 Umbrella 테스트에서는 Umbrella 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Jumper 가 DNS 

확인을 위해 ad1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Umbrella 는 여전히 네트워크의 등록된 egress IP 주소에서 보낸 DNS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에서 examplemalwaredomain.com 으로 이동하여 블록 페이지로 리디렉션될 수 있습니다.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2-prerequisites-update/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2-prerequisites-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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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테스트를 실행한 브라우저 탭을 닫고 대시보드로 돌아갑니다.  

주의: 내부 도메인을 정의하는 다음 단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로밍 클라이언트 구축한 후 워크스테이션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트: 내부 도메인을 추가하는 것은 Umbrella 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부 도메인 설정의 

목적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ID 로서 외부적으로 라우팅 불가능 (또는 RFC1918 준수) 되는 서브넷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초기 설정 중에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 네트워크 리소스 (프린터, 파일 서버 등)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의 경우 내부 도메인 섹션은 개인 내부 

네트워크의 .local 및 역방향 조회 영역(예: RFC-1918)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이는 고객이 가장 일반적인 내부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도메인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데스크탑 바로 가기에서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 합니다. 왼쪽 탐색 패널 (navigation)에서 Deployments(구축) 

메뉴를 클릭하여 확장합니다. Internal Domains (내부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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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상단의 아이콘이 아직 확장되지 않은 경우 클릭하고 설명을 읽습니다.  

5.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내부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6. 내부 도메인으로 cisco.com 를 입력합니다. 설명은 선택 사항입니다. All Appliances 및 Devices 에 이를 적용하는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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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reate 를 클릭하고 도메인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Deployments 메뉴로 이동하여 확장합니다. Core Identity(핵심 ID)에서 Roaming Computers(로밍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9. 페이지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Umbrella 가 로밍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노트: Lab 계정은 로밍 컴퓨터 ID(Jumper)로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새 계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로밍 시스템의 ID 는 로밍 클라이언트가 시스템에 설치된 후에만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ID 가 인덱싱되는 

동안 보고서에서 검색 작업이 표시될 때까지 약 2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정책이 몇 분 내에 시행되고 이 시간 동안 

로그가 생성되며 인덱싱이 완료된 후 나중에 표시됨). 랩 세션에서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채워진 로밍 

ID 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점퍼 ID 가 오프라인으로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11. 로밍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을 읽고, 방금 완료한 계정에 내부 도메인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2. Windows Client 섹션에서 Download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0 .  페이지 상단에 있는 클릭하여 로밍 컴퓨터를 프로비저닝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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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일 탐색기를 열고 zip 파일이 저장된 Windows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15. Zip 아카이브에 있는 파일 3 개를 기억하기 쉬운 폴더로 추출합니다. Zip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7-

Zip 메뉴를 사용합니다 (Downloads 폴더 내의 새 폴더로 파일을 추출할 수 있음).  

  

  

13 .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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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일이 추출된 폴더로 이동하여 readme.txt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을 열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노트: OrgInfo.json 파일은 조직 (Umbrella organization)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프로파일입니다. 

Readme 파일에 설명된 것 처럼, json 파일이 Setup.msi 파일과 동일한 설치 폴더에 있는 경우 조직 세부 정보가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Json 파일은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된 조직에 고유한 것을 참고 

하십시오. 두 번째 조직 내에서 한 조직의 json 파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요: Zip 아카이브의 콘텐츠를 추출하고 아카이브 내에서가 아니라 추출된 Setup.msi 파일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7. Setup.msi 파일에서 로밍 클라이언트 설치를 실행합니다.    

18. 시작(Welcome) 화면에서 Next 를 클릭합니다. 

  

19. Destination Folder (대상 폴더) 창에서 기본 목적지를 남겨두고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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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nstall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21. 설치가 완료되면 Completed 창이 표시됩니다. Finish (마침)를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합니다. 

  

    

22. 시스템 트레이에서 로밍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찾아 클릭하여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종료 시 나타나는 데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음).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다. 상태는 녹색으로 

표시되며 Protected and Encrypted 상태를 표시됩니다. 이 시점에는 내부 IP 주소 또는 사용자 ID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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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트레이 아이콘을 숨기거나, 소프트웨어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에 프로그램을 숨길 수 있습니다 

(Windows 에서 프로그램 추가/제거).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 및 커스토마이제이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564627.   

23. Umbrella 대시보드 페이지(Identities > Roaming Computers)를 새로 고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돌아가보면, Windows 클라이언트 (Jumper)의 호스트 이름이 비활성 상태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 랩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프라 사용량이 많은 경우) 액티브 상태는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연 시간이 표시되면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나중에 다시 확인합니다.  

    

24. 오른쪽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장하고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24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564627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5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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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 로밍 클라이언트 버전은 IP 레이어 집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랩 인프라의 네트워크 제약으로 인해 현재이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를 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25.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고 브라우저의 북마크 바에 있는 바로 가기에서 Umbrella Test 를 반복합니다. 이제 Umbrella 

(OpenDNS)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6. 이제 Jumper 에서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고 examplemalwaredomain.com 으로 이동하여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이 테스트 페이지가 차단 되었다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b Guide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24 of 128  

27. 또한 디버그 쿼리를 실행하여 로밍 클라이언트가 확인을 위해 DNS 트래픽을 Umbrella 로 라우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Start 버튼을 클릭하고 Start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관리자를 Run 로 선택합니다.  

 

28.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nslookup -type=txt debug.opendns.com  

    

29. Umbrella 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출력에는 탐지된 조직, Umbrella 확인자, 로밍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를 표시됩니다. 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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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텍스트 레코드 debug.opendns.com 은 Umbrella 를 DNS 확인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Umbrella 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유사한 출력이 반환됩니다:  

  

    

실습 3: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AD 사용자 ID 활성화 

이 실습에서는 Domain Controller (DC)와 통신하도록 Umbrella 의 AD connector 를 구성합니다. 먼저 Umbrella 의 AD 

connector 를 사용할 AD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AD 에 대한 관련 권한을 설정하는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커넥터 자체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성되면 커넥터는 암호화된 해시 내에서 AD 사용자 및 그룹 세부 정보를 Umbrella 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로밍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고 AD 커넥터에서 전송한 정보와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 데이터를 Umbrella 로 전송 합니다.  

노트: 로밍 클라이언트가 AD 커넥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ID 를 얻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appx-d-internal-domains/   

AD 사용자 생성하기  

1. lab 토폴로지가 표시되는 browser (브라우저) 탭으로 돌아갑니다. 

2. ad1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전에 점퍼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 

AD 에 연결합니다. 다른 브라우저 탭이 연결을 사용하여 열립니다.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appx-d-internal-domains/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appx-d-internal-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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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왼쪽 분할 창의 서버 및 사용자 목록에서 Users(사용자)를 클릭합니다.  

5. Users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New > User 를 선택합니다.  

 

7. 이름: OpenDNS_Connector  

8. 로그온 이름: OpenDNS_Connector  

  

3 .  
AD 서버에 로그인한 다음  Active Directory Users and Computers 의 데스크탑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Users and Computers 

.  

    

  3 
  

    

6 .  다음 지정된 자격 증명으로 유저(User)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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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AD connector 를 설치할 때 위의 언급된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AD 커넥터를 설치할 때 

같은 이름의 계정을 사용하여 AD 에 액세스합니다.  

  

9. Next 를 클릭합니다. 

    

10.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umbrellal@b123! (선택한 다른 비밀 번호를 사용하려는 경우 백슬래시 또는 

따옴표 없이 입력하십시오).  

11. Password never expires(비밀번호가 만료되지 않음) 확인란을 선택하고 OK 를 클릭하여 팝업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12. Next 를 클릭하고 다음 창에서 설정을 확인한 다음 Finish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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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본 창의 유저 목록에서 사용자(OpenDNS_Connector)를 찾습니다. 유저(User)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to a group 을 선택합니다. 

14. 다음 그룹에 멤버십을 추가합니다:  

15. Event Log Readers  

16. Distributed COM Users  

17. Enterprise Read-only Domain Controllers  

힌트: 그룹 이름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하고 Check Names 버튼을 눌러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름의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8. OK 를 클릭하여 그룹을 저장한 다음 확인 팝업 창에서 다시 OK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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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실행  

1. AD 서버에서 데스크톱의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Deployments > Configuration > Sites and Active Directory 으로 이동합니다. 

3. 페이지 상단의 구성 요소 Download Components 를 클릭한 다음 Windows Configuration – Domain Controller 를 

클릭합니다. DOWNLOAD 를 클릭하여 Windows Configuration Script 를 다운로드합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Windows Explorer 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합니다.   

노트: Windows 구성 스크립트는 Visual Basic 으로 작성됩니다. 참조용으로,사람이 읽을 수 있는 지침을 자동화합니다: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672247.  

    

5. 스크립트를 관리자로 실행하려면, Start > “cmd” 입력> cmd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 Run as 

administrator 하여 권한 명령 프롬프트엽니다.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672247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6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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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ript C:\Users\Administrator\Downloads\OpenDNS-WindowsConfigurationScript-20161118.wsf  

팁: cscript 를 입력하고 공백을 입력한 다음 Downloads 폴더의 wsf 스크립트 파일을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7. Enter 를 누릅니다. 스크립트에는 현재 구성이 표시되며, 작업을 위해 도메인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구성하도록 

제공됩니다.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y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자동 구성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스크립트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Umbrella 대시보드에 등록합니다. 

  

6 .  그런 다음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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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크립트가 실행된 후 Umbrella 대시보드에서 Deployments > Configuration > Sites and Active Directory 로 

돌아가서 DC 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몇 분 내에 상태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노트: 도메인 컨트롤러가 두 개 이상 있는 환경에서는 이 스크립트를 모든 “read-write” DC 에서 실행해야 Umbrella  AD 

커넥터와의 통합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read-only” Dc 에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성 스크립트는 한번만 

실행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이 변경된 경우, 

Umbrella 대시보드에서 DC 의 이전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커넥터 설치하기  

Umbrella AD 커넥터는 하나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보안 이벤트 로그를 통해 사용자 

및 컴퓨터 로그인을 수신하고 향후 가상 어플라이언스에서 IP-사용자 및 IP-컴퓨터 매핑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사용자 대 그룹, 컴퓨터 대 그룹 및 그룹-그룹 멤버십을 Umbrella 와 동기화하여 그룹 기반 설정을 생성 및 시행 하고 

사용자, 컴퓨터 및 그룹 기반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사용하면 Active Directory 사용자, 그룹 및 컴퓨터를 가져와 이러한 매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Units (OUs)와 같은 다른 AD 개체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노트: Umbrella 사이트 당 단일 커넥터만 설치해야 하지만 하나 이상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서 사용자가 

DC 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도메인의 별도의 Windows 멤버에 Umbrella 커넥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1266048 참조). 이전 단계에서 실행한 Windows 구성 

스크립트는 계속해서 모든 DC 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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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Umbrella 가상 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는 향후 Cisco Umbrella 로 리 브랜딩됩니다.  

1. AD 서버 VM 의 대시보드에 있는 Sites and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페이지를 유지합니다.  

2. DOWNLOAD COMPONENTS 섹션이 확장되었는지 확인하고 Windows Service 를 위해 DOWNLOAD 버튼을 

클릭합니다. 

 

    

3. Zip 파일을 저장하고 다운로드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찾습니다.   

4. 아카이브 (zip)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폴더에 해당 내용을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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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출한 폴더 (zip 폴더가 아님!)로 이동하고 Setup.msi 를 실행하여 커넥터 설치를 시작합니다. Security warning 

(보안 경고) 창에서 Run (실행)을 클릭합니다.  

 

  

7. Destination Folder(대상 폴더) 창에서 기본 경로를 유지합니다.  

  

    

  

6 .  Welcome(시작) 페이지에서 Next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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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ctive Directory Credentials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 창에이 실습의 7 단계에서 정의한 패스워드 (원하는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umbrellal@b123!)를 입력합니다. Next (다음)를 클릭하면 AD 와 비교하여 

확인됩니다.  

  

노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 이름 OpenDNS_Connector 은 하드코딩 되어 있으며 설정 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9. 확인 창에서 Next 를 클릭합니다. 

  

    

10. Install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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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가 완료한 다음 Finish 를 클릭합니다. 

  

12.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Sites and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벗어난 다음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설치된 

AD 커넥터가 AD 서버와 함께 페이지에 볼 수 있습니다.  

노트: 가상 어플라이언스 (VAs)를 설치하지 않고 AD Connector 를 설치되면 커넥터의 상태는 회색으로 유지되며 VA 가 

설치된 후에만 녹색 상태로 변경됩니다. 상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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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시 보드에서 Deployments > Core Identities > Roaming Computers 페이지로 이동하고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열리는 Settings(설정) 페이지에서 AD 사용자 및 그룹 정책 시행 및 내부 IP 주소 가시성을 활성화하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노트: 몇 분 안에 로밍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내부 IP 주소와 AD 세부 정보를 새로 고쳐서 선택해야 합니다.   

    

15. 점퍼 클라이언트로 돌아가 시스템 트레이에서 로밍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이제 AD 사용자 세부 

정보(Gorwell – George Orwell) 및 내부 IP 주소가 표시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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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클라이언트가 몇 분 내에 IP 주소 및 사용자 세부 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Windows Services 콘솔을 열고 

Umbrella Roaming Client Windows 서비스를 찾은 다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실습 4: 기본 정책 생성 

이 실습에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 기본 정책을 생성한 다음 나중에 리포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몇 가지 검색 

시나리오를 테스트합니다.  

정책(Policies)은 ID 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보호, 범주 설정 및 개별 대상 목록을 규정합니다. 정책은 

또한 로그 레벨 및 차단 페이지가 표시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정책은 내림차순으로 시행되므로 동일한 ID 를 공유하는 

경우 최상위 정책이 두 번째 정책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간단하게 원하는 순서대로 

정책을 끌어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정책을 생성할 때 적용되며,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반환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단일 정책 (기본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해당 ID 에 다른 정책이 우선하지 않는 경우 모든 ID 에 

적용됩니다. 즉, Umbrella 의 기본 정책은 조직 내 모든 ID 가 베이스 라인 레벨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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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에서 사용 가능한 ID 의 모든 조합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 범주 (예: AD 컴퓨터)를 확장하여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ID 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지정된 모든 ID 에 대해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마법사를 통해 수행되며,이는 Umbrella 

대시보드의 Policies > All Policie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policy-

precedence/  

1. 점퍼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 세션을 열고 브라우저의 북마그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다음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2. 악성 코드 사이트 예 

3. 피싱 사이트 예 

4. 모든 테스트 결과를 기록.  

5. 여전히 Jumper 클라이언트에 있거나 로그인되어 있으면 데스크탑 바로 가기를 통해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합니다.  

6. Policies > Management > Destination Lists 으로 이동합니다. 

    

노트: 이러한 리스트를 통해 명시적으로 차단되거나 허용되는 도메인 목록을 통해 필터링을 커스토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메인 목록은 차단 목록 (디폴트) 또는 허용 목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www.domain.com 이 

아닌 .domain.com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허용 목록 항목은 항상 차단 목록 항목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 Domain.com 를 차단하고 화이트리스트에 mail.domain.com 를 추가 하면 여전히 mail.domain.com 이 허용됩니다. 

• 허용 목록에 domain.com 을 추가하고 sub.domain.com 을 차단하면 여전히 sub.domain.com 이 허용됩니다.  

7. 기본 창 영역에서 Global Allow List (글로벌 허용 목록)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IP 또는 CIDR 영역에서 888.com 를 

입력합니다. Enter 를 눌러 이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policy-precedence/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policy-precedence/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policy-prece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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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lobal Block List 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또는 URL 영역에 foxnews.com 을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이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노트: 이제 Custom Destination Block 에서 특정 URL 의 차단을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이전에는 도메인 전용으로 

제한됨). 이 기능은 Umbrella 의 지능형 프록시를 통해 제공됩니다.  

11. Global allow 및 block List 를 클릭하여 추가한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Policies > Block Page Appearance 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기본 차단 페이지를 수정하고 추가 블록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8 .  Save 를 클릭하여 글로벌 허용 목록을 저장합니다.  

  

10 .  SAVE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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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페이지 상단의 아이콘 을 클릭하여 새 차단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14. Differently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특정 차단 결과 (차단 사유)에 대해이 블록 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15. 블록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확인한 다음 CANCEL 를 클릭합니다.  

노트: 블록 페이지는 사용자 지정 URL 또는 IP 로 리디렉션할 수도 있습니다ㅓ커스텀 URL 또는 IP 로 리디렉션하지 않는 

경우 차단된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트: Bypass (바이패스) 설정은 블록 페이지를 우회하기 위한 옵션 (이미 정의 되어 있는 경우)을 설정합니다.  

노트: HTTPS 사이트에 대한 DNS 쿼리가 Umbrella 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브라우저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Cisco Root Certificate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 Policies > All Policies 으로 이동합니다. 정보 영역이 확장되지 않은 경우 를 클릭하여 확장합니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읽습니다. 

17.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정책을 추가합니다. 정책 마법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단계는 이 정책에 ID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노트: 설치한 AD 커넥터는 사용자 및 컴퓨터 그룹 멤버십 및 향후 모든 변경 사항을 Umbrella 와 자동으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검색 창에서 다음 ID 중 일부를 검색하여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발생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orge Orwell. 

OpenDNS_Connector; Jumper.  

18. AD Users (AD 사용자)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George Orwell 을 검색 합니다. 또한 Search Identities (ID 검색) 

창에서 이름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찾은 후에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오른쪽 영역에 사용자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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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지금까지 로밍 클라이언트를 통해 단일 사용자만 구축 했으므로 이 정책은 해당 사용자 에게만 

적용됩니다.  

 

20. 다음 페이지에는이 정책에서 활성화될 기본 정책 구성 요소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모든 옵션을 활성화 하도록 해당 구성 요소를 클릭합니다.  

노트: 정책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저장하고 다시 클릭하여 확장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트: 현재 이 랩 인프라의 네트워크 제약으로 인해 IP 레이어 시행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읖으로 이 기능을 랩에서 

포함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노트: 이 기능은 로밍 클라이언트의 기술을 통해 해당 연결을 Umbrella 로 라우팅하는 데 구현됩니다.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 및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지원됨).   

    

  

19 .  Next 를 클릭하여 정책의 다음 부분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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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DVANCED SETTINGS (고급 설정)를 클릭합니다. SSL 암호 해독 또는 IP 레이어 시행을 활성화하지 않고 지능형 

프록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2. Allow-Only Mode(허용 전용 모드)를 활성화하지 마십시오(단,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읽으십시오).  

23. LOGGING 에서 모든 요청이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디폴트 설정). 로그를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리포트에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4. Next 를 클릭하여 정책의 다음 부분으로 진행합니다.  

25. Security Settings(보안 설정) 페이지에는 Umbrella 가 식별하고 적용하는 다양한 보안 범주가 나열됩니다. 

CATEGORIES TO BLOCK 옆의 EDIT(편집)을 클릭하면 선택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 각 보안 범주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모든 옵션을 선택하고 SAVE 를 클릭 합니다. 확인 창에서 PROCEED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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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앞에 리포트에서는 "Command and Control Callbacks(명령 및 제어 호출)" 보안 범주를 "Botnets(보트넷)"이라고 

합니다(이 보안 범주의 기존 이름). 앞으로, 이 두 곳이 모든 위치에 정렬될 예정입니다.     

27. 정책 마법사로 돌아가서 NEXT 를 클릭하여 정책의 다음 부분으로 진행 합니다..  

28. Content Settings (콘텐츠 설정) 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차단 레벨을 클릭하고 각 범주에 대해 표시되는 다양한 

범주를 확인합니다. Moderate 레벨을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노트: 모든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1265768 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1265768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126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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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DVANCED SETTINGS 을 클릭하고 Enforce SafeSearch 확인란을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30. 자세한 정보는 Learn More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기능에서 수행하는 작업, 작동 방식, 인증 방법에 대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NEXT 를 클릭하여 정책의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32. Destination Lists 페이지에서 이전에 편집한 기본 허용 목록과 차단 목록이 모두 적용됩니다. (ADD NEW LIST 

버튼을 통해 여기서 새 목록을 정의하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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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EXT 를 클릭하여 정책의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34. Block Pages 페이지에서 기본 차단 페이지 (디폴트 설정)를 사용하록 선택하거나 이전에 관찰한 custom block 

page 를 선택/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fault 차단 페이지를 선택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36. 새 정책의 이름을 입력하고 SAVE 를 클릭하여 정책을 저장합니다.  

  

  

35 .  NEXT 를 클릭하여 Summary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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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책 목록은 새로 생성한 정책을 Default 정책 위에 표시합니다.  

노트: 정책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적용되는 순서 (위에서 아래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efault Policy 는 항상 

목록의 마지막 정책이므로 Default Policy 가 아닌 새 정책 하나만 추가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순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책 목록을 계획할 때, 특히 사용자가 둘 이상의 ID 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책이 ID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906428 를 

잠초하십시오.   

정책 구성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려면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566087 를 잠초하십시오. 

    

실습 5: 브라우징 활동 생성 및 기본 활동 보고서 실행 

이 연습에서는 정책에서 허용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다양한 호스트를 찾습니다. 검색 활동을 생성한 후에는 기본 활동 

보고서를 실행하고 결과를 검토합니다.  

1.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고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북마크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예제 악성 

코드 사이트, 피싱 사이트 예시 및 IP 차단을 테스트 합니다.  

2. www.poker.com 으로 이동합니다. 요청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3. www.888.com 으로 이동합니다. 요청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4. www.cnn.com 으로 이동합니다. 요청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906428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0566087
http://www.poker.com/
http://www.888.com/
http://www.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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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foxnews.com 으로 이동합니다. 요청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선택한 몇 가지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고,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웹사이트를 선택하고, 사용자에 대해 방금 

생성한 정책에 따라 차단해야 하는 다른 웹사이트를 선택합니다.  

7. 지원되는 사이트 (Google, YouTube 및 Bing)를 탐색하여 SafeSearch 적용을 확인합니다. 이 기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노트: DNS 레이어에서 SafeSearch 가 적용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다른 솔루션 (이 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HTTPS 임)과 

마찬가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HTTPS 를 암호 해독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8. Policy Tester 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과 기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툴은 유용한 

트러블슈팅 툴이며 더 쉽게 Umbrella 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조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은 대시보드의 POLICY (정책) 페이지 상단에서 찾을 수 있으며, POLICY TESTER 를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9. 두 개의 필드 (필수) - 즉 테스트할 identity 또는 identities 및 destination 을 비교 합니다. 테스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identity 가 입력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을 구성한 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한 이 

툴은 결과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노트: Identities 를 입력할 때 필드에 'type ahead'를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문자 A 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가 포함된 모든 identities 의 목록이 제공됩니다. 두 개 이상의 identities 를 입력할 수 있는 이유는 identities 중 어떤 

것이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밍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identities 를 사용하여 보호되었던 컴퓨터에 대한 정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licy tester(정책 테스터)는 어떤 정책을 통해 그리고 어떤 identity 를 먼저 트리거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노트: 입력한 목적지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및 Url 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http://www.foxnews.com/
https://docs.umbrella.com/product/umbrella/customize-your-policies-1/#saf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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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하는 identity 또는 identities 를 선택하고 필요한 destination(대상)을 선택한 후에는 RUN TEST (테스트 실행)를 

클릭합니다. 

11. 결과를 확인하고 몇 가지 다른 검색 옵션을 시도합니다.  

 

12. 다음으로, 몇 가지 기본 보고서를 실행하여 검색 활동을 확인합니다. Reporting > Activity 로 이동합니다. 

13. 페이지 상단의 시간 대괄호가 LAST 24 HOURS 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4. Search Requests (검색 요청) 박스에서 사용자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사용자 이름 (George ...)을 입력합니다. 필터를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15. 결과 창 왼쪽에 있는 표시 필터를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필터링합니다(APPLY 를 클릭하여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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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과 테이블의 오른쪽 상단에서 All Requests (모든 요청)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URL Requests 를 

선택합니다. 어떤 결과가 표시 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URL Requests (URL 요청)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DNS 레이어에서 시행된 활동을 표시하는 Domain Requests 

(DNS) 옵션을 선택합니다.  

18. 다른 브라우저 탭에서 AMP Test File 및 AV Test File 브라우저 북마그를 통해 몇 가지 테스트 브라우징 요청을 

수행합니다.  

19. 대시보드로 돌아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 다음 Activity Report 로 돌아가 URL request 옵션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한 검색 활동을 사용하여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20. 목적지에서 AMP_TEST_FILE 을 표시하는 라인을 찾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View Actions (작업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See Full Details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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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래로 스크롤하여 AMP 에 의해 차단된이 파일의 세부 사항을 검토합니다. 파일의 SHA256 해시가 표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노트: 

노트: 보고서(reporting)는 lab 의 보고서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중요: 이제 이 랩을 완료하기 위해 학점을 수신하는 데 필요한 연습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1. Umbrella 대시 보드에서 Reporting > Security Activity 으로 이동합니다.  

2. 왼쪽 영역에서 Blocked 를 클릭하여 차단된 보안 이벤트만 필터링합니다.   

3. TIME 을 Last 24 Hours 설정으로 유지합니다. 

4. 결과 목록에서 몇 개를 확장하고 2 개의 블록 이벤트를 찾습니다. 하나는 ID 유형이 Roaming Computer 이고 ID 

유형이 AD user 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5. 모든 세부 정보 (오늘 날짜 및 ID 유형)가 포함된 이러한 2 개 이벤트를 표시하는 화면 캡처 (필요한 경우 2 화면 

캡처)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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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기를 클릭하여 수집된 화면 캡처를 이메일을 통해 표시되는 것으로 보냅니다.  

노트: Security Activity 보고서는 이 실습의 보고 모듈 (시나리오)의 실습 2 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실습 6: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 설치 (선택적 실습)  

 

또한 AnyConnect 를 VPN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nyConnect 모듈을 통해서도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 하면 AnyConnect 고객 (1 억 8500 만 설치)을 통해 Umbrella 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엔드포인트에서 실행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에 AnyConnect 로밍 모듈을 설치 합니다..  

노트: Umbrella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가 이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AnyConnect 버전의 클라이언트 설치가 

독립형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이 실습 세션에서는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구축하기 

전에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 (설치 된 경우)를 수동으로 제거합니다.  

노트: 이 실습 세션에서 두 로밍 클라이언트 옵션의 구축을 계획하는 경우, 이 시나리오의 실습 2 에서 먼저 Umbrella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로 시작한 다음 이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이 실습의 단계 순서는 중요하며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를 이미 설치하여 구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된 경로를 읽고 따르십시오.  

경로 1: 이 랩 세션에서 아직 Umbrella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먼저 아래의 1-2 단계를 완료한 

다음 스텝 13 으로 건너뛰고 계속 진행합니다. 

경로 2: 이 랩 세션에서 이미 Umbrella (독립형) 로밍 클라이언트를 구축한 경우, 아래 3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1. 경로 1: Umbrella 로밍 Umbrella 를 아직 구축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랩 

가이드의 이전 실습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2. 시나리오 1, 실습 1: Umbrella 액세스 (1-6 단계 만, 두 클라이언트 VMs 모두에 액세스 할 수 있는지 확인) 

3. 시나리오 1, 실습 2: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 구축(3-7 단계 만, 내부 도메인 추가).  

4. 이제 스텝 13 으로 건너뛰고 계속합니다. 

5. 경로 2: 이미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를 구축한 경우 여기서 시작합니다. Windows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Control Panel 를 엽니다(Windows Start 메뉴에 링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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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Umbrella Roaming Client 를 찾은 다음 해당 라인을 클릭하여 강조 표시합니다.   

8. 목록 위에서 Uninstall 를 클릭합니다.  

 

    

9. 확인 메시지에서 Yes 를 클릭하여 Umbrella Roaming Client 를 제거할지 확인합니다.  

10. Reboot (재부팅) 확인 창에서 OK (확인)를 클릭합니다. 제거(uninstall)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11.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를 재부팅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브라우저에서 lab topology (랩 토폴로지)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여 Servers (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6 .  Control Panel 에서 Uninstall a program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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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록의 오른쪽에서 Jumper 를 확장하고 Guest OS 라인에서 Reboot (재부팅)를 클릭합니다. 확인 창에서 confirm 

that you want to reboot Jumper(Jumper 재부팅을 확인)을 위해 YES 를 클릭합니다. 

 

    

13. 재부팅 요청이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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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브라우저의 Jumper 원격 데스크톱 세션 탭으로 돌아갑니다. 세션이 연결 해제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약 1-2 분 정도 기다렸다가 Reconnect (재연결)를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재부팅을 완료 하면 

Jumper 에 다시 연결하여 다시 로그할 수 있게됩니다.  

 

노트: Jumper 에 다시 연결한 후 제거 프로세스 후에 로밍 클라이언트의 아이콘이 더 이상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5. 경로 1 및 경로 2: 여기서 계속합니다.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anyconnect-win-4.x-pre-deployk9.iso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16. 7-Zip 컨텍스트 메뉴에서 ISO 파일을 동일한 이름의 폴더로 추출하도록 선택합니다.  

  

    

17. 데스크탑에서 만든 폴더를 찾아 엽니다.  

18. 폴더 내에서 Setup.exe 를 찾아 실행하여 AnyConnect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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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설치 선택 창에서 먼저 Select All (모두 선택)을 클릭하여 모든 옵션을 선택 취소한 다음 AnyConnect VPN 및 

AnyConnect Umbrella  Roaming Security 옵션 (해당 두 옵션만)을 선택합니다.  

 

20. Install Selected(선택한 설치)를 클릭한 다음 확인 팝업에서 다음 두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21. 라이센스 계약 화면에서 Accept 를 클릭합니다. 

22. 설치 완료 창에서 OK 를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합니다.    

23. Windows Start 메뉴에서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를 찾아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노트: 클라이언트가 Umbrella 에 연결하려면 관련 회사(org)의 세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작업은 대시보드에서 

다운로드되는 프로파일을 통해 수행됩니다. 유효한 프로파일이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Umbrella 에 연결할 수 없으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4. Umbrella 클라이언트의 상태는 프로필이 누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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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indows Downloads 폴더에서 다운로드된 OrgInfo.json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을 복사(Copy)합니다.  

28.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file explore 를 통해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C:\ProgramData\Cisco\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Umbrella”  

노트: 대부분의 고객 환경에서 ProgramData 폴더는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으므로, 탐색 창에 경로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폴더를 탐색하면 됩니다.    

29. 이 위치에 프로파일 파일 (OrgInfo.json)을 붙여 넣습니다. 

    

25 .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하여 Deployments> Roaming Computers 로 이동합니다. 

26 .  페이지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옵션을 확장합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한 다음 MODULE 

PROFILE 를 클릭하여 AnyConnect (OrgInfo.json)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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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nyConnect 에이전트 UI 로 돌아가서 몇 초 내에 현재 상태가 Umbrella 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1. 상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Windows Services 콘솔을 열고 Cisco AnyConnect Umbrella Roaming Security Agent 

서비스를 찾은 다음 서비스를 제시작합니다.  

 

    

32. Umbrella 대시보드로 돌아가거나 이미 로그온한 경우 페이지를 새로 고칩니다. 로밍 사용자가 AnyConnect 모듈 

(Umbrella roaming security)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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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 버전의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는 IP 레이어 집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랩 인프라의 네트워크 제약으로 

인해 현재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본 랩에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33. 아직 이전 랩 실습 중 일부를 수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4. 실습 3: Umbrella 로밍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AD 사용자 ID 를 활성화합니다. ( AnyConnect 로밍 에이전트를 통해 

AD 사용자 및 그룹 세부 정보를 가져오려는 경우 옵셔널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랩 감독관에서 AnyConnect 

로밍 클라이언트 버전에 AD 통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5. 실습 4: 기본 정책을 만듭니다 (정책을 만들고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옵셔널 입니다). 

36. 실습 5: 검색 활동을 생성하고 기본 활동 보고서를 실행합니다(검색 활동을 생성하고 기본 리포트에서 해당 활동을 

검색하려는 경우 선택 사항 입니다). 

    

실습 7: 가상 어플라이언스 구축 (옵셔널)  

Umbrella 의 VA(Virtual Appliance)는 전체 네트워크 위치(ID)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VA 는 VMware 

ESXi 또는 Hyper-V 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중화를 제공하기 위해 페어로 구축됩니다. VA 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AD connector 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AD 사용자 및 그룹 정보와 함께 Umbrella 를 제공합니다.  

• 추가 세분성을 위해 로컬 IP 주소를 사용하여 Umbrella 를 제공합니다.  

• 공용 IP 주소가 DHCP 인 경우 Umbrella 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 VA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 가상화된 서버 환경에서 실행되며 내부 도메인에 대한 로컬 DNS 쿼리를 기존 DNS 서버에 전달하고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기타 모든 DNS 쿼리를 Umbrella 로 전달합니다.  

• 외부 DNS 요청하는 디바이스의 로컬 IP 주소를 캡처하여 Umbrella 로 전송된 쿼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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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Directory 통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AD 사용자 또는 컴퓨터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외부 DNS 쿼리를 Umbrella 에 암호화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POD 에서 실행되고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 

액세스하는 VMware ESXi 인스턴스에 가상 어플라이언스 페어를 구축합니다.  

노트: 이 연습은 선택적 연습이며 1-6 연습과 무관하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VA 버전 2.4.1(2019 년 2 월 릴리스)은 초기 

구성을 수행하는 방법을 변경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VA 를 구축한 경우에도 이 연습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VA 에서 다운타임 없이 자동 업데이트를 업데이트하려면 최소 2 개의 VA 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시보드를 통해 VA 를 업그레이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15 분의 다운 

타임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DNS 쿼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가상 어플라이언스가 로컬 DNS 쿼리 및 외부 DNS 쿼리를 올바르게 라우팅하려면 Umbrella 에서 관리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DNS 서버가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주소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어플라이언스 (Virtual Appliance) 구축하기  

1.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데스크탑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합니다. 

Deployments > Sites and Active Directory 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당의  버튼을 클릭하여 

영역을 확장합니다.  

2. VA for VMWare ESXi 4.1 Update 2 or newer 영역에서 DOWNLOAD 클릭합니다. .ova 파일의 사이즈는 ~ 

250MB 이므로 현재 랩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다운로드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Jumper 클라이언트의 데스크톱 아이콘에서 VMware vSphere Client 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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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세부 정보 (랩 토폴로지에서도 찾을 수 있음)를 사용하여 VMWare ESXi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 IP address:  198.18.133.31  

• Username:  root  

 

5. Login 을 클릭합니다. 

6. vSphere Client 콘솔이 시작됩니다. File 메뉴를 클릭한 다음 Deploy OVF Template...를 선택합니다.  

 

7. Browse 를 클릭하고 다운로드된 OVA 템플리트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Open 을 클릭합니다.  

•   Password: C1sco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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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템플리트 세부 사항(Template Details) 창에서 Next 를 클릭합니다.  

 

9. Name(이름) 및 위치(Location) 창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이름을 제공하고 이름에 "1"을 포함합니다. (예: "Lab-VA-1"). 

Next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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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스크 포맷(Disk Format) 창에서 프로비저닝을 Thin Provision 으로 변경합니다. Next 를 클릭합니다.  

  

11. 최종 요약(summary) 창에서 Power on after deployment 확인란을 선택하고 Finish 를 클릭합니다.  

  

노트: 실제 구축에서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거나 매핑하는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랩 환경에는 단일 네트워크 만 있으므로 

해당 단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2. 시스템 프롬프트에 구축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완료되면 최종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lose 를 클릭합니다.  

    

13.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VA 인스턴스를 구축합니다(첫 번째 VA 인스턴스를 복제하지 마십시오!). 유사한 이름 

"2"가 포함되는 이름을 제공합니다(예: "Lab-V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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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Virtual Appliances) 구성하기 

노트: 다음 단계에서는 단일 VA 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아래 구성 표에 나열된 이름과 IP 주소를 제외하고 두 

VA 에 대한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VA-1  VA-2  

이름  Lab-VA-1  Lab-VA-2  

IP 주소 198.18.133.101  198.18.133.102  

Netmask  255.255.192.0  255.255.192.0  

Gateway  198.18.128.1  198.18.128.1  

Local 

DNS  

198.18.133.1  198.18.133.1  

  

1. 다음으로 콘솔을 사용하여 VA 를 구성합니다. vSphere Client 에서 198.18.133.31 의 왼쪽 메뉴를 확장하여 VA 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노트: VA 는 이미 켜져 있어야 합니다(각 VA 이름 왼쪽에 녹색 재생 아이콘으로 표시됨). 그렇지 않은 경우, 각 VA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ower > Power on 를 선택합니다. 

  

노트: VA 콘솔에서 커서를 놓으려면 [Ctrl] + [Alt]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VA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Open Console 를 선택하면 VA 를 구성할 수 있는 새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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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단한 부팅 프로세스 후 구성 및 연결 테스트를 볼 수 있는 Forwarder Status 화면이 표시됩니다. 부팅 시 VA 가 

DHCP 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검색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랩에서 DHCP 를 실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VA 를 수동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테스트가 실패합니다.   

  

4. [CTRL]+B 를 눌러 구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폴트 패스워드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YES 를 선택합니다. 

   

    

5. 포드에 대한 Org ID 를 가져오려면 데스크탑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합니다. Org ID 는 

7 자리 숫자이며 브라우저의 어드레스 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VA (Umbrella<Org ID>)에 대한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구성 모드에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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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A 가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암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디폴트 패스워드 

(Umbrella<Org ID>)를 입력한 다음 새패스워드에 대해 C1sc0123 을 입력합니다.  

  

8. 이제 새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C1sc0123 을 입력하고 return 을 누릅니다.  

  

    

9. 구성 프롬프트에서 help 을 입력하여 지원되는 명령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VA 를 구성하려면, 다음 세 가지 

명령어을 사용하여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 있는 구성 테이블에서 적절한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합니다.  

~$ config va name va-name  

~$ config va interface ipaddress netmask gateway  

~$ config va localdns dnsaddress  

  

  

10. VA 구성을 완료되면 exit 를 입력하여 Forwarder Statu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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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VA 에 지정한 이름이 메니지드 VA 옆에 있는 Umbrella 대시보드에 나타납니다. 혼동을 피하려면 vSphere 에서 VM 

이름과 동일한 이름(예: Lab-VA-1)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 로컬 DNS 구성은 로컬 DNS 서버로 채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및 DNS Server 

역할이 모두 설치된 윈도우즈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이 랩에서 DNS 는 198.18.133.1~ Domain Controller 입니다.  

  

노트: 모든 VA 는 GMT +0(UTC)을 사용합니다. 표준 시간대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VA 는 연결성 테스트를 계속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VA 가 Umbrella 클라우드에 등록해야 하므로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특히 VA 가 등록 완전히 완료되지 않으면 업데이트 테스트가 실패할 수 

있음).   

  

  

노트: 실습 3 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AD 커넥터 상태가 ‘Unknown’으로 표시됩니다. 

  

노트: Remote Support Tunnel 은 Umbrella 지원 작업할 때만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115004154423.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115004154423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115004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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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각 테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테스트에 탭하고 [Return]을 눌러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ESXi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방화벽 포트도 확인하여 필요한 대상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므로 

문제가 해결된 후 개입 없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VA 를 구성합니다. 

    

대시보드 확인하기(Dashboard Verification)  

1. 테스트가 오류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Umbrella 대시보드에서 VAs 동기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Deployments 

> Sites & Active Directory 로 이동하여 이전에 VA 콘솔 구성에 지정한 이름과 함께 VA 가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VA 이름을 클릭하여 VA 중 하나를 확장합니다.  

노트: DNSCrypt 가 비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경고가 표시되는 것은 정상 입니다. 여기서 DNSCrypt 에 대해 읽을 수 있고 

또는 대시보드의 링크를 통해사도 읽을 수 있습니다.  

3. 사이트는 각 VA 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간단한 구성이므로 VA 가 Default Site 에 할당되었습니다. 대규모 다중 

사이트 구축에서는 VA 를 적절한 사이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노트: 사이트는 LAN(Local Area Network)과 같은 고속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장치 세트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사이트에 있는 모든 장치는 동일한 건물 또는 아마도 동일한 캠퍼스 네트워크에 위치합니다. 

Umbrella 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는 서로 통신하는 구성 요소(VA, 커넥터 및 DC) 집합을 의미합니다.    

내부 네트워크 정의하기  

이제 온-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VA 를 구축하고 구성했으므로 내부 네트워크 ID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dns.com/about/innovations/dns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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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내부 네트워크 ID 의 목적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ID 로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없는 (또는 RFC1918 규정) 

서브넷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1. 내부 네트워크 ID 를 생성하려면 Umbrella 대시보드에서 Deployments 를 확장하고 Internal Networks 를 선택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정의(definition) 영역을 확장합니다. 

 

2. 네트워크 이름과 유효한 서브넷을 지정합니다.(이 랩에는 255.255.192.0 의 넷마스크를 기반으로하는 /18 서브넷이 

있으므로 IP 의 마지막 옥텟은 .0 입니다). 198.18.128.0 을 입력하고 드롭다운에서 18(16,384 IPs)을 선택하여 전체 

VLAN 을 포함합니다. Default Site 만 있으므로 이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VA 도 Default Site 와 연결되므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SAVE 를 클릭합니다.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도록 장치 구성하기 

다음으로, DNS 쿼리가 이전에 정의한 내부 네트워크 ID 와 연결될 수 있도록 VA 를 통해 Windows Jumper 

클라이언트에서 DNS 를 시작합니다.  

노트: VA 를 통해 DNS 쿼리를 전달하는 클라이언트에 로밍 클라이언트를 구축한 경우, 로밍 컴퓨터 ID 는 VA 에 의해 

EDNS 쿼리에 포함된 ID 에 의해 재정의 됩니다. 포괄적인 보호 네트워크에서 로밍 클라이언트를 분리 하도록 구성하여 

VA 없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유사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Deployments > Core Identities > Roaming 

Computers 를 통해 대시보드에서 구성한 다음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ettings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Settings 창에서 Umbrella Protected Network 에 있을 때 DNS 리디렉션을 비활성화하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변경이 

완료되면 DNS 요청은 여러 ID (AD 사용자, 외부 네트워크 및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노트: 대부분의 고객 사례에서 DNS 설정은 DHCP 를 통해 디바이스에 제공됩니다. 이 랩에서는 IP 주소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수동으로 정의되고 AD 시스템의 DNS 서버를 가리키도록 하기 때문에 구렇지 않습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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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고객의 DHCP 서버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디바이스가 해당 DNS 를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가리키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랩에서는 DNS 의 VA 를 가리키도록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1. Windows 7 Jumper 클라이언트의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네트워크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Open Network and Sharing Center 를 선택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Change adapter settings 를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 연결(Network Connections) 창에서 로컬 영역 연결(Local Area Connection)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Properties)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킹 속성(Networking Properties) 박스가 열립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라인을 강조 표시하고 Properties 를 클릭합니다.  

    

    

3. IP Properties (IP 속성) 창에서 DNS 서버 주소의 구성을 2 개의 VA IP 주소를 가리키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Lab-VA-1:  198.18.133.101  

• Lab-VA-2:  198.18.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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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K, 다시 OK 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save 를 클립합니다. 

5. 명령 프롬프트 (Start Menu 검색 박스에서 cmd)를 열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을 실행합니다:  

C:\Users\gorwell> ipconfig /all  

6. DNS 주소가 두 VA 인지 확인합니다. cmd 창을 열어 둡니다.  

  

노트: 로밍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변경을 탐지하면 nslookup (nslookup type = txt debug.opendns.com)을 수행하여 

VA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로밍 클라이언트가이를 탐지하면 VA 가 DNS 요청을 Umbrella 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성된 경우, 로밍 클라이언트에서 IP 계층 보호를 계속 적용합니다.   

7. 다음으로, 디버그 쿼리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cmd 창에서 다음 nslookup 쿼리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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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ers\gorewell> nslookup -type=txt debug.opendns.com  

8. 결과에서 아래 라인은 클라이언트의 로컬 개인 IP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전보:  

Server m61.ash (쿼리에 응답한 Umbrella 리졸버)  

organization id 2246109 (*VA 만 해당 - VA 가 속한는 조직) 

appliance id 79219489 (*VA 만 해당- VA ID 번호)  

host id 83f0aa88afe2145475cobc99a820b9cc (*VA 만 해당 - AD User 

hash)  

user id 38184f3f74c2036d1f5220030803664e (*VA 만 해당 - AD Computer 

hash)  

remoteip 198.18.166.37 (*VA 만 해당 - DNS 요청의 내부 IP 주소입니다. 이는 로컬 DNS 서버 중 하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flags 34 0 184040 70000000039FF0007E00400014C3  

originid 76755419 (적용된 비 AD ID 의 출처 ID 는 로밍 클라이언트 또는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0 인 경우 이 네트워크가 

Umbrella 계정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orgid 2246109 (위의 오리진 ID 가 속하는 조직 ID 입니다 (있는 경우). Org ID 는 ID 에 대한 대시보드 URL 의 Org ID 와 일치해야 

합니다.)  

actype 0 (계정 유형, 내부 용)  

debug.opendns.com text = "remoteip 198.18.13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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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664883 (적용된 정책에 속하는 번들 ID (Umbrella 대시보드만 해당) 

source 64.100.12.5:30978 (Umbrella 에 의해 확인된 네트워크의이 그레스 포인트의 공용 IP 입니다. 이는 사용되는 DNS 서버의 

DNS egress IP 이며 디바이스의 IP 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Umbrella 의 리졸버가 사용자 egress 를 볼 수 있는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정책(Policy) 생성 및 브라우징 트래픽(Browsing Traffic) 생성하기 

VA 에 적용할 새 정책을 생성하고 보고를 위한 트래픽을 생성 해보겠습니다. 

1. 실습 4 를 완료하되고 기본 사이트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정책을 생성한 경우 목록의 맨 위에 새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2. 실습 5 를 완료합니다. 보고서에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개인 IP 주소가 포함되는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AD 

Connector (AD 커넥터) 실습을 완료한 경우 사용자 이름(username)도 표시됩니다. 여러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Umbrella 가 예상한 것과 같은 정책을 적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 테스터를 사용하여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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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보고(Reporting)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로 다른 보고서 유형을 실행하고 각 보고서 유형에 대한 사용 사례를 파악합니다. 

보고(Reporting)는 악성 활동을 강조 표시하고 해당 활동과 관련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탐색하여 솔루션의 가치를 

입증하는 Umbrella 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트: 이전 실습 세션에서 보고 연습을 완료한 경우 보고서 유형 중 일부는 새 유형이고 다른 유형은 향상되었으므로 이 

시나리오의 모든 연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텝 

실습 1: 보안 개요 

VM 시스템 중 하나에서 Umbrella 대시보드에 액세스합니다. Security Overview(보안 개요)는 Umbrella 대시보드에서 

Reporting(보고)을 확장할 때 표시되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기업 관리자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 Umbrella 대시보드에서 Reporting > Security Overview.로 이동합니다.   

2. 페이지 상단에서 타임 브래킷을 LAST 30 DAYS 로 변경합니다.  

3. 첫 번째 영역을 관찰하여 요청된 기간의 일반적인 활동 추세를 보여줍니다. 

 

4. 첫 번째 그래프에는 모든 요청이 표시되고, 두 번째 그래프에는 차단된 요청 수가 표시되며,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요청 중 보안 블록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이 내용은 모든 포트 및 프로토콜에 대한 요청을 다룹니다! 

5. 마우스로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래프를 클릭하면 Activity Search 리포트로 리디렉션됩니다(지금 

클릭하면 기본 탐색 창에서 Security Overview 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 필터 패널을 확장하려면 왼쪽의 FILTERS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Security Blocks(보안 블록)과 All Security 

Events(모든 보안 이벤트)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정책 설정에 따라 모든 보안 이벤트가 반드시 블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 또한 전체 사이트 및 네트워크 ID 를 제외하여 사용자와 컴퓨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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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영역인 대부분의 Most Security Blocks 을 관찰합니다. 대상, ID 및 유형별로 정렬된 최상위 블록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8. By Destination 도메인 이름, IP 주소 또는 URL 경로일 수 있습니다. 

9. By Identity 는 네트워크, 특정 장치 또는 AD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10. By Type 로 블록을 시작한 보안 범주 또는 다른 엔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노트: 결과를 클릭하면 관련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필터를 갖춘 활동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1. 다음 영역을 관찰하여 현재 활성 ID 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로밍 클라이언트 및 활성 가상 어플라이언스 등 세 

가지 유형의 ID 가 표시되며, 이 ID 는 모두 세분화되어 현재 온라인 및 활성 상태인 ID 의 수를 표시합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강조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노트: VIEW 를 클릭하면 관련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필터를 갖춘 활동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실습 2: 보안 활동 

보안 관리자는 Security Activity 보고서를 통해 보안 관련 이벤트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보안 이벤트 유형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거나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대시보드 탐색 창에서 리포트 목록 맨 위에 있는 Security Activity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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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왼쪽에서 기간을 This Week, 그리고 then Last 30 Days 변경합니다. 보고서 결과가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봅니다. 

3. 보고서의 상단 그래프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의 총 보안 이벤트 수 추세가 표시되며, 선택한 시간 범위에 따라 일 및 

시간 사이에 해상도가 변경됩니다. 

4. 아래쪽 그래프는 지금부터 각 행이 개별 이벤트인 시간을 거슬러 사건의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각 이벤트의 일반 

세부 정보가 라인에 표시됩니다. 

5. 이벤트 상단을 클릭하여 확장하고 해당 이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6. 이벤트가 확장되면 아래 왼쪽/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해당 이벤트의 모든 인스턴스(모든 요청)를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내의 대상 및 ID 에 대한 링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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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왼쪽에는 서로 다른 이벤트 유형(색상으로 구분됨)과 반응 유형(허용됨 또는 차단됨)으로 리포트를 필터링하기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필터는 음영 처리된 배경으로 표시됩니다. 

 

8. 다양한 EVENT TYPE 필터를 클릭하고 표시된 이벤트를 살펴봅니다. 

9. EVENT TYPE 필터를 해제하고 RESPONSE 필터 아래에서 Allowed 를 클릭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보안 

이벤트이지만 정책의 보안 범주의 설정에 따라 항상 차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0. 필터 영역에서 Group Events by Type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상단 그래프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관찰합니다. 

 

11. 제외할 그래프 하단에 있는 이벤트 유형 이름 중 하나를 클릭하여 그래프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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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래프에서 이벤트 유형 중 하나의 결과를 클릭합니다. 다음 보고서 유형인 Activity Search 로 이동합니다.

  

실습 3: 활동 검색(Activity search) 

Activity Search 보고서는 모든 활동에서 심층 검색을 실행하고 필터와 활성 링크를 통해 특정 영역 또는 방향으로 

드릴다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는 Security Activity 보고서와 달리 비보안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DNS, 프록시 

및 IP 계층에서 적용되는 요청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가 실행됩니다. 

1. DNS(Domain Requests), URL Requests, IP 요청별로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보안 활동 

보고서에서 클릭한 링크에 따라 다른 보고서 유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DNS(Domain Requests) 보고서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경우, 결과 테이블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지금 선택하십시오.  

 

2. 페이지 상단의 시간 범위를 LAST 30 DAYS 로 변경합니다. 

3. DNS(Domain Requests) 보고서는 DNS 계층에서 시행된 최근 활동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는 요청된 도메인, 개인 

및 공용 IP 주소, 요청 결과 등 사용자의 DNS 요청에 관한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왼쪽의 Response 를 필터 아래에서 Blocked 를 선택하고 Apply 를누르십시오. 이 작업이 차단된 요청만 표시하도록 

결과를 빠르게 필터링하는 방법을 관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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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locked 의 선택을 취소하고 Security Categories 를기준으로 필터링하도록 선택합니다. 임의로 일부를 선택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하여 결과를 관찰합니다. 필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기본 테이블의 

결과가 변경 사항과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6. 테이블 행의 오른쪽에 있는 [...](View Actions)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행의 특정 속성(예: 특정 사용자 또는 

도메인)에 대한 필터링에 대한 추가 옵션이 표시됩니다. Investigate 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으로 피벗하여 

선택한 도메인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7. “Filter by..."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왼쪽의 FILTER BY 막대의 필터 선택 및 결과 표 위에 추가되는 필터 값에 

따라 리포트 결과가 업데이트되는 방법을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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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 테이블에 추가된 필터를 모두 지우고 또 왼쪽의 FILTER BY 바의 필터에서 확인란을 확인합니다("APPLY"를 

클릭하십시요). 

9. 결과 위의 Search Requests 필터 박스에서 사용자 이름 또는 장치 이름 입력을 시작합니다(확실하지 않으면 

필터링되지 않은 결과를 스크롤하여 찾기만 하면 됩니다).추천된 이름이 표시됩니다. 하나를 클릭하고 새 필터에 

따라 결과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방법을 관찰합니다. 

   

10. "Search Requests" 박스에서 추가한 필터를 모두 삭제합니다. 

11. 왼쪽에 있는 FILTER BY 바에서 응답 필터에서 Proxied(다른 항목 제거)를 선택합니다. APPLY 를 클릭합니다. 

 

노트: 응답 결과가 추가 검사를 위해 요청을 지능형 프록시로 리디렉션하면 요청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DNS 

계층에서) Domain Requests 보고서를 계속 볼 때 표시되는 정보는 모두 DNS 요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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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에 프록시 트래픽의 결과를 검사합니다. 결과 테이블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URL Requests 를 

선택합니다. 

  

13. 검사 결과 및 현재 프록시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서 활동을 프록시 수준에서 표시합니다.예를 

들어, 대상 열의 전체 URL. 

14. 이제 각 라인에 더 많은 정보가 표시되면 결과 테이블 위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왼쪽 FILTER BY 바를 

숨기거나 숨기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리포트 결과에서 보려는 열을 선택하고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 선택 항목을 보려면 Columns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순서를 변경한 다음 APPLY 또는 CANCEL 을 클릭하십시오. 

 

    

16.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Cisco AMP(Blocked — Cisco AMP….).로 인해 응답이 차단된 라인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Cisco AMP 에 의해 차단된 파일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AMP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이 파일에 대해 SHA256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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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쿼리되었으며, 악성인 것으로 알려져 파일이 차단되었습니다(왼쪽 필터도 사용하여 차단된 응답만 

표시할 수 있어 AMP 블록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17. AMP 에 의해 차단된 라인에 [...](View Actions)를 클릭하십시오. 현재 사용 가능한 작업에는 URL 수준의 옵션도 

포함됩니다.   

 

18. 컨텍스트 메뉴의 상단에서 "see full details"를 클릭하십시오. 이를 통해 블록의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의 요약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NOTE: SHA256 해시는 AMP 에 차단된 파일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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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으로 IP 계층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트: 이 시나리오를 보고하기 위해 라이브 랩 계정을 사용하지만 로밍 클라이언트를 통해 IP 계층 적용을 구현하지 않은 

경우 이 리포트에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0. 결과 영역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IP 요청를 선택합니다. 로밍 클라이언트를 통해 IP 계층 적용을 

구현한 경우 차단된 IP 요청의 세부 정보, 대상 IP 및 포트 및 차단된 이유와 함께 이 작업을 볼 수도 있습니다. 

 

21. DNS 보기로 돌아가(드롭다운 목록에서 DNS(Domain Requests) 선택) 응답이 차단되었음을 나타내는 요청을 

검색합니다. 

22. 차단된 대상을 클릭합니다. 대상 보고서로 이동하고 다음 보고서는 다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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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4: 목적지(Destination)  

목적지(Destination) 리포트를 통해 요청된 대상을 분석하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방금 사용한 것처럼 다른 보고서 유형의 특정 대상을 클릭하여 대상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탐색 메뉴를 

통해 이 보고서에 액세스하면 가장 활성 상태인 대상(최근에 가장 많이 요청된 대상)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도메인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 활동 보고서에서 클릭한 차단된 도메인이 이 대상 리포트의 초점이 됩니다. 최근 24 시간 동안의 조직의 로컬 활동 

추세가 표시됩니다. 페이지 상단의 검색 시간을 LAST 30 DAYS 로 변경합니다. 

 

2. 왼쪽 상단에 표시된 것처럼 선택한 기간 동안 조직에서 이 대상으로 보내는 총 요청 수를 기록합니다. 

3. 그래프는 과거 추세에서 오버레이된 요청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해당 대상에 대한 요청에 대한 피크 위치뿐 

아니라 가장 적게 활성 상태일 때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다양한 포인트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 점을 클릭하면 활동 보고서로 돌아갑니다. 

    

4. 그래프 위에서 GLOBAL %를 클릭합니다. 엄브렐라가 지정한 시간에 걸쳐 이 대상에 대한 요청을 확인한 글로벌 

추세를 표시하기 위한 이 변경 사항입니다. 조직의 트래픽으로 구성된 대상에 대한 글로벌 트래픽의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이는 이것이 조직에 대한 표적형 공격인지 아니면 보안 관리자가 조사의 우선순위를 더 잘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주의적 공격인지 유추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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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래프는 Umbrella Investigate 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 대상을 더 분석하고 인터넷에서 이 도메인의 

관계와 진화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는 이 연구소에서 전용 시나리오로 다룹니다. 

5. 아래로 스크롤하여 Access & Policy Detail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 정보에는 최근 이 대상을 요청했던 조직의 

최상위 ID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이 영역(오른쪽)에서 이 대상이 엄브렐라의 보안 범주에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및 대상 목록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이 영역에는 아직 프록시된 도메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확대 보안 범주 또는 고객 대상 목록). 

    

7. 이 도메인의 Recent Activity 영역으로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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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 요청에 의해 이 대상에 대한 모든 최근 요청 활동을 표시합니다. Activity Search 리포트에 표시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ID 를 클릭하면 해당 리포트로 돌아갑니다(클릭하지 않음). 

9. Top Identities 영역으로 다시 스크롤하고 목록에서 상위 ID 를 클릭합니다. 다음 보고서인 Identities 로 이동합니다.  

 

    

실습 5:  Identities  

Identities 보고서를 사용하면 조직 내의 ID 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방금 사용한 것처럼 다른 보고서 유형의 특정 ID 를 클릭하여 ID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탐색 메뉴를 통해 

이 보고서에 액세스하면 가장 활성 상태인 ID(최근에 가장 많은 요청을 한 ID)가 나열됩니다. 특정 ID 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 대상 보고서에서 클릭한 ID 가 이 대상 리포트의 초점이 됩니다. 허용, 차단 및 프록시 요청에 대한 별도의 결과와 

함께 지난 24 시간 동안 해당 ID 에 대한 활동이 표시됩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경향에 겹쳐져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검색 시간을 LAST 30 DAYS 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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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공통적인 위험 중 하나는 악의적인 대상을 요청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이 ID 에 대해 허용, 차단 또는 프록시된 총 요청과 이러한 요청이 기록 추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3. Top Destration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 영역은 최근에 이 ID 에서 요청한 상위 대상을 표시합니다. 

 

4. 엄브렐라의 보안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된 이 ID 의 목적지와 일반적으로 모든 목적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변경하고 차이를 기록하려면 SECURITY 및 ALL 를 클릭합니다. 아래 VIEW ALL DESTINATIONS 

링크는 이 ID 에서 최근에 요청한 모든 도메인을 볼 수 있는 최상위 도메인 리포트로 이동합니다. 

5. 오른쪽의 Top Security Categories 는 선택한 기간 동안 이 ID 에서 요청한 도메인의 다양한 보안 범주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보안 범주 중 일부는 다른 Cisco 또는 타사 제품에서 제공됩니다. 아래 VIEW ALL CATEGORIES 

링크는 이 ID 에서 최근에 요청한 모든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Top Categories 리포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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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ID 를 보려면 최근 활동 영역으로 스크롤합니다. 

 

7. 이 ID 에 의해 최근에 요청된 모든 대상을 표시합니다. Activity Search 리포트에 표시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ID 를 클릭하면 해당 리포트로 돌아갑니다(클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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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6: 기타 보고서 및 옵션 

이 연습에서는 ADDITIONAL REPORTS 하위 메뉴의 다른 보고서와 몇 가지 추가 보고 기능을 간략하게 보여 줍니다. 

1. 기본 탐색에서 Reporting > Total Requests 를 클릭합니다. 

2. 이 보고서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조직이 요청한 모든 내용이 표시됩니다. 시간 범위를 변경하고 필터를 적용하여 

특정 ID 에 대한 요청 볼륨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기본 탐색에서 Reporting > Activity Volume 을 클릭합니다. 

4. 이 보고서는 각 쿼리가 차단되거나 허용된 이유에 따라 세분화된 모든 DNS 쿼리 작업을 보여주는 요약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각 범주 옆에 있는 [+]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안상의 이유로 차단된 다양한 범주의 쿼리를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간 범위를 변경하고 필터를 적용하여 특정 ID 에 대한 활동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5. Prevent 섹션을 확장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보안 범주에 주목하십시오. 일부 범주는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6. Newly Seen Domains: Umbrella 고객에 의해 최근(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쿼리되는 것으로 확인된 도메인 

7. Potentially Harmful: 이 범주는 소비자 DNS 터널링 VPN 서비스와 연결된 서버를 분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나가는 트래픽을 DNS 쿼리로 위장하여 허용 가능한 사용 또는 DLP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범주를 차단하거나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올바른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는 보안보다 컴플라이언스/AUP 에 더 중점을 둡니다. 다른 보안 

범주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서비스의 일부가 아닌 악의적이거나 의심스러운 DNS 터널링을 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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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NS Tunneling VPN: 이 보안 범주에는 Cisco Umbrella 보안 연구자가 악의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블록 목록에 

분류된 것보다 신뢰도가 낮은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 유형에 연결할 수 없는 DNS 터널링은 종종 

이 보안 범주에 속합니다. 고객은 이 범주를 차단하거나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올바른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새로 표시된 도메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support.umbrella.com/hc/enus/articles/2359118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테이블 위의 Trend Over Time(시간 경과)을 클릭하여 보기를 다양한 범주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그래프 위에 범주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범주가 표시되고 숨겨집니다. 

11. 노트: 아래는 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범주에 대한 설명: 

12. Prevent: 엄브렐라는 악성 웹사이트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멀웨어, 드라이브별 다운로드 및 

모바일 위협 포함.     

13. Contain: 엄브렐라는 맬웨어에서 명령 & 제어 서버로 전송되는 요청을 차단하고 사용자가 속아서 방문하게 된 피싱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봇넷 및 피싱 공격에 대한 C2 콜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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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dvanced Threats: 엄브렐라는 보안 알고리즘이 악의적인 활동을 예측하는 사이트를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위협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사이트 포함(이 문서화된 예에서는 이 범주에 대한 결과가 없음). 

15. Integrations: 엄브렐라는 고객 환경(FireEye, Check Point 등)에서 엄브렐라와 통합된 보안 파트너의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DNS 쿼리를 차단했어요. 

16. 이 시나리오에 포함된 모든 보고서 유형에서 얻은 지식을 사용하여 다음 세 가지 보고서 유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7. Top Domains 

18. Top Categories 

19. Top Identities 

20. 위의 각 보고서 유형에 대해 왼쪽의 옵션을 선택하여 필터링한 후 테이블에서 다른 결과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드릴다운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21. 이전 보고서 중 일부로 돌아가서 보고서 페이지 상단에 있는 추가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22. Schedule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보고 있는 보고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본 탐색 메뉴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모든 리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예약할 때 마법사 필터, 수신인, 예약 및 설명을 통해 

추가하십시오. 

   

23. 공유 단추를 사용하여 다른 관리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 리포트에 대한 링크를 얻으십시오. 

 

24. 북마크 옵션을 사용하면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중에 "My Reports"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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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고서는 로컬 저장 및 추가 조작을 위해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수출한 보고서는 나중에 Reporting > 

Exported Reports 메뉴에서 다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6. Settings > Log Management 로 이동합니다. 이 기능은 고객의 Amazon S3 버킷에 전체 로그를 자동으로 내보내고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능은 Umbrella 가 클라우드에서 인프라에 로그를 보관하는 30 일의 표준 보존 기간과 

달리 로그를 무기한 또는 더 오래 보관하려는 고객에게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고객이 자신의 AWS S3 

버킷을 구독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이콘 아래의 페이지 상단에 있는 추가 정보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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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7: App Discovery 및 Application Control  

다음은 App Discovery 라는 Umbrella 속에 새로 추가된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hadow IT 대시보드인 App 

Discovery 는 DNS 로그 작업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범주 롤업,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및 위험 프로파일이 결합되어 고객은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클라우드 채택이 가능합니다. 

  

1. Umbellar 대시보드 메뉴에서 Reporting > Additional Reports > App Discovery 를 선택합니다. 

  

2. App Discovery 대시보드에서 발견된 총 앱 수를 살펴봅니다. 

  

    

3. DNS Requests by App Risk 로 스크롤하십시오.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 DNS 요청이 시간에 따라 추적되는 방법을 

표시하십시오.  여기서 관리자는 사용량이 급증하고 특정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아직 드릴다운하지 않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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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s by Category and Risk 로 스크롤하여 다른 시각 자료(위쪽의 위험 필터)를 표시하십시오. 

  

5. 카테고리 카드까지 스크롤하여 한 개(Anonymizer 또는 P2P)의 세부 Details 를 클릭하십시오. 

  

    

6. 이제 Apps Grid 로 피벗하셨습니다. 사전 입력된 카테고리 필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Risk, App Type, 

Status 및 Date 로 다른 필터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한 앱(예: CyberGhost 

VPN)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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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앱 세부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각 위험 요소(비즈니스, 사용 및 컴플라이언스)를 확장하여 각 위험 유형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십시오   

  

    

8. identities 를 클릭하십시요. identities, DNS Requests 및 Blocked Requests 에 대한 사용 상세 내역을 

살펴보십시오. 



Lab Guide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95 of 128  

  

9. 뒤로 스크롤하여 앱의 상태를 Approved, Not Approved 및 Audit 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노트: 상태를  Not Approved 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 앱을 차단하지 않으며, 이는 태그 지정 프로세스와 더 유사합니다. 

앱을 차단하려면 AVC 컨트롤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버전의 App Discovery 는 모든 앱을 차단할 수 없으며, 드롭다운 

메뉴에서 Block this app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앱만 차단할 수 있습니다. 

 

10. Block this app 링크를 클릭하면 Application Settings 마법사가 열리고 차단하도록 선택한 앱(아래 설명된 예제의 

Facebook)이 Application Settings 정책 구성 요소에 미리 채워집니다. 

    

11. 정책의 이름을 AVC Global Policy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정하십시오. 

  



Lab Guide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96 of 128  

  

 

  

12. 일반 시나리오에서는 이 설정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 응용 프로그램 정책을 사용하는 모든 정책(Policy > All 

Policies)에 대해 선택한 앱이 차단됩니다. 

13. 이 목록이 정책에 적용되는 방법을 보려면  Policy > All Policies 로 이동하십시오. Application Policy 클릭하고 

Application Setting Applied 에서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연습 결론 

App Discovery 및 Control 서비스를 통해 Umbrella 고객은 Shadow IT 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Umbrella 

대시보드의 App Risk 색인을 포함한 SaaS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원래 Cloudlock 기술로 작동됨). 또한 

Umbrella 의 SIG 비전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고객은 발견된 모든 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Umbrella Investigation  

이 시나리오에서는 웹 기반 콘솔 조사로 특정 악성 도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시나리오가 끝날 때쯤에는 

공격자의 인프라를 통해 선회함으로써 엄브렐라의 독특한 위협 지능의 가치와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보여줌으로써 그 사이에서 피벗을 수 있고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볼 수 있는 조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연습은 조사가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사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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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Investigation 대하여 

Cisco Umbrella Investigate 는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IP 및 멀웨어에 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DNS 요청 및 

기타 상황별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그래프를 활용하여 Investigate 는 인터넷 도메인, IP 및 멀웨어의 관계와 진화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하여 공격자의 인프라를 파악하고 향후 위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500 개 이상의 BGP 피어링 파트너로부터 인터넷 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연결에 대한 라이브 뷰와 기업 및 

소비자 사용자의 일일 DNS 요청과 1,000 억 개의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조사하십시오.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3D 시각화, 보안 연구자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통계 모델을 데이터에 적용하여 인터넷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의 악의적인 장소를 예측합니다.  

조사를 통해 보안 팀은 조사를 가속화하고, 사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컨텍스트를 확보하고, 

공격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노트: 이 시나리오에서 연습하는 동안, 우리는 특정 영역을 강조하겠지만, 조사의 정보가 동적이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가. 이 섹션에서 참조된 도메인 중 하나를 검색하고 

스크린샷과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차분하게 진행하십시오. 오래된 스크린샷과 설명은 여전히 당신에게 그 섹션의 

요점을 말해 줄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도메인의 업데이트된 목록이 실험실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악의적인 대상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textspeier[.]de  

• randoz-pandom[.]wang  

• usa[.]itsaol[.]com  

• uoeeukyackaagagg[.]org  

이 시나리오의 실습 전반에 걸쳐 추가 목적지가 제시됩니다. http://www.malwaredomainlist.com/ 과 같은 온라인 툴을 

사용하여 입력 및 조사할 다른 악의적인 도메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악의적인 대상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URL 을 사용자 자신의 시스템이나 랩 시스템의 브라우저 URL 

표시줄에 직접 붙여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고: 또한 조사를 위한 API 가 있으며, 이는 많은 고객이 SIEM,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등과 같은 다른 시스템을 

자동으로 쿼리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Investigate 문서에는 API 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탐색 

메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www.malwaredomainlist.com/
http://www.malwaredomainl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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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보고서에서 도메인에 대한 로컬 트래픽이 모든 엄브렐라 고객으로부터 확인되는 글로벌 트래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확인했으며 방문한 도메인에 대한 중요한 보안 세부 정보도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와 다른 다양한 보고서에도 

종종 도메인 조사 및 조사를 열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 다른 방향으로 피벗하려면 조사의 링크를 클릭할 때 새 브라우저 탭에서 새 정보를 여십시오(클릭할 때 키보드의 

Ctrl 클릭). 새 탭에서 열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BACK 버튼을 사용하여 조사의 이전 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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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1: 도메인에 대한 추가 정보 가져오기 

이 실습은 엄브렐라에 의해 이미 차단된 도메인을 찾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여기서의 목표는 도메인이 

차단된 이유, 차단된 기간 및 이 도메인을 다른 위협이나 다른 도메인에 연결하는 다른 데이터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Umbrella 대시보드의 기본 탐색에서 Investigate 를 클릭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 브라우저 탭에서 Investigate 

콘솔이 열립니다.  

2. search (검색) 창에서 제공된 악성적인 목적지 중 하나를 입력한 다음, INVESTIGATE 를 클릭합니다. 

 

    

일반 정보 

1. 페이지 맨 위에 있는 Investigate 는 도메인의 보안 세부 정보가 포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여기서 도메인이 현재 Umbrella 블록 목록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mbrella 가 (지능을 기반으로 하거나 

자동화된 통계 모델 중 하나에 의해 탐지된)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현재 모든 Umbrella 고객은 

도메인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3. 또한 Umbrella 가 이 도메인이 확인되는 IP 주소도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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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메인에 관련된 보안 기능 및 점수에 기반한 수학적인 계산인 Umbrella risk score 를 기록하십시오(이 점수는 

제품의 Security Features 영역에 설명됨). 

Umbrella risk score 는 블록 목록에 나타나는 사이트에 대한 권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차단되지 않은 

낮은 점수를 가진 사이트나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상당히 흔하고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예로는 이전에 합법적이었던 양호한 도메인이 해킹되어 

멀웨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도메인의 DNS 에 대한 내용은 많이 변경되지 않았지만 현재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Umbrella risk score 가 실제로 조사의 주요 판매 지점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수가 

다른 모든 점수들을 살펴보고 사이트의 양성 또는 악성 점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계산을 나타내는 빠른 분석 

이상일 의도가 없습니가(-100 과 매우 유사함 악성 및 +100 으로 양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점수는 도메인에 대한 

보안 세부사항의 누적 집계로, 사이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5. 추가 도메인을 볼 때 현재와 미래에 연구 중인 도메인에 대한 Umbrella risk score 를 기록하십시오. 

NOTE: Descriptions of all other alerts can be found in the documentation.  

    

DNS 쿼리 그래프 

다음으로, DNS 쿼리 그래프에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스파이크(spikes) 또는 일반 패턴(regular 

patterns)에 대한 것입니다... 

1. 아래 예제의 DNS 쿼리 그래프는 지난 30 일 동안 이 도메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한 요청 수를 보여 주며, 위에서 

마우스를 돌리면 매 시간마다 분류되기도 합니다. 

 

2. 대부분의 인기 사이트는 공통 트래픽 흐름을 가지며 특정 시간에는 정점을 찍지만 일정 기간 동안 표준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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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때때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피싱 캠페인이 없었던 경우 새로운 캠페인(예: 피싱 캠페인) 

갑자기 트래픽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스파이크 앞에 작은 스파이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시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트: 지난 며칠 동안 매우 적은 양의 트래픽을 보여주는 도메인을 조사할 때 왼쪽 축(DNS 시간당 쿼리)은 총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조정되며, 매우 적은 양의 트래픽은 조사 중인 도메인이 표적 공격 또는 APT 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WHOIS 데이터 기록 

1. 다음으로, 도메인에 대한 WHOIS 기록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WHOIS 레코드 데이터는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 등록한 

위치, 등록자 연락처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거리 주소, 전화/팩스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등록한 경우 Windows(윈도우) 피싱 캠페인 또는 표적형 공격을 위해 도메인이 스핀업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WHOIS 정보는 상당히 쉽게 위조되거나 난독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피 도메인 등록자를 사용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연예인 이름을 보거나 "나쁜 남자"와 같이 분명히 가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주소 옆에 "지도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Google 지도를 열고 올바른 주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vestigate 는 또한 WHOIS 의 역사적(historical WHOIS) 기록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WHOIS 정보를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도메인이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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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종종 신흥 도메인은 WHOIS 기록에 정보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Investigate 인터페이스는 

"죄송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WHOIS 정보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Sorry, couldn't load WHOIS information for this 

domain.”)"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OIS 정보가 사용 가능한 세부 정보가 없는 상태로 단순히 활성 상태로 설정된 

경우에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메일 주소와 관련 이름 서버를 포함하여 WHOIS 레코드 데이터의 여러 데이터 

지점을 피벗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지점을 클릭하고 피벗하면 관련 인프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메일 주소에 대해 연결된 도메인을 중심으로 동일한 전자 메일 주소에 등록된 다른 모든 도메인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도메인이 악의적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위 예(uoeeukyackaagagg[.]org)에서 WHOIS 레코드 데이터는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보여줍니다. (cs@now.cn)은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수백 개의 다른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4. 전자 메일 주소를 클릭하고 조사의 전자 메일 주소 보기로 피벗하여 등록된 다른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조사 결과 

이러한 도메인이 맬웨어, 피싱 및 봇넷 활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마찬가지로, nameserver 의 Associated Domains 을 클릭하여 피벗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nameserver 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도메인의 보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조사 중인 도메인을 제외하고 하나의 추가 관련 

도메인에 대해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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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한 공격자 인프라와 관련된 추가 도메인 또는 IP 주소를 찾으려면 네임스서버 값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관련 샘플 

Associated Samples Cisco AMP 및 Threat Grid 에서 알려진 파일 샘플 목록과 SHA256 지문 및 모든 AV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보실 겁니다. 

 

 

 

도메인 태깅 

Domain Tagging 지정은 블록 목록에서 도메인이 엄브렐라로 태그 지정되는 범주를 보여 줍니다(맬웨어, 피싱,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등). 또한 사용 가능한 경우 나열된 기간과 함께 악성 코드가 포함된 특정 URL 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분류된 기록 정보도 표시됩니다. 

 

노트: 도메인 태그 섹션에서 도메인과 관련된 현재 및 과거 분류 태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음 

기능 

1. 기능 영역에는 체크아웃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연구소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직접 검토하여 각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은 Investigat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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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에 대한 TTL(Time-to-Live)을 기록해 두십시오. 표준 TTL 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3. TTL 이 낮은 도메인에는 IP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TTL 은 일반적으로 한 IP 에서 다른 IP 로 도메인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 보다 먼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도메인이 악의적인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여러 IP 주소를 

마스킹 하는 데 사용 되는 경우에도 감소 합니다.  

TTLs 가 매우 낮으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도메인에 대한 TTLs 가 매우 적거나 0 입니다.  또한이 

도메인을 호스팅하는 IP 주소의 국가 코드 인 국가 코드 수는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합법적인 도메인은 2 또는 3 

보다 드물게 발생 합니다. "Cnn.com"와 같은 도메인은 1 (미국) 뿐입니다. 

4. https://investigate.opendns.com/domain-view/name/goloduha.info/view 에서 확인하십시오.  

DGA Detection 

1. DGA Detection 은 도메인이 자동 봇넷의 일부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냅니다. DGA (Domain Generation 

Algorithm,)는 봇넷 공격의 일부로 도메인 이름을 임의로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적 차단 목록보다 앞서 유지하기 

위해 해커가 임의로 생성 한 이름을 사용하며이 기능은이를 방지합니다. DGA 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Investigate 

상단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2. 이 알림이 표시되면 DGA Detection 영역으로 스크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점수에 기여하는 도메인 이름 자체의 

구조에 대한 다른 계산인 Perplexity 및 Entropy 와 함께 총 DGA Score 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합법적인 대상 및 일부 DGA 에 대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Iuccotjmpem[.]ru  

• greystoneexpress[.]com  

  

  

https://investigate.opendns.com/domain-view/name/goloduha.info/view
http://en.wikipedia.org/wiki/Domain_generation_algorithm
http://en.wikipedia.org/wiki/Domain_generation_algorithm
http://en.wikipedia.org/wiki/Domain_generation_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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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세 가지 다른 점수 유형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이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트: 최근 "라이브 DGA 예측"이라는 새로운 엄브렐라 통계 모델이 추가되어 다양한 멀웨어 제품군의 DGA 에 대한 역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하고 Live DGA Detection 모델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델과 기타 다양한 엄브렐라 통계 모델은 현재 

조사 콘솔 또는 API 에 명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IP 주소 

1. 이 섹션에는 도메인이 확인 되는 IP 주소 및이 도메인에 대한 네임서버의 IP 주소도 나열 됩니다. 노트: 네임서버에 

대한 데이터는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WHOIS 정보와 다른 소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네임서버은 엄브렐라 

DNS 확인자에서 정적 WHOIS 기록에 나열 된 것이 아니라 도메인에 대한 권위적인 부여 받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2. 페이지 상단에는 도메인이 잠재적으로 "fast flux" 도메인이라는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Fast flux 는 공격자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많은 IP 주소 뒤에 있는 피싱 및 악성 전달 사이트를 숨기는 데 사용 되는 DNS 기술입니다. 

도메인이 종종 변화한다면, 이것은 도메인이 fast fluxing 고 있다는 매우 좋은 표시입니다. 

 

3. 조사에서는, fast flux 주행 후보의 좋은 예이기도 한  goloduha[.]info,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속성도 살펴봅니다. 

4. 이 경고가 표시되면 IP 주소 영역으로 스크롤하여 이 도메인이 이 보안 경고의 대상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   sso.anbtr[.]com  

  

  

http://en.wikipedia.org/wiki/Fast_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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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 주소 섹션에서 IP 주소 및 네임 서버 모두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능 

섹션에서 조사 섹션에서, 이 도메인은 작성 시점에 총 1069 개의 IP 주소로 확인됨("RIP"는 서버 IP 주소 수를 표시함) 

 

노트: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점수 유형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면 이러한 점수가 의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6. 다음은 IP 주소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이 도메인이 매일 변경하기로 결정한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정의상으로, 

이것은 fast flux 도메인입니다! 

 

ASN(Autonomous Systems) 

ASN(Automonous Systems)이 나열된 Features 섹션으로 스크롤하십시오. ASN 의 패턴에 대해 우리는 이 도메인과 

관련된 151 개의 서로 다른 ASN 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다른 IP 로 도메인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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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rvers 

이 도메인과 연결된 네임 서버도 변경됩니다. WHOIS 레코드 데이터에는 소수의 이름 서버만 표시되었지만, Umbrella 

데이터는 Name server 의 IP Address 가 자주 (매일) 변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트: IP 주소와 이름 서버는 모두 피벗입니다. 클릭하여 이 도메인을 호스팅하는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 

도메인과 관련된 다른 호스팅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트:현재 엄브렐라는 90 일의 패시브 DNS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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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결론 

이 실습에서는 Umbrella Security Insight Report 에서 시작한 첫 번째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 특정 도메인의 세부 정보를 

자세히 살펴서 차단된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엄브렐라에 의해 악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 선회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도메인이 악의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DNS 쿼리 그래프에 기반한 도메인으로의 트래픽이 불규칙했습니다..  

• 다른 악성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등록되었습니다  

• 도메인 태깅(Domain Tagging) 섹션에서 봇넷(botnet)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fast fluxing.  

• 기타... 

실습 2: 사건 조사(Incident Investigation) 

이 연습에서는 이전에 전혀 몰랐던 도메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악성 사이트가 차단되어 조사를 위해 

엄브렐라에서 피벗되는 것을 본 시나리오와 다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입니다. 보안 운영 팀은 환경 전반에 걸쳐 여러 엔드포인트가 의심스러운 도메인(또는 IP)에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SIEM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도메인에 대한 트래픽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목표는 이 

도메인이나 IP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악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Investigate 에서 쿼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요소가 있습니다: 

• Domain 및 subdomain 항목은 프로토콜 또는 URL 정보 없이 지정해야 하지만 하위 도메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w.example.com 과 example.com 은 모두 유효하며 도메인의 영역 레코드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항목은 전체 IPv4 IP 주소여야 합니다(예: 19.117.63.126). 

• Autonomous System Number (ASN)항목은 단순히 AS 번호여야 합니다(예: 36692). 

• Email address 는 전통적인 name@domain.com 형식이어야 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도메인 등록자가 

검색됩니다. 

주요 정보를 사용하여 도메인이 악성적인지 확인 

경고 검토 

1. 다음은, 이 실습의 Investigate 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목적지(destination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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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eeukyackaagagg[.]org  

•  a[.]sinkhole[.]yourtrap[.]com  

•  j8le7s5q745e[.]org  

•  goloduha[.]info  

•  xkjyjllqqngn[.]net  

•  nailsartsdesfuture[.]com  

•  samyhookf[.]top  

•  uclcrsuiwcymao[.]net  

    

2.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경고를 검토하고 해당 도메인이 양(또는 "좋은" 도메인)인지, 무시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노트: 페이지 상단에 있는 알림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알림에 따라 관련 섹션으로 스크롤하십시오.  

 

DNS 퀴리 그래프 및 도매인 테깅  

1. DNS 쿼리 그래프에서 트래픽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뾰족하거나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가? 

2. 도메인 태그를 확인하여 엄브렐라가 이러한 도메인에 태그를 지정한 방법과 그 이후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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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IS 데이타 기록 

1. WHOIS 기록 데이터에서 nllartdesfuture[.]com 을 확인하십시오. 이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이메일 주소도 

많은 다른 악성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이 전자 메일 주소에 등록된 모든 도메인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전자 메일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노트: 어떤 경우에는 도메인에 보안 범주가 태그가 지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이 전자 메일 주소에 

등록되었지만 실제 호스트나 IP 주소가 없고 따라서 엄브렐라가 해결할 유효한 트래픽이 없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도메인과 관련된 그러한 유형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멀웨어나 봇넷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2. WHOIS 기록 데이터에서 등록자가 등록한 다른 도메인으로 피벗하기 위해 다른 악성 도메인을 사용해 보십시오. 

3. 이제 이메일 주소를 피벗하여 다른 악성 활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동일한 공격자 인프라와 관련된 추가 

도메인을 찾으십시오. 이 등록자가 다른 악성 도메인을 등록했다는 사실은 이 도메인이 악의적일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IP 및 ASN 의 피벗 (Pivot)  

1. a[.]sinkhole[.]yourtrap[.]com 에서 조사를 실행하고 IP 주소 섹션으로 스크롤하십시오. 이 경우 최근에 정기적으로 

변경된 이 도메인과 관련된 IP 주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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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록 맨 위에 있는 IP 주소 중 일부를 클릭하여 해당 IP 공간에 다른 악의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도메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릭 몇 번이면 몇 번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 IP 주소 보기에서 조사에서는 IP 가 현재 호스팅하고 있는 악의적인 도메인의 수를 표시하고 해당 IP 주소에 

호스팅되는 알려진 도메인과 악의적인 도메인도 모두 나열합니다. Prefix alc Autonomous System (ASN 및 

네트워크 소유자)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도메인을 많이 호스팅하는 IP 의 경우 이전 페이지에서 의심스러운 

RIP(IP 평판) 점수에 대한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악성 활동이 많은 IP 주소가 호스트하는 도메인 자체가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단이 계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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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 IP 보기에서 피벗할 ASN 를 클릭합니다. 

 

5. 여기에서, 이 자율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IP prefixes 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악의적인 활동을 호스팅한 적이 

있는 항목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Lab Guide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113 of 128  

동시 발생 및 관련 도메인에 대한 피벗 

Co-occurrences (공동 발생)  

종종 감염된 호스트가 악의적인 사이트를 검색한 다음 곧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악성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해당 명령 및 

제어 호스트를 검색하는 감염된 호스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웹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의 감염된 

콘텐츠로 리디렉션될 수 있으며, 이는 첫 번째 사이트를 방문하는 호스트와 리디렉션된 사이트 간의 동시 발생을 

나타냅니다. 공동 발생은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공동 발생(co-occurrences)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조사에서의 공동 발생은 조사 중인 도메인과 비슷한 시간에 확인 된 다른 도메인 이름을 추적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도메인 이름이 서로 급속하게 연속적으로 방문될 때, 그들은 공동 발생한다고 하며, 첫 번째 도메인이 악의적인 것으로 

알려지면, 그 공동 발생 도메인은 추론에 의해 유죄가 됩니다. 각 도메인에는 두 도메인이  공동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공동 발생 점수가 있으며, 100 은 1 대 1 의 공동 발생입니다. 공동 발생은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도메인 간의 관계 및 대 상호 연결를 빠르게 연속적으로 (예: 초) 표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은 디바이스가 동일한 패턴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보안 분석가들은 모두 동일한 

공격에 연결된 악성 도메인을 통합하고 공격자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 한 가장 완벽 한 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 

발생은 이 경우에도 분석가가 공격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네트워크 보안이 침해 되기 전에 추가 관련 (및 의심스러운) 

도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제 extspeier[.]de 를 사용하여 Investigate(조사)의 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동 발생을 해제하고 체크아웃합니다. 

나열된 공동 발생 점수는 현재 조사 중인 도메인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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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xtspeier[.]de 의 경우, 이 도메인과 함께 공동 검색하는 도메인에 대해 일대일 관계(점수 100.00)를 가지며, 같은 

공격에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됩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tesab[.]org[.]uk 도메인을 피벗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발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사이트는 일반적인 웹 활동의 일부로 서로 공존합니다. 많은 인기 

있는 사이트들이 디자인된 대로 서로 공존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도메인을 볼 때, 공동 발생은 종종 명령과 제어, 

감염의 다른 부분 또는 멀웨어의 업데이트 구성 요소일 수 있는 다른 도메인을 노출시킵니다. 

악성 사이트가 알려진 양호한 사이트와 함께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악의적이지 않은) 광고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발생은 malvertising 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AppNexus 

애드 네트워크에서 광고 공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이 사이트를 C&C 로 사용하거나 멀웨어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하기 위해 드로퍼로 사용하는 멀웨어를 서비스합니다. 

3. 추가 악성 도메인 중 일부를 사용해 보고, 동일한 공격과 관련된 추가 도메인을 피벗하여 찾을 수 있는 고도로 점수가 

매겨진 공동 발생을 검색하십시오. 

관련 도매인 

관련 도메인 보안 기능은 함께 공동 발생하는 것과 유사 합니다. 인터페이스의 이 부분은 동일한 시간(최대 60 초 전 또는 

후)에 자주 요청되었지만 다른 도메인 이름과 자주 연결되지 않은 도메인 이름 목록을 반환합니다. 

도메인 이름 옆의 점수에는 검색 중인 도메인에 대한 원래 요청의 60 초 이내에 관련 사이트를 조회했던 클라이언트 Ip 

수가 반영됩니다. 

1.  몇가지 추가 악성 도메인을 시도하고 피벗할 고도로 점수가 매겨진 관련 도메인을 검색하고 관심 있는 추가 도메인을 

찾으십시오. 

실습 결론 

이 연습에서는 SIEM 경고에서 도메인을 쿼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의적인 것인지 그리고 조사관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통해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IP 가 다른 악성 도메인을 많이 호스팅했기 때문에 IP reputation 점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 DNS 쿼리 그래프에 따라 도메인으로의 트래픽이 불규칙했습니다. 

• 거의 500 개의 다른 악성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메일에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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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에서 IP 로 전환하여 ASN 으로 전환하여 다른 악의적인 활동이 많은 네트워크에 의해 호스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Co-occurrences 은 동일한 공격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도메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역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연습 3: 패턴 검색 및 사전 예방적 연구 

패턴 검색 

조사에서 비교적 새로운 기능은 패턴 검색입니다. 패턴 검색을 사용 하면 브랜드 이름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패턴 및 

용어와 일치하는 도메인에 대한 조사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검색을 통해 더 유연하고 광범위 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패턴 검색의 사용 사례 중 하나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가장하는 새 도메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직원 으로부터 피싱 캠페인 용 악성 사이트를 

마스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턴 검색에서는 기존 정규식 (RegEx)을 사용 하 여 일치를 수행 합니다. 

1. Netflix 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Regex 를 사용하면 모든 새로 쿼리에 "netflix" 라는 용어를 포함된 도메인을 검색 

상단에 있는 Pattern Search (패턴 검색) 탭에 "netflix."로 입력 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설정을 지난 30 일로 

유지 합니다. 반환 되는 결과의 수를 확인 하십시오. "Netflix"가 있는 도메인의 수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2. 지난 30 일에 기간을 사용했던 impersonators 의 분량을 보여 주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는 최신 

시간 프레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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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잠재 고객의 지적 재산권, 기존 고객 또는 개인적인 생활의 사물 중 하나와 일치 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RegEx 

패턴을 시도해 보십시오.  

노트: regex 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http://regexr.com 를 참조하십시오. 

    

적극적인 연구  

이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적 위협을 미리 확인 하고 위협 Intel 공유 그룹을 통해 발견 한 단일 도메인으로 시작 하는 것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사용하여 공격자의 인프라를 확인합니다.   

브라우저 하이재킹 악성 코드를 호스팅하는 도메인 "anbtr.com"으로 시작 하 여 피싱 공격이 나 보안 침해 된 URL 이 

전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sso.anbtr[.]com 에 대한 조사의 쿼리를 실행하십시오. 

2. 이 도메인이 블록 목록에 있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경고와 기타 보안 기능을 기록해 두십시오. 최근의 DNS 트래픽 

그래프는 공정한 양과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3.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확대하여 날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십시오.   

4. 공동 발생 항목으로 스크롤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다른 악의적인 호스트와 공동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 도메인에 대해 알고 있으면 위협에 앞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트: 일부 공동 발생은 의심스럽거나 악의적인 도메인과 함께 발생하는 합법적인 도메인이며, 다른 공동 발생은 

공격자의 서버 인프라에 포함되며 관련 됩니다. 

5. 일부 공동 발생 및 관련 도메인을 별도의 브라우저 탭 또는 창에서 열고 IP 또는 ASN 과 같은 첫 번째 도메인과 

공유하는 공통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이미 엄브렐라에 의해 막혀 있거나 교통 패턴에 대해 특이한 점이 

있는지 알아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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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에서 공유하는 인프라  

 

1. sso.anbtr[.]com 의 IP 주소 데이터로 스크롤합니다. 

 

2. 표시된 IP 주소 (195.22.28.222)에 대한 피벗. 

 

IP 보기에서는 현재 악성 사이트를 적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악성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활동과 연관되어 향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동일한 IP 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도메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영역은 사전 예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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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 에 대한 피벗 

이전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하여 sso.anbtr[.]com 에 대해 IP ASN 을 피벗하고 동일한 인프라를 공유하는 추가 

위협을 계속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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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IS 에 대한 피벗 

1. sso.anbtr[.]com 으로 돌아가서 WHOIS 레코드 데이터에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추가 악성 도메인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피벗하십시오.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P, ASN 및 도메인을 검색하십시오. 

2. 기타 목록….. 

 

실습 결론 

연습에서는 위협 정보 공유 그룹을 통해 찾은 단일 도메인으로 시작하십시오. Investigate 를 사용하여 다음을 통해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다른 위협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발생 및 관련 도메인 식별   

• 모니터링/사전 차단되어야 하는 동일한 IP 및 ASN 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도메인 찾기  

• 동일한 전자 메일 주소에 등록되어 동일한 공격자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도메인 탐지 

    

실습 4: Cisco AMP 및 Threat Grid 를 통한 공격 보기 완료  

Umbrella 의 기술은 이전 연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격자의 인프라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논리적 단계는 공격 목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페이로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심층 분석으로 이 보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Umbrella Investigate 는 Cisco AMP 및 Cisco Threat Grid 와 통합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정적 및 동적 파일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강력한 기술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단일 창에서 공격을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권장합니다(9 분). 

이미 일부 정보를 수집한 도메인의 sso.anbtr[.com]을 분석하지만 이번에는 이 도메인에 연결된 샘플을 중심으로 AMP 및 

Threat Grid 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1. sso.anbtr[.]com 에 대한 Investigate 에서 쿼리 실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8dmC3w3jwY&feature=em-subs_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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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sociated Samples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이 섹션은 AMP 가 샌드박스 프로세스 중에 인식하거나 식별한 sso.anbtr[.com]에 연결된 파일 목록을 제공합니다. 

파일을 추적하기 위해 AMP 는 분석하는 각 파일에 대해 고유 식별자(SHA256)를 계산합니다. 일부 파일의 경우 AV 

결과도 제공되므로 Threat Grid 에는 여러 AV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 파일이 악의적이고 서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Threat Grid Sandbox 는 하나 이상의 OS 시스템에서 파일을 실행하고 레지스트리 수정에서 네트워크 

통신에 이르는 모든 것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0 부터 100 까지의 행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행동 지표 모델을 

통해 실행됩니다. Threat Grid 는 현재 700 개 이상의 행동 모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의 점수가 결합되어 

파일에 할당됩니다(artifact 나중에 우리는 몇 개의 개별 샘플을 더 자세히 살펴볼합니다. 현재 sso.anbtr[.]com 에 대한 

모든 관련 샘플이 가장 높은 위협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3. AV 에 의해 Win Virus Sality , Win Troy Agent 로 분류된 샘플을 선택하고 SHA256 Signature 를 클릭한다. 이렇게 

하면 특정 멀웨어 샘플에 대한 상세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헤더에는 샘플에 대한 기본 정보인 SHA256(및 2 개의 다른 해시 마커), 파일 크기, AV 결과 및 파일이 처음 표시되는 

시간이 나열됩니다. 

  

  



Lab Guide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121 of 128  

노트: Umbrella Investigate 는 각 샘플에 대한 자세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AMP Threat Grid 솔루션이 제공할 

수 있는 일부입니다. API 액세스를 포함한 AMP Threat Grid 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별도의 AMP Threat 

Grid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4. BEHAVIORAL INDICATORS 섹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각 동작 표시기에는 severity 가 할당됩니다. 이는 OS 

동작이 보안 위험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에 대한 Cisco 보안 전문 지식과 평가를 반영합니다. Severity 점수는 

지정된 샘플이 동작을 나타낼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수준과 함께 제공됩니다. 

 

5. 동작 표시기를 클릭하여 작업에 보안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6. NETWORK CONNECTIONS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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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so.anbtr[.]com 을 결정하는 DNS 쿼리를 기반으로 Threat Grid 에서 샘플 목록을 얻으므로 이 도메인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섹션에서 일부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맬웨어 및 피싱과 

관련된 amsamex[.]com 과 같은 도메인에 대한 다른 연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맬웨어 샘플에서 사용하는 것은 

도메인뿐만이 아닙니다. 

 

8. 워크플로를 완료하려면 다른 반복에서 Investigate 및 Threat Grid 를 사용하여 다른 도메인 중 일부를 탐색하여 위협 

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습 결론 

이전 섹션에서 수집한 sso.anbtr[.com]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도메인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고위험 동작 

지표를 가진 트로이 목차로 분류된 멀웨어 샘플 목록을 사용하여 보기를 완료하십시오. 

  

  

부록 A: Umbrella 구성 요소 및 용어에 대한 퀵 레퍼런스 

  

용어 묘사 

활동 보고 사용 추세에 대한 가시성 확보 데이터 손실 및 정보 억제를 해결하기 위한 

섀도 IT 서비스 식별  

e-메일, 파일 공유, SaaS 서비스를 비롯한 조직 전체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 보기 

AD 커넥터 Umbrella AD 커넥터는 고객이 기존 AD 구조를 Umbrella 로 처음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DC 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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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캐스트 라우팅 요청은 사용 가능한 가장 빠른 노드로 투명하게 전송되며, 다운타임 

발생 시 자동으로 다시 라우팅. 모든 Umbrella 데이터 센터는 동일한 IP 

주소를 발표. 

AnyConnect 통합 이미 배치된 이동성 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어디를 가든 사용자를 

보호하십시오. 추가로 배포할 에이전트, 최종 사용자 조치 불필요, 성능 

저하 불필요.  

Cisco AnyConnect 고객은 새 에이전트 없이도 엄브렐라 보호를 지원할 

수 있음. 

자율 시스템(AS) 접두사 및 라우팅 정책이 공통 관리 제어 하에 있는 라우터 모음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대기업, 대학, 회사의 부서 또는 회사의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AS 는 해당 조직에 할당된 하나 이상의 IP 주소 

블록(IP 접두사라고 함)으로 연결된 그룹을 나타내며, AS 외부의 

시스템에 단일 라우팅 정책을 제공. 

Autonomous System Number (ASN)  인터넷에서 각 AS 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32 비트 번호.  이 

숫자는 외부 라우팅 정보를 교환할 때, 특히 BGP 를 통해 여러 AS 를 

통한 경로를 식별할 때 사용. 

BGP 피어링 대기 시간 없이 보안 추가. 우리는 IXP 에 참여함으로써 500 개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3,000 개 이상의 피어링 세션을 

달성했습니다. 

Border Gateway Protocol (BGP)  자율 시스템 간에 라우팅 및 도달성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 

Cisco Cloudlock  Umbrella 는 조직 전체에서 액세스 중인 SaaS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Cisco Cloudlock 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식별하고 인증을 취소합니다. Cloudlock 은 Umbrella 의 API 를 사용하여 

차단할 도메인에 대한 Umbrella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이러한 

도메인은 사용자가 온 네트워크 및 오프 네트워크에 있을 때 

차단됩니다.                                                                                                                                                                   

Computer Incident Response Team (CIRT)  컴퓨터 보안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팀. SOC 보다 전문화된 

기술(포렌식, 맬웨어 후진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텐츠필터링 네트워크 내/외부의 컨텐츠 가시성 및 제어 능력 확보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도메인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도메인은 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60 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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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생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공격과 관련된 다른 도메인을 자주 검색합니다. 

대시보드 모든 정책 생성 및 보고에 웹 기반 엄브렐라 대시보드를 사용하십시오. 

단계별 정책 생성에 대해 간단한 정책 마법사를 사용하고 구현하기 전에 

정책을 테스트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블록/허용 목록, 정책 및 브랜드 블록 페이지를 

생성하십시오. 

DNS 계층 적용 대부분의 인터넷 연결은 DNS 요청에 의해 시작되며, 엄브렐라는 그것을 

첫 번째 검사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연 시간을 추가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점에 악성 도메인 및 IP 에 대한 연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Domain Name System (DNS)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연결하는 메커니즘. 

도메인 이름 하나 이상의 IP 주소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모든 IP 를 

기억하는 대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더 쉽고 기억에 남는 

방법입니다. 예: cisco.com. 

어디에서나 인텔리전스 집행 
Cisco Umbrella 를 사용하면 Investigate 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알려진 긴급 위협은 연결이 되기 전에 DNS 계층에서 즉시 차단된다.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 네트워크의 기기를 보호하십시오. 

파일 해시/해시 수학적 알고리즘(즉)에 의해 숫자 문자열로 변환된 파일. SHA256, SHA1, 

MD5). 파일의 지문과 모든 파일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네트워크 Umbrella 는 상위 인터넷 교환 지점(IXP)과 함께 위치한 25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양한 데이터 Umbrella 는 다양하고 글로벌하며 실시간인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Umbrella 는 160 개 이상의 국가에서 

85M 이상의 활성 사용자로부터 매일 100B 이상의 인터넷 요청을 

처리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Umbrella 의 글로벌 그래픽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과거 데이터와 상호 연관되고 다양한 공용 및 

개인 데이터 피드로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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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프록시 Umbrella 지능형 프록시를 사용하면 위험 도메인에 대한 요청(악성 및 

합법적인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요청)만 보다 심층적인 검사를 위해 

프록시 처리되어 기존 프록시에서 느끼는 성능 영향을 제거합니다.  

모든 것을 프록시할 필요 없이 악의적인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DNS 계층의 좋은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허용하십시오.  

바이러스 백신 엔진 및 Cisco Advanced Malware Protection 파일 평판 

서비스와 대조하여 위험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프록시는 성능 향상을 위해 

자동으로 확장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타협 지표. 

IOC   

IP 주소            통신을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장치(예: 컴퓨터, 프린터)에 할당된 숫자 라벨. 예제:  

208.67.222.222. 

IP 지리 위치 사용자가 IP 주소를 요청하는 위치와 관련된 IP 주소의 지리적 위치 (즉, 

IP 주소는 러시아에서 호스팅되지만, 모든 트래픽은 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IP 계층 시행 맬웨어가 DNS 를 사용하는 대신 IP 주소에 직접 연결하려고 할 때, 

업브렐라는 로밍 클라이언트나 Cisco AnyConnect 통합을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 안팎에서 IP 계층 적용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보기 이력 컨텍스트 포함 조사는 인터넷 도메인의 생성과 진화의 역사적 맥락과 인터넷에 대한 

실시간 최신 관점을 결합하합니다. 

Amazon 3S 를 사용한 로그 관리 필요한 기간 동안 DNS 로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Umbrella 에서 Amazon AWS S3 버킷으로 DNS 로그를 전송하십시오.  

SIEM 또는 기타 시스템과 통합  

보안 가시성을 향상하여 문제 대응 및 정책 컴플라이언스 향상 

네트워크 장치 통합 몇 분 안에 게스트 및 기업용 Wi-Fi 를 보호  

고객이 장치 인터페이스의 상자를 확인하여 모든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엄브렐라 보안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장치 

공급자(일반 라우터)와의 기술 제휴.  

Cisco 4000 ISR 시리즈 및 Cisco Wireless LAN 컨트롤러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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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상의 커버리지/Umbrella 네트워크 기존 DNS 및 DHCP 인프라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프로비저닝 여기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 설치할 

하드웨어가 없거나 유지 관리할 소프트웨어가 없는 조직 소유가 아닌 

장치도 포함. 모든 DNS 서버, 라우터, 게이트웨이 또는 Wi-Fi 액세스 

지점에서 Umbrella 글로벌 네트워크 IP 주소로 직접 인터넷 활동. 

파트너 및 맞춤형 통합 사내 보안 어플라이언스에서 경계 범위를 넘어 장치 및 사이트로 보안 

위협 방지 확장 기존 시스템에서 로컬 위협 탐지 및 인텔리전스를 

글로벌 위협 예방으로 프로그래밍하십시오. 감지 및 예방 시간을 

며칠에서 몇 초로 단축하기 위해 IOC(타협의 지표)에 즉시 조치를 

취한다.  

기존 보안 어플라이언스 및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또는 피드에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엄브렐라로 전송하십시오.  

사내 툴을 사용하여 최대 10 개의 사용자 정의 통합 생성 

정책 테스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관리자가 안심하고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도한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측 인텔리전스 우리는 통계적 모델을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에 적용하여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과 새로운 공격의 일부를 예측. 

    

로밍 클라이언트 트워크 경계를 넘어 랩톱으로 보호 확장 네트워크상의 특정 

엔드포인트에 작업을 고정하여 업데이트 적용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모든 시행은 기기가 아닌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경량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Umbrella 

보안 및 정책 기반 보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Windows 및 Mac 

OSX 컴퓨터용 경량 클라이언트.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SIEM)  

엔드포인트/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보안 

경고를 수집하고 상호 연관시키는 기술. 컴플라이언스/보안 목적으로 

보안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됨 

Security Operations Center (SOC)  회사의 IT 시스템(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및 서버, 네트워크, 데스크톱 및 기타 엔드포인트)을 모니터링, 평가 및 

방어하는 지정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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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연구원 Cisco Umbrella 의 보안 연구자는 고급 데이터 마이닝 기술, 3D 시각화 

및 보안 영역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Investigate 의 배후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는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및 보안 연구자 팀입니다. 

Cisco Umbrella 보안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연결을 찾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합니다. 

Cisco 의 연구는 전세계 보안 회의의 빈번한 블로그 게시물과 발표에서 

보여드립니다. 

통계 및 기계 학습 모델 이러한 모델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점수화하고 분류하여 엄브렐라가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알려진 긴급한 위협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델들은 공격자들이 어디에서 인터넷 기반구조(도메인, IP, ASN)를 

운영하고 있는지 발견합니다. 이들은 도메인과 IP 의 진화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모두 연관시켜 악성일 

가능성이 높고 향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대상을 예측합니다. 

엄브렐아 조사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IP 및 멀웨어에 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DNS 요청 및 기타 상황별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그래프를 

활용하여 Investigate 는 인터넷 도메인, IP 및 멀웨어의 관계와 진화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하여 공격자의 인프라를 파악하고 향후 위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HOIS 기록 데이터 에는 연락처 정보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변경 사항을 포함 하 여 

도메인을 등록 한 시간 및 위치를 등록 한 사용자에 대 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우리의 지능은 동일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 하 여 등록 된 모든 

악의적인 도메인을 가시성을 제공 합니다 .이는 공격을 함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B. 엄브렐아 테스트 사이트 목록 

  

테스트 URL  가능성 

멀웨어 테스트 사이트  http://examplemalwaredomain.com/  모든 

봇넷 시험장  http://examplebotnetdomain.com/  모든  

피싱 테스트 사이트  http://internetbadguys.com/  모든 

지능형 프록시 테스트 사이트  http://proxy.opendnstest.com/  통찰력 또는 플랫폼 

SSL 암호 해독을 통한 지능형 프록시 테스트 사이트  https://ssl-proxy.opendnstest.com/  통찰력 또는 플랫폼 

IP 계층 적용을 위한 테스트 사이트  http://67.215.70.91  통찰력 또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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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테스트 사이트 http://policy-debug.opendns.com/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