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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다음 표는 랩을 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 1. 요구 사항 

 

필수 옵션 

노트북 Cisco AnyConnect®  

 

 

솔루션에 대해서 
 

Cisco Tetration은 멀티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인프라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워크로드 보호 기능 및 유례없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은 가상화, 

컨테이너화, 마이크로 서비스 등 여러 워크로드의 이동성 기술을 통해 매우 동적이며,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간의 

커뮤니케이션 패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East-West 방향 트래픽의 큰 비중(75% 이상)을 필요로 하면서, 과거의 트래픽 패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변화로 따라 공격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내에서 

자유로운 래터럴 무브먼트(Lateral Movement)를 통해 인프라 내부에 악성 코드가 전파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역학적 구조는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흐름와 서비스의 정확한 이해의 부족 

• 현재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정적인 경계 기반 보안 모델 

•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따른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정책의 생성과 관리의 어려움 

• 멀티-클라우드를 포함한 인프라 전체에 세그먼테이션 정책을 적용하기위한 일관성 없는 접근방법 

• 노출되는 표면(Attack Surface)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포괄적인 방법의 부재 

• 확산을 최소화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Anomalous Behavior)을 감지하는 기능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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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tration은 온-프레미스 및 여러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서버, 가상머신, 컨테이너) 

에서 수집된 포괄적인 플로우를 텔레메트리(Telemetry)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Tetration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고급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배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포괄적인 워크로드 보호합니다. 

 

Tetration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종속성의 뛰어난 가시성 

•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따른 제로트러스트 (Zero-Trust) 정책의 자동 생성 

• 비즈니스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층적인 보안 정책 관리 

• 래터럴 무브먼트 (Lateral Movement)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인프라의 세그먼테이션 정책의 일관성 있는 적용 

• 공격 대상 영역을 축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노출의 특정 

• 포렌식 탐지 및 침해 징후 (IOC) 동작의 기록을 위한 프로세스 동작의 기준과 비정상적인 행동(Anomalous Behavior) 

감지 

 

토폴로지 
 

이 안내서는 사용자 계정과 구성 요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예제와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등록된 관리자 등급의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제의 

단계에서 구성 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활성 세션의 토폴로지 메뉴에서 해당 구성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IP 주소와 사용자 계정 자격 증명이 나타납니다. 

 

그림 1. dCloud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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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다음 단계에 따라 콘텐츠의 세션을 예약하고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설정합니다. 

 
1. dCloud 세션을 시작합니다.[Show Me How] 

 
  

2.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Cisco AnyConnect VPN[Show Me How]와 노트북에 설치된 RDP 클라이언트 

[Show Me How]를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 워크스테이션 1 : 198.18.133.36 사용자 이름 : dCloud\demouser 암호 : C1sco12345 

데모나 프레젠테이션 준비 전에 

 
Cisco dCloud는 데모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새로운 세션을 사용하여 이 문서의 작업을 수행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안내서와 예제의 구조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을 원래 구성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가이드의 시나리오를 완료한 후 새로운 세션을 예약해야 

합니다. 

데모나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 세션이 활성화 될 때까지 최대 10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initiate-your-dcloud-session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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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tration 개요 

이 랩 시나리오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Cisco Tetration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작동 원리 

• 비즈니스 문제 해결 

• Tetration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 애플리케이션 분석 정보 

• 정책의 검출 

• 보안 및 정책 시행 

• 규정 준수 

 

작동 원리 

Cisco Tetration의 핵심은 대량의 실시간 원격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수많은 워크로드에 

매핑하며, 수많은 보안 정책 규칙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빅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고객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자동 적용하여 빅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턴키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시간별 플로우 및 이벤트 데이터와 상세한 포렌식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 데이터 보존 

(몇 개월)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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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tion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3. Tetration은 주로 소프트웨어 센서를 사용하여 텔레메트리(Telemetry)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것은 대상 워크 

로드의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경량의 바이너리에서 워크로드의 동작에 관한 정보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활성 커뮤니케이션을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가 클러스터에 보고되면 Tetration는 고객의 서버가 SQL를 사용하여 

Web 서버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DNS 조회를 수행하거나 DBA가 해당 서버에서 관리 또는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 

할 때 등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센서는 단일 바이너리에서 완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텔레메트리(Telemetry)의 수집 

및 보고, 화이트리스트 세그먼테이션 규칙의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 감시 및 비정상적인 

행동(Anomalous Behavior) 에 대한 포렌식 데이터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 현재 릴리스에서 Linux 및 Windows 서버 기반의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버 또는 가상머신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센서는 호스트의 네트워크 스택에서 송수신되는 패킷 헤더에서 메타 데이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패킷 메타 데이터와 프로세스 정보와 기타 OS 특성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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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의 이유로 센서는 그들을 관리하는 Tetration 클러스터의 인증 및 코드 서명이 필요합니다. 센서에서 클러스터 

커뮤니케이션 인증 및 보호되므로 고객의 실제 Tetration 클러스터에 의해 생성된 센서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즉 센서는 원본 클러스터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센서 관리는 Tetration 클러스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됩니다. 

5. 네트워크장비 전용 소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Tetration ERSPAN 센서입니다. 이 수집의 예제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사본이 ERSPAN을 통해 어플라이언스VM에 송신되어 어플라이언스VM에서 관련 데이터가 캡처 

되어 메타 데이터를 Tetration 클러스터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NetFlow 및 Nexus 9000 스위치 하드웨어 센서 같은 

다른 출처의 네트워크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샘플링 레이트의 특징이나 데이터 검색 불완전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Tetration가 제공하려는 결과보다는 조금 부족한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6. Tetration가 수집하는 활성 플로우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용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외부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 다른 솔루션 데이터)를 함께 수집 및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 외부에 통합되어 있고, 수동으로 또는 API를 사용하여 

로드 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 소스의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솔루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VMware vCenter * 

• AWS * 

• Kubernetes * 

• 로드 밸런서 (F5, Citrix, AVI) * 

• Infoblox * 

• DNS * 

• ISE  

• LDAP (native or direct via ISE/Anyconnect) 

• CMDB (ServiceNow 등)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센서는 페이로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PII 및 기타 규제, 법률, 데이터 무결성 또는 

보안에 관심 사항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SLA를 위해, 소프트웨어 센서는 성능을 자체 조정 설정 가능하여 실제 고객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Tetration는 CPU 사용률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CPU 

전체의 약 3 %를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센서는 애플리케이션 세그먼테이션의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Tetration이 세그먼테이션 정책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센서가 Linux IPTables / IPSets 및 Windows Advanced Firewall 등의 OS 기능을 사용하여 정책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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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tion는 고객의 모든 운영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스코 장비 사용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텔레메트리(Telemetry) 수집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플로우의 세부 프로세스 데이터,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환경 컨텍스트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Tetration 시스템 사용자,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가상 호스트 및 인프라 및 IP 주소 이외의 내용도 포함 원본 및 대상 정보를 캡처하고 모든 서비스 플로우 정보를 

연결하여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과 모든 사용자가 서비스 플로우를 확인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Tetration 센서는 패킷 헤더에서 메타 데이터만 수집할 뿐, 페이로드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페이로드는 민감할 수 있는 고객의 정보이기에, Tetration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Tetration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액세스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포털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인덱스 알고리즘에 액세스하고 매우 빠르게 (일반적으로 몇 초)에 

수십억의 플로우 데이터 레이크에서 특정 정보를 검색 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Tetration은 오픈형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자는 REST API 액세스를 이용하여 많은 쿼리 할 수 있습니다. 아웃 바운드 메시지의 경우 

Tetration은 여러 일반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알림을 푸시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가 정책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 동작 이상이 발생할 때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웃 바운드 알림이 트리거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 해결 

Cisco Tetration는 3가지 주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세그먼테이션, (2) 데이터 센터 보안, 

그리고 (3) 공격의 따른 노출되는 표면(Attack Surface) 최소화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의 이해 : 무엇이 실행되고, 무엇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일반적인 패턴 여부는 애플리케이션 중요한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 Tetration에서 F5 IP 주소 관리 데이터베이스, DNS 설정 등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운영 정보를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자산 태그 및 주석을 사용하여 워크로드 및 

트래픽 유형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의 추가 소스는 Tetration 통해 자동으로 통합이 

가능하며, API를 사용한 스크립트를 외부에서 추가하거나 Tetration UI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는 Tetration 플랫폼에 내장된 통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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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터럴 무브먼트(Lateral Movement) 최소화 : 애플리케이션의 이해에 근거한 정책의 감지 기능은 제로 트러스트 

(Zero-Trust)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세그먼테이션 적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식별 : 취약한 구성 요소의 영향을 받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취약점에 대한 보안 

정책을 확장함으로써 위험의 영향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공격 대상 영역 축소 : 제로트러스트(Zero-Trust) 정책을 만들어,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식별함으로써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동작 편차 식별 : 비정상적인 행동(Anomalous Behavior)  이벤트를 모니터링하여 경고를 생성하고 비정상 

이벤트 기록하여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서 예상치 못한 활동을 감시합니다. 

  

참고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방법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이 

민첩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기여하는 3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도입 환경에는 수백, 때로는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여러 공유 서비스 및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존재하는 상호 종속성, 애플리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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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사례 

 
Cisco Tetration은 필수 보안 목표 달성에 위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etration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프로그래밍 개발자를 채용하지 않고도 보안 관련 데이터에서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프라와 위치에 구애 받지 않고 핵심 목표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센터의 공격 대상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보안 모델은 경계를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침투에 성공만 하면 내부를 마음대로 누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경계에 구현되는 

정적 보안 정책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으며, 동적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및 

환경에 보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문제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따라 자동화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생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동적인 방법은 확장이 어렵고, 정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즉,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사용하여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통해 세그먼트해야만 합니다. 

3. 정상적인 워크로드의 동작을 기준화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취약점을 최소화하여 공격 대상 

영역을 축소하기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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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사례  
 

• 플로우의 가시성과 포렌식 : Tetration는 플로우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여 

트래픽에서 확인된 관찰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 지난달 각각의 여러 시스템에서 어떤 통신이 발생했는가? 

• 생성된 DNS 요청 중 어떤 요청이 회사 DNS 서버에 전달되지 않았는가? 

• 어떤 요청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데이터 유출 가능성)? 

• 1시간 이상 걸린 HTTP 또는 HTTPS 요청이 있었는가? 

• HR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데 HR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한 사용자가 있는가? 

• 관리자가 승인 받지 않은 네트워크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중요한 서버에 액세스하는가? 

 
• 애플리케이션 분석 정보 : Tetration은 풍부한 텔레메트리(Telemetry)를 수집하고 그것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동작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종속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정책 발견 : 애플리케이션 분석 정보를 토대로 세그먼테이션에 필요한 제로트러스트(Zero-Trust)/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고 특이한 사안이지만, 정책이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정책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Tetration에는 정책 시뮬레이션 및 영향 분석 또는 모델링 도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록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을 모델링하면, 발견된 정책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을 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현재 정책의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의 허용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관찰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세그먼테이션 적용 : Tetration는 자동으로 생성된 정책을 토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인프라 환경(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일관된 세그먼테이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을 개별 정책 세트로 나누고 각 서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베어메탈, 

가상머신 또는 컨테이너등 여러 워크로드와 관계없이 대규모 확장성과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 

덕분에 워크로드를 확대, 축소 또는 이전한 경우에도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규정 준수 : 정책이 적용되면 플랫폼은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알림이 

전송되어 선제적으로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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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 Tetration은 워크로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센서를 통해 커널 이벤트와 실행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 기준을 벗어난 이벤트 또한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가 Apache를 

실행하는 경우, Apache 프로세스에 따라 쉘 세션이 확인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비정상적 활동을 

탐지합니다. Tetration은 이벤트 실행 전후에 관찰된 활동을 기록하고 비정상적 이벤트가 탐지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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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가상머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을 학습합니다. 

 
• Tetration의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 각 가상머신의 상태(State)가 전원 켜기(Powered On)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각 가상머신의 상태(Status)가 정상(Normal)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각 가상머신이 실행 중(Running)임을 확인합니다. 

 
• 각 가상머신에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Cisco Tetration Platform 3.3 Lab v1 세션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워크스테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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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데스크톱(Remote Desktop) 링크를 클릭하면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원격 데스크톱 세션이 표시됩니다. 

 
세션 인증 (Session Credentials) 창 

 
3. (위 그림에서 강조한) 세션 인증(Session Credentials)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세션 인증(Session Credentials)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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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데스크톱 세션의 작업 표시 줄(Taskbar)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Google Chrome 아이콘을 클릭하면 Google Chrome이 실행되고 Cisco Tetration 로그인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세션 인증(Session Credentials) 창에 표시되는 Cisco Tetration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참고 : 세션 인증(Session Credentials) 창을 열어 두면, 다음 단계에 필요한 사용자 인증이 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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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tration에 로그인하면 보안 대시보드(Security Dashboard) 탭이 표시됩니다. 
 

Google Chrome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5. 새 탭을 엽니다. 

 
6.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즐겨찾기의 vSphere Web Client를 클릭하면 vSphere Web Client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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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증(Session Credentials) 창에 표시되는 VMware vCenter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7. vSphere Web Client에 로그인하여 vSphere Web Client가 열립니다. 

 
8.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가상머신 및 템플릿이 활성 탭인지 확인합니다. 

 

vSphere Web Client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9.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루트 폴더 아래에 있는 하위 구조를 완전히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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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폴더의 하위 구조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0.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podxx 폴더를 클릭하면 요약(Summary) 탭에 podxx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1. (위 그림에서 강조한) VMs 탭을 클릭하면 VMs 탭이 열리고 각 가상머신의 동작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 : (a) 각 가상머신의 상태 (State)는 전원 켜기(Powered On)에서 (b) 각 가상머신의 상태(Status)는 

정상(Norma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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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약(Summary) 탭을 클릭하면 pod 폴더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요약 탭이 열립니다. 

pod폴더 내의 각 가상머신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3. (a) 각 각의 가상머신을 클릭하여 VMware 도구(VMware Tools)가 실행 중(Running)인지, (b)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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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Tetration Agent 설치 

이 시나리오에서는 Tetration Agent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단계 

 
시나리오 1 의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모든 가상머신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1.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가상머신 podXX-wkst  IP주소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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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격 데스크톱 연결의 시작 
 

작업 표시 줄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1.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Windows 검색(Windows Search)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2.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mstsc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Remote Desktop Connection)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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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보기 옵션(Show Options) 버튼을 클릭하면 옵션이 표시됩니다. 컴퓨터(Computer) 필드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4. 가상머신 podXX-wkst의 IP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사용자 이름(User name) 필드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5. DCLOUD\administrator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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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Conn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암호(Password) 필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7. C1sco12345 입력합니다. 

 
8. 비밀번호 자동 입력(Remember me)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9. 확인(OK) 버튼을 클릭하면 "원격 컴퓨터의 ID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identity of the remote computer cannot be verified)"이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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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Yes) 버튼을 클릭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Remote Desktop Connection) 창이 열립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Remote Desktop Connection) 작업 표시 줄(Task Bar)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11. Google Chrome 아이콘을 클릭하면 Google Chrome에는 2개의 탭 Tetration(활성)과 Your Store(비활성)가 있습니다. 

 

12. 원격 데스크톱 연결(Remote Desktop Connection) 창의 크기를 최대로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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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증(Session Credentials) 창에 표시되는 Tetratio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13. Tetration 로그인하면 Tetration 페이지가 열리고 보안 대시 보드(Security Dashboard) 탭이 표시됩니다. 

14.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설정(Settings) 메뉴를 클릭하면 설정(Settings) 메뉴가 열립니다. 

 
15. 에이전트 설정(Agent Config) 옵션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설정(Software Agent Config) 탭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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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그림에서 강조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탭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탭이 

열립니다. 

 

17. (위 그림에서 강조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다운로드(Software Agent Download) 탭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다운로드(Software Agent Download) 탭이 열립니다. 

참고 :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kst라는 가상머신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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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다운로드 (Software Agent Download)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8. (위 그림에서 강조한) Windows 버튼을 클릭합니다. 

 
19. (위 그림에서 강조한) Deep Visibility Ag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위 그림에서 강조한) 다운로드 인스톨러(Download Installer) 버튼을 클릭하면 Google Chrome에 아래 유형의 

파일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가 표시됩니다. 

 
 
 
 
 
 
 
 
 
 
 
 
 

21. 계속(Keep)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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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 그림에서 강조한) 다운로드 알림 영역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에서 강조하는) 컨텍스트 메뉴가 

열립니다. 

컨텍스트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23. 폴더에 표시(Show in folder) 옵션을 클릭하면 Administrator> Downloads 폴더를 열고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설치 스크립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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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치 스크립트를 오른쪽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열립니다. 

 

컨텍스트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25. (위 그림에서 강조한) PowerShell에서 실행(Run with PowerShell) 옵션을 클릭하면, 파일 열기 - 보안 경고(Open 

File - Security Warning)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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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열기(Open)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Windows PowerShell 창이 설치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27. 설치 스크립트 실행 정책(Execution Policy)을 변경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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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y"또는 "Y"를 누릅니다. 

 
29. Enter 키를 누르면, 설치 스크립트가 진행됩니다. 

 
설치 스크립트가 완료되면, Windows PowerShell 창이 닫습니다. 

 
30.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탭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탭이 열리고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 wkst1가 에이전트와 함께 가상머신 목록에 추가되었다. 

• 에이전트 유형(Agent Type)이 Deep Visibility인 에이전트가 wkst1에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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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인벤토리 필터 및 애플리케이션의 정책 분석 실행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벤토리 파일을 Tetration로 가져와서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벤토리 업로드 
 

사용자 어노테이션은 Tetration이 플랫폼 안팎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유용한 마크 업 도구입니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관찰 및 보고되는 플로우와 데이터에 중요한 상황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대한 추가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어노테이션의 소스입니다. 사용자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IP 주소와 주소에 대한 유저 여러 정보로 구성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포렌식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 경우, 어노테이션에 추가된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같은 상세한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어노테이션 파일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는 수동으로 csv 형식의 사용자 주석을 업로드한 예입니다. 최신 버전의 Tetration 플랫폼은 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Tetration 플랫폼에는 AWS, VMware vCenter, Kubernetes, InfoBlox, DNS, 

로드 밸런서(F5, Citrix, AVI) 같은 외부 시스템 API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동적 통합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Cisco Anyconnect, Cisco ASA, Cisco Meraki와 통합하면 또 다른 의미의 

상세한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위치 FQDN 네트워크 네트워크존 소유자 애플리케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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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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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ing 

 

10.101.10.0/24 Denver  Denver Access 
Denver 
Campus 

Sally ext. 4321  User Access 

192.168.99.12 Denver a.c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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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Prod 

PCI James ext. 987 B2B - Visa 
Credit Card 
Transactions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33 / 96 

랩 가이드 

Cisco dCloud 

 

 

 

단계 

 

1. 기본 데스크톱(wkst1이 아닌)으로 돌아갑니다. 메뉴의 Tetration 탭 메뉴에서 가시성(Visibility) > 인벤토리 업로드 

(Inventory Upload)를 선택합니다. 
 

2. 파일 선택(Select File)을 클릭하고 인벤토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Downloads 폴더로 이동합니다. 

 

4. inventory-podxxx.csv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업로드(Upload)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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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Add)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업로드(Upload)를 클릭하면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사이드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7. 가시성 (Visibility) > 플로우 검색(Flow Search)을 선택하여 플로우 검색(Flow Search) 탭을 엽니다. 

 

(위 그림에서 강조한) 스코프 선택(Scope Selector)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8. pod_xxx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 그림에서 강조한) 필터(Filter) 필드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9. "Rev Process contains http"를 입력합니다. 

 
10. 필터된 플로우(Filter Flow)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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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 필터 만들기 

 
이번 단계에서는 실습 환경에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의 

플로우만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필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새 필터를 만들려면 사이드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가시성(Visibility) > 인벤토리 필터 (Inventory Filters)를 선택합니다. 

 

참고 : 필터 목록의 별표(*)가 있는 필드는 인벤토리 파일에 업로드된 사용자 어노테이션 필터입니다. 이러한 필터는 

애플리케이션 이름, 서비스 상태(프로덕션 또는 개발) 또는 사용자가 인벤토리 파일에 추가한 기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필터 범위를 좁히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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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그림에서 강조한) 필터 생성(Create Filter) 버튼을 클릭하면 인벤토리 필터 생성(Create an Inventory Filter)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름(Name) 필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3. OS를 입력합니다. (XXX는 포드 번호와 일치합니다.) 

 
쿼리(Query) 필드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4. "* Application-Name contains opencart"를 입력합니다. 

 
5. 키보드 Enter 키를 누릅니다. 

 
6. "OS contains cent"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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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키보드 Enter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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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Next)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9. 생성(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의 또 다른 예로서, 파드(Pod)의 워크스테이션만 표시하는 필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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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 그림에서 강조한) 필터 생성(Create Filter) 버튼을 클릭하면, 인벤토리 필터 생성(Create an Inventory Filter) 

커뮤니케이션 상자가 열립니다. 

 

 
이름(Name) 필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1.  "pod_XXX_wkst" 를 입력합니다. (XXX는 포드 번호와 일치합니다.) 

 

12. 쿼리(Query) 필드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13.  "Hostname contains wkst"를 입력합니다. 

 

14.  키보드 Enter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15.  다음(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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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성(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필터가 필터 목록에 추가됩니다. 
 

참고 : 필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2008에서 실행되는 모든 항목, 

CVE 점수가 9 이상(즉, 아주 심각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인 모든 시스템 또는 AWS East 1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적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WannaCry에 취약 PCI 영역에 있는 모든 Windows 서버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는 규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 그 밖에도 그 밖에도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42 / 96 

랩 가이드 

Cisco dCloud 

 

 

 

시나리오 4. 세그먼테이션 보안 정책 검출 

Tetration은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세그먼테이션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Tetration에서는 우선 

진행해야 하는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맵(Application Dependency Mapping)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실습 

환경에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ADM을 실행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Tetration은 모든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범위를 

제한하여, 결과에 중점을 두는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위해 Tetration은 스코프(Scope)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Tetration이 분석해야 할 특정 스코프(Scope)를 논리적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포커스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모든 스코프(Scope)와 관련된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단계 

 
사이드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을 클릭하여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탭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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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그림에서 강조한) 새 애플리케이션 작업 영역 만들기(Create New Application Workspace) 버튼을 클릭하면 

커뮤니케이션 상자가 열립니다. 

이름 (Name) 필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3. "opencart"를 입력합니다. 

 
스코프 (Scope) 드롭 다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4. pod_xxx : opencar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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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성(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작업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6. (위 그림에서 강조한) ADM 실행 시작(Start ADM Run)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ADM 실행 설정(ADM Run Configuration) 페이지가 열립니다. 

 

7. 선택한 과거의 시간 범위가 표시됩니다. 

참고 : 랩 환경에서 pod_xxx가 이미 사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트래픽이 스코프 내에 존재하고 ADM의 실행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범위가 생성 된 후 트래픽이 생성 될 때까지 기다린 후 ADM의 실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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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 실행 시간 범위의 선택 

 
이 예제에서는 ADM 실행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범위를 편의상 이틀 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8. 하늘색의 시간 범위 선택기 왼쪽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9.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10. 시간 범위 선택기를 왼쪽으로 약 2일 전의 지점까지 드래그합니다. 

 
11. (아래에 그림에서 강조한)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떼면 시간 범위가 선택됩니다. 

참고 : 시간 범위(Time Range)에는 ADM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플로우 데이터의 날짜/시간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범위 표시가 있습니다. 선택한 플로우 데이터가 많을수록 ADM 실행 시간이 길어집니다. 

선택한 플로우 데이터가 적을수록 ADM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따라서 시간 범위 선택기에서 이틀 

정도 분량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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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급 구성(Advanced Configurations) 패널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13. (위 그림에서 강조한) 업로드(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열기(Open File)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14. (위 그림에서 강조한) slb-config-podxxx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업로드(Upload)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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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업로드(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slb-config-podxxx파일이 업로드됩니다. 

 

16. (위 그림에서 강조한) SLB 구성(SLB Config) 화살표를 클릭하면 SLB 구성 드롭다운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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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설정(SLB Config) 드롭 다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7.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참고  : (브라우저 창이 충분히 넓은 경우) 드롭다운 상자의 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면 삭제 아이콘(휴지통)이 

나타납니다. 휴지통을 클릭하면 (사용자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해당 행이 드롭다운 상자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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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클러스터 세밀도(Cluster Granularity) 슬라이더가 매우 세밀(Very Fine) 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9. ADM 실행 전송(Submit ADM Run) 버튼을 클릭하면, ADM의 실행이 시작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진행 정보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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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의 실행이 완료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20. (위 그림에서 강조한) 사용 가능한 ADM 결과(ADM results available) 링크를 클릭합니다. 

21. (아래 그림에서) 클러스터(Clusters)을 클릭하면 클러스터(Clusters) 탭이 열리고 호스트를 그룹화되어 표시됩니다. 

참고 : 선택한 날짜 범위에 따라 ADM 실행에 2-5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ADM이 실행되는 동안, Tetration 플랫폼은 비지도 학습 방식의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지정된 범위에 속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고, 엔드포인트를 클러스터로 분류합니다.  

사용자는 생성된 클러스터를 검사하고 사용자가 보기 좋게 4개의 클러스터 수정합니다. 예를 들 웹서버는 첫 번째 

클러스터에, 로드밸런서는 두 번째 클러스터에, 데이터베이스는 세 번째 클러스터에, 그리고 wkst는 네 번째 

클러스터으로 각각 클러스터링 합니다.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는 일단 ADM 실행 대상으로 4~6주간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더 큰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고 ADM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참고 : 클러스터의 각 클러스터에 대해 클러스터 승인(Approve Cluster)을 클릭하면 다음에 ADM을 실행할 때 ADM이 

클러스터를 다시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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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에 대해 

 
이번 단계에는 ADM(Application Dependency Map)의 기능성을 설명합니다. 

 
 

목록보기 

 
1. 정책(Policies) 탭을 클릭하면 정책(Policies) 탭이 열립니다. 

 
2.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목록보기(List View)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책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 그림에서 강조한) 서비스(Services) 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3.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면 서비스 포트(Service Ports)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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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그림에서) 커뮤니케이션보기 보기(View Conversations)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포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클러스터 목록이 공급자 및 소비자 IP 주소와 함께 표시됩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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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위 그림에서 강조한) 검색(Search) 탭을 클릭하면 검색(Search) 탭이 열립니다. 

 

검색(Search) 필드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2. httpd 입력합니다. 

 
다음을 수행합니다. 

 
3. (아래 그림에서강조한) 프로세스 Process : httpd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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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에 그림에서 강조한 2개 항목 위쪽) 검색(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httpd 프로세스를 실행 중인 워크로드의 서버 

목록을 검색 결과 확인가능합니다. 

제공(Provides)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Provides) 패널이 열립니다. 

 

5. 프로세스(위 그림과 같이 httpd 등)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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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번  단계의 데모를 네트워크 운영자가 접근하는 것은 지금까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Tetration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며, 단 몇 초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공(Provides) : 호스트가 트래픽을 제공하는 오픈된 포트 목록 및 그 포트를 담당하는 프로세스가 표시됩니다. 굵게 

표시된 포트는 Tetration이 활성 플로우를 확인하여 오픈된 포트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취약점이 존재하고 공격 

경로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밝은 회색 포트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인식하지 오픈 포트입니다. 

소비(Consumes) : 호스트가 트래픽을 소비하는 포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특별 과정(Distinctive Processes) : 트래픽 플로우의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한 프로세스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임계값은 Tetration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되며 프로세스가 시작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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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보기 만들기 

 

1.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애플리케이션 보기(App View) 탭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 보기(App View) 탭이 열립니다. 
 

2. 새 애플리케이션 뷰 생성(Create New App View)을 클릭 확인합니다. 

 
이름(Name) 필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3. opencart application view 입력합니다. 

 
4. 만들기(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뷰가 바뀌고 오른쪽에 탭 패널이 표시됩니다. 

 

5. (위 그림에서 강조한) 오른쪽 패널의 탭을 클릭하면 클러스터(Cluster) 탭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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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그림에서 강조한) database, load_balancer, webserver* 옆의 핀 아이콘을 클릭하면 맵에 해당 항목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항목을 확인하려면 (아래에 그림에서 강조한) 맵을 위쪽으로 스크롤해야 합니다. 

7. database을 더블 클릭하면 맵이 재구성되면서 아래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 pod_103 

 
• database와 pod_103 사이의 연결 상태 

 
• database와 webserver * 사이의 연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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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bserver*를 더블클릭하면 재구성되면서 webserver가 load_balancer와 pod_103에 연결이 표시됩니다. 

 

9. load_balancer을 더블클릭하면 재구성되면서 load_balancer와 pod_103 연결이 표시됩니다. 

   

참고  : 아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다시 정렬하여 맵을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핀 아이콘 선택을 취소하여) 맵에서 클러스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클릭하여 제공(Provides)과 소비(Consumes)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커넥터를 클릭하여 (아래에 강조 표시된 것처럼) 적용되는 정책의 상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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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 그림에서 강조한) 저장(Save) 버튼을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열립니다. 

 

11. 저장(Save) 옵션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 보기(App View)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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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 세그먼테이션 보안 정책 분석 및 적용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 시나리오에서 검출한 정책 분석과 실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테이션 보안 정책 분석 

 

사용자는 세그먼테이션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에 앞서, 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 적용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배포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tration의 정책 분석 기능을 사용하면, 시작된 IP 주소와 포트까지 추적하여 허용(Permitted), 누락 

(Misdropped), 이탈(Escaped) 또는 거부(Rejected)로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etration은 정책의 

허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Permitted) 버튼을 클릭하면, 정책의 허용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로도 정책에 의해 허용됐던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이는 정책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락(Misdropped) 버튼을 클릭하면, 정책이 허용했지만 네트워크가 누락시킨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어느 한 쪽이 네트워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탈(Escaped) 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가 허용했지만 정책의 허용 기준에 맞지 않아 누락시킨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운영자는 이 플로우를 분석하여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부적합한 플로우는 침해지표 IoC(Indication of Compromise)로 분류하고 이는 애플리 

케이션 동작 및 구성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Rejected) 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가 거부해야 타당하고 실제로도 거부한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이는 

정책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부로 분류된 플로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의해야할 현상은, 정책이 

거부해야 타당하고 실제로 거부했는데도 여전히 시도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한 IOC로 의심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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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정책 분석(Policy Analysis)을 클릭하면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 플로우를 표시하는 도구가 UI에 나타납니다. 

 
• 허용(Permitted) 

 

• 누락(Misdropped) 

 

• 이탈(Escaped) 

 

• 거부(Rejected) 

 

 

 
 

 

2.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라이브 정책 분석의 시작 (Start Live Policy Analysis)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분석 (Analyze)을 클릭합니다. 

참고  : 이전 예제에서 애플리케이션 보기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저장(Save)이나 저장 안 함(Don’t Save)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저장 안 함(Don’t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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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그림에서 강조한) 정책 분석(Policy Analysis) 탭을 클릭하면 정책 분석 탭이 열립니다.

참고  : (위 그림에서 강조한) 각각의 버튼을 눌러 해당 유형의 플로우를 그래프에 표시하거나 그래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Escaped)로 분류된 플로우를 확인하려는 경우 허용(Permitted), 누락(Misdropped) 및 

거부(Rejected)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그래프에는 각기 다른 색상의 사각형과 동일한 색상으로 해당 유형의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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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적용 

 
1. 적용(Enforcement) 탭을 클릭하면 적용 탭이 열립니다. 

 

2. 정책 적용(Enforce Policies) 버튼을 클릭하면 정책 적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버전(Version)을 드롭 다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3. 최신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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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락 및 적용(Accept and Enforce) 버튼을 클릭하면 정책 적용(Enforce Policies)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참고 : 정책 적용 작업을 마치면 특정 트래픽만 허용하는 방화벽 정책이 Windows 와 Linux 에 푸시됩니다.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워크로드에 규칙이 푸시될 때까지 최대 60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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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워크로드에 푸시된 규칙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5. 클러스터(Clusters) 탭을 클릭하면 클러스터 탭이 열립니다. 

 

6. (위 그림에서 강조한) webserver*를 클릭합니다. 

 

7. (아래 그림에서 강조한) 워크로드(Workloads) 패널이 열려 있는지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8. 목록의 첫 번째 워크로드를 클릭하면 해당 워크로드에 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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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그림에서 강조한) 워크로드에서 워크로드 보기(View Workload in Workload) 링크를 클릭하면 전체 워크로드 

프로필이 열립니다. 

10. (위 그림에서 강조한) 정책(Policies)을 클릭하면 정책 탭이 열리고 엔드포인트로 푸시된 정책규칙이 표시됩니다. 

 
더 많은 통계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1. 모든 통계 가져오기(Fetch All Stats)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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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후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 테스트 

 
1. wkst1 원격 데스크톱 연결로 돌아갑니다. 

 
2. Google Chrome을 열고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3. 화이트리스트 정책에 의해 허용되는 플로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됩니다. 

참고 :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니라 데모용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된 Google Chrome에서 직접 OpenCart (opencart. 

dcloud.cisco.com)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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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kst1 원격 데스크톱 연결 화면에서 SSH 통신이 웹서버에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Policies) 탭으로 이동하여 웹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워크로드(Workloads)를 클릭한 후 

엔드포인트 중 하나의 IP 주소를 강조 표시하고 복사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198.19.196.4를 선택했습니다. IP 

주소는 연결된 포드에 따라 다릅니다. 

5. wkst1 원격 데스크톱으로 돌아가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PuTTY 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6. PuTTY  구성 페이지가 나타나면 엔드포인트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SSH 통신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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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기(Open)를 클릭합니다. wkst1이 SSH 통신으로 이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고 연결 시간을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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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6. 정책 시뮬레이션 및 규정 준수 시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통신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을 추가하면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이 차단됩니다. 

 

단계 

 
1. 정책(Policies) 탭을 클릭하고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을 선택합니다. 

2. 정책 추가(Add Absolute Policy)를 클릭합니다. 

 

3. 액션(Action) 드롭다운 목록에서 거부(DENY)를 클릭하고 소비자(Consumer) 및 공급자(Provider) 드롭다운 

상자에서 각각 webservers Cluster와 database Cluster를 선택합니다. 확인(OK)을 클릭합니다.

참고 :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은 기본 정책이나 포괄(Catch All)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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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구성(Services Configuration) 링크를 클릭하면 비활성화(Inactive) 시작이 표시됩니다. 

 

5. UI 오른쪽의 서비스 설명란 있는 추가(Add)를 클릭합니다. 

 

6. 서비스(Services) 메뉴에서 모두(Any)를 선택하여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간의 트래픽을 모두 

허용합니다. 확인(O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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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분석(Policy Analysis) 탭을 클릭하고 최신 정책 분석(Analyze Latest Policies)을 클릭하여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8.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분석(Analyze)을 클릭합니다. 

 

적용(Enforcement) 탭을 클릭하고 정책 적용(Enforce Policies)을 클릭합니다. 

 

9. 버전 적용(Enforce a version) 팝업 창에서 최신 버전의 정책을 클릭하고 적용(Enforcement)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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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용에 걸리는 시간은 워크로드의 정책 체크인 주기에 따라 다르며, 정책이 

완전히 푸시되는 데 최대 60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pod_1xx workstation 또는 wkst1에서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을 

새로고침합니다. 불완전한 연결로 인해 504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입니다. 

 

11. 가장 최근 구성한 규칙 세트를 되돌리려면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롤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용(Enforcement) 탭을 

클릭한 다음, 정책 적용(Enforce Policies)을 클릭합니다. 

 

12. 버전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최신 버전의 정책을 선택하여 가장 최근 구성 단계에 추가했던 변경 사항을 

롤백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정책 버전 P1으로 롤백됩니다. 수락 및 적용(Accept and Enforc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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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격 데스크톱 wkst1으로 돌아가서 사이트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정책이 다시 푸시될 때까지 

최대 60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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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7. 고급 보안 

보안 대시 보드 

 
1. UI의 왼쪽에 있는 보안(Security)을 클릭한 다음, 대시보드(Dashboard)를 클릭합니다. 

 

2. 대시 보드(Dashboard)를 살펴봅니다. 

 
3. OpenCart 스코프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기는 대시보드에 표시될 대상을 회사 전체, 특정 위치/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또는 심지어 특정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한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스코어 분석(Score Breakdown) 영역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후 각 보안 평가 항목을 살펴봅니다. 

 

5. 스코어 점수 중 하나를 클릭하면 UI가 해당 보안 항목에 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취약점 점수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점수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가 물음표로 바뀝니다. 물음표는 해당 점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상세 정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점수를 클릭하면 플랫폼 알고리즘으로 점수를 산정한 근거에 관해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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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평가 명세 영역을 클릭해보고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살펴봅니다. 

 
 
 
 
 
 
 
 
 
 
 
 
 
 
 
 

포렌식 

 
1. UI의 왼쪽에서 보안(Security)을 클릭한 다음 포렌식 설정(Forensics Config)을 클릭합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77 / 96 

랩 가이드 

Cisco dCloud 

 

 

 

 
2. 포렌식 구성 페이지는 포렌식 규칙(Forensics Rules), 포렌식 프로필(Forensics Profiles)(규칙의 그룹), 그리고 포렌식 

의도(Forensics Intents)로 나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렌식 의도에는 프로필/규칙을 스코프/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의도가 설정됩니다. 

 

3. 사용자 로그인 실패에 관한 규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규칙 프로필 및 의도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야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규칙(Rules) 결과를 보려면 2페이지를 

클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렌식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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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에 설정된 예제는 단순하지만, 사용자가 이벤트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규칙 프로필 및 의도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규칙 생성(Create 

Rule)을 클릭합니다. 

 
 
 
 

 

6. 규칙 이름을 Failed Login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규칙을 구성합니다. 

a. 스코프(Scope) : pod_103 (또는 본인의 포드를 선택합니다.) 

b. 액션(Actions) : ALERT, RECORD 

c. 심각도(Severity) : CRITICAL (또는 본인이 정하고 싶은 심각도를 선택합니다) 

d. 조건 (Clause) : Event type = User Logon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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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프로필에서 방금 설정한 내역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프로필 생성(Create Profile)을 클릭합니다. 
 

8. 이제 방금 생성한 규칙을 프로필에 추가할 차례입니다. 프로필의 이름을 지정하고 규칙(Rules) 상자를 클릭한 다음, 

방금 생성한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드롭다운 형식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규칙을 선택하고 규칙 추가(Add 

Rule)를 클릭합니다. 규칙을 추가하고 나면 저장(Sav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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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스코프나 애플리케이션에 프로필/규칙을 적용하는 의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필 활성화 (Enable Profile)을 클릭합니다. 

 

 
10. 이때 제시된 입력 항목 중에서 스코프/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11. 경보(Alerts)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UI 왼쪽에 있는 구성(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12. 경보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포렌식에 기본 경보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포렌식(Forensics)에 있는 경보 

관리(Manage alert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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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Enable)를 슬라이더하여 활성화한 다음, 제출(Submit)을 클릭합니다. 

 

14. 그런 다음 이벤트를 트리거합시다. 기본 워크스테이션에서 PuTTY 를 시작합니다. 워크로드 IP 주소가 기억하지 않는 

경우 UI에 있는 주소를 복사합니다. 

15. 워크로드 IP를 PuTTY  창에 붙여 넣습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82 / 96 

랩 가이드 

Cisco dCloud 

 

 

16. 열기(Open)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에 'root'를 입력하고 로그인에 실패하도록 비밀번호에 

아무 키나 입력합니다. 

 
17. 이제 경보 페이지로 돌아가서 활성 경보를 살펴봅니다. 

 

18. 경보와 포렌식 이벤트는 거의 실시간으로 발령되지만, 백엔드 처리 시간 때문에 UI에는 몇 분 뒤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1~2분 정도 기다리면 경보와 포렌식 이벤트가 UI에 표시됩니다. 방금 발령된 이벤트와 관련된 경보를 클릭합니다. 

 
19. 그러면 경보에 전달된 이벤트에 관한 여러 가지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런 상세 정보는 구성된 모든 경보(email, 

slack, syslog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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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제 이벤트에 관한 포렌식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UI의 왼쪽에 있는 보안(Security) > 포렌식 분석(Forensics 

Analysis)을 클릭합니다. 

21. 포렌식 이벤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벤트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관한 포렌식 정보와 함께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 및 이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의 반응을 요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예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벤트의 상세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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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포렌식 상세 정보 기록은 대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우스를 대면 상응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강조 표시된 이벤트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취약점 식별 및 조치 

 
1. UI의 왼쪽에 있는 보안(Security)을 클릭한 다음, 취약점(Vulnerabilities)을 클릭합니다. 

 

2. 취약점(Vulnerability) 대시보드가 나타납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스코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위치, 

서비스 제공업체, 클라우드/데이터 센터, 개별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수준으로 표시 스코프를 한정하여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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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스코프와 각종 점수 분포를 확인합니다. 

 

4. 여러 범주를 클릭하여 화면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UI에 있는 거의 모든 범주를 클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5. 아래 중 하단에 있는 라인 중 하나를 클릭하고, 나타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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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 다음 패키지(Packages) 및 워크로드(Workloads)을 클릭하여 시각화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7.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뭔가 액션을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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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왼쪽의 툴바에 있는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를 클릭합니다. 
 

9. 정책(Policies)을 클릭한 다음,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을 선택합니다. 
 

10. 이번에는 새로운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11. 아직 필터를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정책의 소비자(Consumer) 항목 아래에 있는 드롭다운 상자에서 새 필터 

생성(Create new filter)을 클릭합니다. 

12. 아래에 보이는 설정에 사용된 Top CVE Block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식의 이름을 입력하여 필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CVE v2 및 v3 점수가 9.6 이상인 OpenCart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워크로드에 적용되는 유연한 필터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워크로드 중 하나라도 치료하고 CVE 점수가 9.6 이상인 패키지를 패치하거나 제거할 경우, 해당 

워크로드는 이 필터 목록의 결과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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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렇게 해서 필터가 생성되면 정책을 작성하는 데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CVE 점수가 9.6 이상인 

워크로드가 OpenCart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노드에 연결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정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상위 계층에 배치된 다른 노드(인터넷 같은 알 수 없는 네트워크 포함)를 의미하는 'pod_xxx'를 스코프로 

선택합니다. 

14. 이제 이와 같은 유형의 통신을 차단할 서비스를 정의할 차례입니다. 전부(Any) 차단할 수도 있고, 특정 트래픽만 

차단하도록 차단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파일 공유 서비스에 취약점이 있는 윈도우 서버의 

TCPP 445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모든 유형의 연결을 차단하겠습니다. 서비스(Service) 항목에서 

비활성(Inactive)를 선택하고 전부(Any)를 선택한 다음,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89 / 96 

랩 가이드 

Cisco dCloud 

 

 

 

 
15. 이제 다른 방향의 트래픽(인바운드 트래픽)에 적용될 정책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절대 

정책(Absolute Policy)을 하나 더 생성해야 합니다. 절대 정책 추가(Add Absolute Policy)를 클릭하고 조금 

전에 생성한 필터를 사용할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 정책은 조금 전 생성한 Top CVE Block 필터를 사용하여 

pod_xxx(이 예제의 기본 설정)의 트래픽이 Top CVE로 분류된 노드로 전송되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16. TCP 3306의 서비스를 정의하여 인바운드 SQL 트래픽을 차단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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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적용(Enforcement) 탭으로 이동한 후 최신 정책 적용(Enforce Latest Policies)을 클릭하여 정책이 제 기능을 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Tetration 플랫폼은 여기에서 생성한 정책을 취하고 기존의 기본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규제 규칙 통해 위험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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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부록 1) REST API에 대한 데모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RestClient를 설치하고 API 키를 생성한 후 API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API 키 생성 

 
1. Tetration 탭에서 사이드 메뉴에 있는 설정(Settings) > API 키(API Keys)를 클릭합니다. 

 

2. API 키 생성 (Create API Key)를 클릭합니다. 
 

3. API 키 생성(Create API Key) 창에 API 키 이름을 api_key1으로 지정합니다. 

 
4. API를 사용할 작업을 선택하고 생성(Create)을 클릭합니다. 

 

참고 : 사용자가 목록에서 하나의 기능, 여러 기능 또는 모든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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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I 비밀키(API Secret)를 따로 메모해 두고 다운로드(Download)를 클릭합니다. API 비밀키(API Secret)는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6. Downloads 폴더에 api_credentials.json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rest-api-sample.py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IDLE에서 편집 (Edit in IDLE)를 선택합니다. 
 

참고 : API 암호를 잊거나 분실 한 경우 새로운 API 암호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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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DLE 창에서 실행(Run)> 모듈 실행 (Run Module)을 클릭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9. 스크립트에서 모든 Tetration 센서가 출력됩니다. 

 

참고 :이 파일의 명령은 모든 센서 정보를 수집하여 출력합니다. 

참고 : python 스크립트는 방금 생성하고 다운로드한 자격 증명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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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DLE 창에서 기존 resp 줄 아래에 resp = restclient.get (`roles`) 행을 추가합니다. 소스를 저장(Save)합니다. 

 

 

 

 

참고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에 의해 스크립트로 표시가 허용되지 않은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반환 된 

모든 센서는 사용자 자신의 포드에서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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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행(Run) > 모듈 실행 (Run Module)을 다시 클릭합니다. 

12. 스크립트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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