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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Cloud   

 

 

마지막 업데이트: 2020 년 6 월  

중요! 이 컨텐츠는 커뮤니티에서 개발되었으며 표준 dCloud 검증 또는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dCloud Support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랩에 대하여   
Cisco Secure Firewall Test Drive Lab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신속한 위협 억제(rapid threat containment)를 제공하는 방화벽의 기능을 직접 확인하여 

방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화형 랩 세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랩 시나리오:  

1. 정책 개요 (Policy Overview) 

2. 위협 관리 (Threat Management) 

3. 보고 (Reporting) 

4. 고 가용성 구성 (High Availability Configuration) [옵션]  

이러한 랩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은 Cisco Secure Firewall 의 프로덕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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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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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은 별도 제공되는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며 

토폴로지 메뉴에 있는 구성요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IP 어드레스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dCloud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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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필요한 항목:   

•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노트북   

• Cisco.com 계정 - Test Drive 참석자는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테스트 드라이브가 없으면 

여기에서  계정을 만드십시오. 

선택 사항: 최적의 가상 전송을 위해, 랩 가이드를 읽기 위해 두 번째 장치 또는 모니터 

dCloud 에 로그인 및 브라우저로 Test Drive 를 실행하려면 (Firefox 권장): 

1.  https://dcloud.cisco.com 으로 이동하여 Cisco.com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강사의 조언에 따라 

올바른 데이터 센터로 전환합니다. 

2. 아래 표시된 대로 My Hub 를 선택합니다. 

3.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Cisco Firepower Next-Generation Firewall Lab v#.#"세션에 해당하는 View 를 

선택합니다.  

 

4. 활성 세션에서 View 를 클릭합니다. 토폴로지를 볼 수 있으며 파란색 점프 박스 캐럿(blue jumpbox 

caret)을 클릭하면 다음이 표시됩니다.  

  

5. Jumpbox 에서 Remote Desktop 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실습 중에 언제든지 연결이 끊긴 경우 이 단계로 

돌아가 세션을 새로 고칩니다. 필요한 경우 Jumpbox 의 자격 증명은: 198.18.133.50, 사용자 

이름(Username): administrator, 패스워드(Password): C1sco12345 입니다.  

노트: AnyConnect 와 로컬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지침을 참조하거나 해당 지침에 대해서 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identity.cisco.com/ui/tenants/global/v1.0/enrollment-ui
https://identity.cisco.com/ui/tenants/global/v1.0/enrollment-ui
https://identity.cisco.com/ui/tenants/global/v1.0/enrollment-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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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nyConnect VPN [가이드] 및 및 랩톱의 로컬 RDP 클라이언트 [가이드]를 사용하여 워크 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시나리오 1: 구성 개요 

이 연습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개체 검토(Review objects) 

• 네트워크 검색 정책 수정 

• 모범 사례 정책 구성 검토 

• 액세스 제어 정책 생성/수정 

• 구성 변경 사항 구축  

이 연습의 목적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화벽 구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아웃바운드 연결 허용 및 기타 연결 시도 차단 

• 해당 아웃바운드 연결에 대해 파일 형식 및 멀웨어 차단 수행 

• 해당 아웃바운드 연결에 침입 방지 제공 

 

스텝  

 필요한 개체(Object) 검토   

1. Jumpbox Windows 7 데스크탑에서 Firefox 를 엽니 다. 

2. 자격 증명 admin/C1sco12345 를 사용하여 FMC(Firepower Management Center)에 

로그인합니다. 

3. FMC 대시보드에서 Objects > Object Management 를 선택합니다.  

 

4. 왼쪽 열에서 Network 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의 검색 창에 Lab 을 입력하여 Lab_Networks 개체로만 

네트워크 개체 검색을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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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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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b_Networks 의 연필 아이콘(Pencil icon)을 클릭하여 네트워크 개체 구성을 검토합니다. /15 의 

마스크는 198.18.x.x(외부) 및 198.19.x.x(내부)의 두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합니다. 

 

6. Cancel 를 클릭합니다.  

7. 그런 다음 왼쪽 탐색 패널에서 Interface 를 선택합니다. 

8. OutZone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터페이스 개체 구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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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인터페이스 개체에는 security zones 및 interface groups 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인터페이스 

그룹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세스 제어 정책 규칙에는 security zones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Cancel 를 클릭합니다. 

10. 선택적으로 InZone 이라는 Security Zone 을 검토한 다음 cancel(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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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검색 정책 수정 

Firepower 는 네트워크 검색 및 ID 정책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대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특정 유형의 검색 및 ID 데이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맵을 작성하고, 

포렌식 분석, 동작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고, 액세스 제어를 수행하고, 조직이 취약한 취약성과 악용에 대해 완화 및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 네트워크 검색 정책은 내부 및 외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도록 구성됩니다. 호스트 및 사용자 검색을 

추가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기본값이 FMC Firepower 호스트 라이센스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파일에 사용할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정의하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메누에서 Policies > Network Discovery 를 선택합니다.  

 

2. 오른쪽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존 규칙을 편집하고 Users and Hosts 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Hosts, Users 및 Applications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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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b_Networks 네트워크 개체가 네트워크 패널 아래에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Cancel 를 클릭합니다. 

미리 정의된 정책 검토 

맬웨어 및 파일 정책 

이제 Discovery Policy 가 업데이트되었으므로 다음으로 멀웨어 및 파일 정책(Malware & File Policy)을 

검토하겠습니다. Advanced Malware Protection for Firepower 는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맬웨어의 전송을 탐지, 

캡처, 추적, 분석, 로깅 및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Firepower Management Center 웹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기능을 AMP for Networks 라고합니다. Advanced Malware Protection 은 인라인으로 

구축된 관리되는 장치와 Cisco 클라우드에서 구축된 위협 데이터를 사용하여 멀웨어를 식별합니다. 파일 

정책(file policy)은 전체 액세스 제어 정책 구성의 일부로 시스템이 멀웨어 방지 및 파일 제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집합입니다. 파일 정책과 액세스 제어 정책 규칙 간의 연결을 통해 액세스 제어 규칙 조건과 

일치하는 트래픽의 파일을 먼저 검사합니다.  

1. 메뉴에서 Policies > Access Control > Malware & File 를 선택합니다.  

2. 오른쪽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BP File Policy 를 편집합니다.  

3. Rule 를 보려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Cancel 를 클릭하여 정책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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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분석(Dynamic Analysis)은 Cisco 의 파일 분석 및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Cisco Threat Grid 를 사용하여 

분석을 위한 파일을 제출합니다. 장치는 적합한 파일을 Cisco Threat Grid(공용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로 전송합니다. Cisco Threat Grid 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파일을 실행하고 파일 동작을 분석하여 

파일이 악의적인지 확인하고 파일에 멀웨어가 포함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협 점수를 반환합니다.  

네트워크 분석 및 침입 정책(Network analysis and intrusion)은 방화벽의 침입 탐지 및 차단 기능의 일부로 함께 

작동합니다. 네트워크 분석 및 침입 정책은 모두 상위 액세스 제어 정책에 의해 호출되지만 다른 시간에 

호출됩니다. 시스템이 트래픽을 분석할 때 네트워크 분석(디코딩 및 사전 처리) 단계는 침입 차단(추가 사전 처리 

및 침입 규칙) 단계 이전 및 별도로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분석과 침입 정책은 함께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를 제공합니다. 호스트와 데이터의 가용성, 무결성 및 기밀성을 위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 경고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은 서로 보완하고 작동하는 유사한 이름의 여러 네트워크 분석 및 침입 정책(예: Balanced Security and 

Connectivity)과 함께 제공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Cisco 의 Talos Intelligence Group 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 Talos 는 침입 및 전처리기 규칙 상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전처리기 규칙 상태와 전처리기 및 기타 고급 설정에 대한 초기 구성을 제공합니다.  

5. 메뉴에서 Policies > Access Control > Intrusion 을 선택합니다. 

6. 정책 오른쪽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Demo Intrusion Policy 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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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정보(Policy Information)를 탐색하고 다양한 기본 정책을 확인합니다. 권장되는 정책인 Balanced 

Security and Connectivity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필터 정책(Prefilter Policy)  

Prefiltering 은 시스템이 리소스 집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액세스 제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트래픽을 제외하자는 취지입니다. 캡슐화된 연결을 검사하지 않고 외부 캡슐화 

헤더를 기반으로 특정 유형의 일반 텍스트 패스스루 터널을 빠르게 경로 지정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처리의 이점을 제공하는 다른 연결을 FastPath 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필터 정책의 규칙은 

간단한 5-투플 기준(Rules)을 사용합니다.   

 프리필터 단계에서 Fastpathing 트래픽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추가 검사 및 처리를 우회합니다:  

•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Security Intelligence) 

• ID 및 ID 정책에 의해 부과되는 인증 요구 사항 

• SSL decryption  
• 액세스 제어 규칙 

• Deep inspection of packet payloads   
• Discovery  
• Rate limiting  

  

1. 메뉴에서 Policies > Access Control > Prefilter 를 선택합니다. 

2. 정책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Demo Prefilter Policy 를 편집합니다. 

  

8.   정책을 종료하려면 Discard Changes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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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filter Policy 을 탐색합니다(참고: 이것은 현실적인 프리필터 정책이 아니며 이 랩 환경에 특정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Access Control Policy  수정 

Access control 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정, 검사 및 로그(빠른 경로가 아닌)할 수 있는 계층적 정책 기반 

기능입니다. 각 관리되는 장치는 하나의 액세스 제어 정책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대상 장치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고 쉽게 결정되는 전송 및 네트워크 계층 특성: 소스 및 대상, 포트, 프로토콜 등  

• 평판, 위험, 비즈니스 관련성, 사용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방문한 URL 등의 특성을 포함한 트래픽에 

대한 최신 상황별 정보 

• 영역,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ISE 속성 

• 커스텀 Security Group Tag (SGT)  

• 암호화된 트래픽의 특성; 추가 분석을 위해 이 트래픽을 해독할 수도 있음. 

•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에 금지된 파일, 탐지된 멀웨어 또는 침입 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메뉴에서  Policies > Access Control > Access Control 를 선택합니다. 

2.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Base_Policy 액세스 제어 정책을 편집합니다. 

4.   정책을 종료하려면 Cancel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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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Outbound rule 을 Allow(허용)편집합니다.  

 

노트: 규칙은 정책 내에서 집합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세트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필수 규칙은 하위 정책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기본 규칙은 하위 정책의 규칙 다음에 평가됩니다.  
 
이 연습에서는 하위 정책(child policy)을 만들지 않지만 이 규칙이 마지막으로 평가되는지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기본 규칙 집합을 사용합니다. 

Zones 탭은 이미 선택되어 있어야하며 Source Zones 에는 InZone 이 표시되고 Destination Zones 에는 

OutZone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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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pection 탭을 선택합니다. 

5. Demo Intrusion Policy 는 이미 Intrusion Policy 으로 설정되어 있어야합니다.  

6. File Policy 드롭 다운 목록에서 BP File Policy 를 선택합니다. 

 

7. Save 를 릭하여 규칙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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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Intrusion and file policies 데모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구성되었습니다. 생성 방법에 대한 예제를 

보려면 포괄적인 Firewall Lab in dCloud 으로 이동하고 Resources 탭을 클릭하여 Firepower Advanced Lab Guide - 

Appendix A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9. 최대 활성 응답 수(Maximum Active Responses)가 25 인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5 로 구성해야 

합니다. 

 

노트: Maximum Active Responses 를 0 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면 패킷을 드롭하는 IPS(Intrusion Policy drop) 규칙이 

TCP 재설정을 전송하여 연결을 닫을 수 있습니다.  Maximum Active Responses 설정과 관계없이 규칙에 “block with 

reset”이 적용되거나 Fastpath 블록과 같은 LINA 전용 드롭인 경우 IPS 드롭을 트리거하지 않는 연결이 방화벽에 의해 

재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모두 TCP 재설정을 전송합니다. 위의 구성에서 시스템이 이 연결에서 

추가 트래픽을 볼 경우 최대 25 개의 활성 응답(TCP Resets)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 Save 를 클릭하여 액세스 제어 정책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11. FMC 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Deploy > Deployment 를 클릭합니다. 

 

12. NGFW1 디바이스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목록을 확장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다음 

그림과 유사해야합니다(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SNORT 중단이 발생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무엇이 중단을 야기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축하려면 취소(Cancel) 

버튼을 클릭하면됩니다.  

  

  

https://dcloud2.cisco.com/content/demo/678195?returnPathTitleKey=conten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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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ccess Control Policy, Network Discovery, File Policy 구성을 수정하려면 NGFW1 구축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정책이나 변경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면 됩니다. 

14. Deploy 를 클릭합니다.  

15. FMC 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Deploy(구축) 링크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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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구축 테스트 (Test the Firewall Deployment)  

1. Jumpbox 에서 Putty 를 열고 Inside Linux Server 를 선택합니다. root/C1sco12345 로 로그인합니다. 

CLI 에서 wget cisco.com 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성공하면 NAT 및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ping outside 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성공해야 합니다. Ctrl+C 를 입력하여 Ping 을 종료합니다. 

 

3. attack0 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로 작성된 iFrame 이벤트인 snort 규칙 28796 이 

트리거됩니다. 이 이벤트는 이후 단계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4. ftp outside를 입력합니다. 게스트(Guest)로 로그인합니다. 패스워드는 C1sco12345 입니다. 

노트:  FTP 세션이 중단되는 것은 액세스 제어 정책에서 활성 응답을 활성화하지 않았으면 발생합니다. 이 동작을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동작을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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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d ~root 를 입력합니다.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어야합니다: 421 Service not available, remote server has 

closed connection. 이렇게 표시되면 IPS 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고: 550 오류가 

발생하면 명령어를 다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FMC 에서 Analysis > Intrusions > Events 를 선택합니다. Search Constraints 아래에서 Snort ID 또는 

Signature ID 를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트: Snort 규칙 336 및 28796 이 트리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nort Rules 은이벤트를 조사할 때 SID(Signature 

ID)라고도 합니다. 두 이벤트가 모두 나타나는 데 2~3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attack0 및 

ftp 권한 에스컬레이션 해킹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렇게해도 이벤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그림 아래의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Demo Intrusion Policy 에서 336 의 규칙 상태는 Drop and Generate Events 으로 설정됩니다. 이 

규칙은 Balanced Security and Connectivity 과 같은 시스템 정의 intrusion 정책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아래 창에 이벤트가 하나만 표시되면 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FTP 를 종료하려면 quit 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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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벤트가 표시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화벽과 FMC 

간의 시간 동기화입니다. 그러나 이 실습에서는 이벤트 프로세스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방화벽 CLI 에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Pmtool restartbytype EventProcessor  

Jump 데스크톱에서 사전 정의된 PuTTY 세션을 사용하여 FMC 에 연결합니다. admin/C1sco12345 로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단어 expert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udo pmtool restartbyid SFDataCorrelator  

sudo pmtool restartbyid sftunnel 

참고: sudo 패스워드는 C1sco12345 입니다.  

 

8.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벤트의 테이블 보기로 드릴다운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FTP 이벤트의 우선 순위는 중간(medium)으로 보고되고 영향 수준(Impact level)은 

2 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는 IPS 규칙에 따라 설정되지만 영향 

수준은 네트워크 검색 날짜(호스트 프로파일)와 취약성 정보의 상관 관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Impact 

level 2 는 '잠재적으로 취약한(‘potentially vulnerable’)' 상태를 의미합니다.  iFrame 공격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mpact level 3 는 “Good to know, but the target is not vulnerable” 알아두면 좋겠지만 대상은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이벤트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더 자세히 드릴다운합니다. 참고: Snort 규칙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10. Actions 를 확장하고 여기서 규칙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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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일 및 멀웨어 차단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다음 wget 명령은 Strings 라는 Jumpbox 의 파일에서 

잘라내어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12. Inside Linux Server 에서 root/C1sco12345 로 로그인 합니다. 다음 wget 명령은 Strings 라는 Jumpbox 의 

파일에서 잘라내어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13. 제어 테스트로, wget 을 사용하여 차단되지 않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입력: wget -t 1 

outside/files/ProjectX.pdf이것은 성공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100%에서 성공이 

보고됩니다. 

14. 그런 다음 wget 을 사용하여 wget -t 1 outside/files/test3.avi 를 입력하여 차단되지 않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는 성공해야 합니다.  

 

15. 마지막으로 wget 을 사용하여 맬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t 1 outside/files/Zombies.pdf 를 

입려합니다. 이 작업은 실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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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일의 약 99%가 다운로드됩니다. 이는 방화벽이 SHA 를 계산하기 위해 전체 파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방화벽은 해시를 계산하고 조회할 때까지 마지막 데이터 블록을 유지합니다. Demo File Policy 는 PDF 

파일에서 탐지된 멀웨어를 차단하도록 구성됩니다. 

16. FMC 에서 Analysis > Files > Malware Events 를 선택합니다. 

17. Zombies.pdf 파일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8.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벤트의 테이블 보기로 드릴다운합니다. 호스트 198.19.10.200 은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Inside Linux Server 입니다. 빨간색 아이콘은 호스트에 손상 징후가 

할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안으로, inside Linux server 에서 다음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전송의 99%에서 실패해야 합니다:  

1. wget -t 1 outside/malware/Buddy.exe  

2. 이는 Malware Block 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Buddy.exe 는 스파이웨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특정 랩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조회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차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멀웨어 이벤트의 테이블 보기(Table View of Malware Events)를 클릭한 다음 멀웨어 이벤트 중 

하나에서 빨간색 컴퓨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프로파일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를 

훑어본 다음 닫습니다. 

4. 메뉴에서 Analysis > Files > File Events 를 선택합니다. 세 가지 파일 이벤트 모두에 대한 정보와 

Buddy.exe 다운로드 및 클라우드 연결을 당사의 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 경우 4 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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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하는 경우 드릴 다운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위협 관리 (Threat Management)  

이 시나리오에서는 위협 관리를 위한 5 가지 옵션을 구현할 것입니다:  

• Cisco Threat Intelligence Director (CTID) 
• 유형별 파일 차단 (Blocking Files by Types)  

• 보안 인텔리전스 – 블랙리스트 (Security Intelligence – Blacklists)  

• URL 필터링  

•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검색(Application and Network Discovery) 

Cisco Threat Intelligence Director (CTID)  

이 연습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인시던트를 트리거할 URL 목록을 CTID 에 업로드 

• TAXII 피드에 CTID 구독 

• CTID 인시던트 생성 

CTID 는 3rd 파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FMC 의 구성요소입니다; CTID 는 이러한 

표시기를 구문 분석하여 방화벽에서 탐지할 수 있는 관측치(observable)를 생성합니다. 방화벽은 관측 가능성의 

탐지를 CTID 에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CTID 는 관측치가 인시던트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에는 관측치를 포함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기는 위협과 관련된 모든 특성을 전달하며 개별 

관측치는 위협과 관련된 개별 특성(예: SHA-256 또는 IP 주소)을 나타냅니다. 단순 지표에는 단일 관측치가 

포한하고 복잡한 지표에는 둘 이상의 관측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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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파일 형식이 지원됩니다.   
• Flat 파일 - IP 주소, URL 또는 SHA256 해시와 같은 간단한 표시기 목록  

• STIX 파일 - 단순하거나 복잡한 표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XML 파일 

이러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MC UI 가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업로드 

2. 원격 웹 서버의 URL 에서 검색 

3. TAXII 피드에서 수신 (STIX 파일만 해당) 
 

이 연습의 목적은 CTID 를 구성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스텝   

CTID 가 관측치를 방화벽에 게시하는지 확인 

1. Policies > Access Control > Access Control 로 이동합니다.    

2. 정책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Base_Policy 액세스 제어 정책을 편집합니다.  

3.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이 고급 설정에서 CTID 는 액세스 정책 수준에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4. 기본 메뉴에서 Intelligence > Elements 로 이동합니다. 

5. NGFW1 이 요소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CTID 가 STIX 파일 또는 웹 서버에서 검색된 NGFW1 에 관측치를 

게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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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TID 는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ID Detection 을 일시 중지하려면 

Intelligence> Setting 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요소에 대한 CTID 게시가 중지됩니다.  

6. Intelligence > Sources > Sources 로 이동합니다. 

7.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인텔리전스 소스를 추가합니다. 

 
8. 팝업 창에서 인시던트를 트리거할 URL 목록을 CTID 에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9. DELIVERY 필드에서 Upload 를 선택합니다.  

10. TYPE 필드에서 Flat File 를 선택합니다. CONTENT 드롭 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11. CONTENT 필드에서 URL 를 선택합니다. 

12. FILE 영역을 클릭하고 Jumpbox 의 Files 폴더에서 URL_LIST.txt 를 선택합니다.  

13. NAME 영역에 Local URL list 를 입력합니다. 

ACTION 영역에는  Block.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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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ave 를 클릭하여 몇 초 동안 기다립니다. Intelligence > Sources > Indicators 으로 이동합니다. 두 

개의 URL 표시기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5. Intelligence > Sources > Observables 로 이동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URL observables 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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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I 피드에 CTID 구독 

1. Intelligence > Sources > Sources 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기호 (+)를 클릭하여 

인텔리전스 소스를 추가합니다. 

a. DELIVERY 영역에 TAXII  를 선택합니다. 

b. URL 영역에 http://hailataxii.com/taxii-discovery-service 를 입력합니다. 

c. USERNAME 영역에 guest 를 입력합니다. 

d. PASSWORD 영역에 guest 를 입력합니다.   

e. FEEDS 영역에 select guest.phishtank_com 을 선택합니다.  

참고: FEEDS 드롭 다운 목록이 채워지는 데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 화면이 다음 그림과 같은지 확인한 다음 Save 를 클릭합니다.   

 

3. 이 소스에 대한 Status 열이 Parsing 으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New 에서 ~ Schedule ~  Parsing 오로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oad 를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parsing 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5. Intelligence > Sources > Indicators 로 이동합니다.  여러 URL 표시기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eload"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형 화살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Cisco dCloud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해당 문서는 Cisco 공개용 문서입니다. Page 28 of 77  
  

 

6. Intelligence > Sources > Observables 로 이동합니다. 여러 URL observables 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TID 인시던트 생성  

1. observables 를 센서에 게시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observable 의 

게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Jumpbox 의 Putty 를 사용하여 NGFW1 CLI 에 SSH 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admin/C1sco12345 로 로그인됨).  

2. expert 를 입력하여 Expert 모드로 전환 한 다음 ls -d /var/sf/*downloa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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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러 디렉토리가 나열됩니다. 

admin@ngfw:~$ ls -d /var/sf/*download   

ls –d /var/sf/clamupd_download   

ls –d /var/sf/iprep_download   

ls –d /var/sf/sifile_download   

ls –d /var/sf/cloud_download   

ls –d /var/sf/sidns_download   

ls –d /var/sf/siurl_download 

  

이 중 4 개는 (iprep_download, sidns_download, sifile_download and siurl_download) 보안 인텔리전스와 CTID 에서 

사용됩니다. 

3. grep developmentserver /var/sf/*download/*lf (lf 는 소문자 L 입니다)를 입력하여 observable 가 

방화벽 observables 목록에 게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ar/sf/siurl_download/731625d4-9512-11e7-915c- 

7e7252ae92ac.lf:developmentserver.com/misc/Tron.html/   

참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내용이 게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Inside Linux server CLI 에서  

1. Jumpbox 의 Putty 를 사용하여 Inside Linux Server 에 SSH 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root / 

C1sco12345 로 로그인됨). 

2. wget -t 1 outside/files/ProjectX.pdf 를 셀행합니다. 이는 성공해야 합니다. (다음 wget명령은 

Strings 라는 Jumpbox 의 파일에서 잘라내어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URL CTID Observable 유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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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get -t 1 developmentserver.com/misc/Tron.html 를 셀행합니다. 이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4. FMC 에서,  Intelligence > Incidents 로 이동합니다. 차단된 URL 에 대한 인시던트가 하나 이상 

표시되어야 합니다. 

 

5. Incident ID 를 클릭하여 드릴다운하여 이 인시던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인시던트의 

Indicator 유형 URL 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Observations 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장하면 추가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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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파일 유형 차단 (Blocking Specific File Types)  

1. Policies > Access Control > Malware & File 로 이동합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BP File Policy 을 

편집합니다.  

2. Add Rule 에 클릭합니다.  

3. 액션을 Block Files 로 설정합니다. 

4. File Types 검색에서 riff 를 검색하고 RIFF 파일 유형을 선택하고 Add 를 클릭한 다음 Save 을 

클릭하십시오.  

5. Save 를 다시 클릭하여 정책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Deploy > Deployment 를 클릭하고 NGFW1 옆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Deploy 를 클릭합니다. Deploy 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단 메뉴 표시 줄에서 녹색 확인 표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음). 

참고: 파일 차단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wget 명령을 Strings 이라는 Jump 데스크탑의 파일에서 잘라내어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7. Inside Linux Server 에서 (putty 세션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root / C1sco12345).  

8. 제어 테스트를 위해 WGET 를 사용하여 차단되지 않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wget -t 1 

outside/files/ProjectX.pdf 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성공해야 합니다. 

9. 그런 다음 WGET 를 사용하여 wget -t 1 outside/files/test3.avi 입력하여차단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10. FMC 에서 Analysis > Files > File Events 로 이동하고 File Events 의 Table View 를 선택하여 .avi 파일 

다운로드 시도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방화벽이 첫 번째 데이터 블록을 볼 때 파일 형식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이 거의 다운로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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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ecurity Intelligence)를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주소 블랙리스트  

이 연습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SI 용 블랙리스트 사용 이해 

• 블랙리스트 SI 에 사용자 지정 주소 추가 

• 사용자 지정 화이트리스트 만들기 

  
Security Intelligence 는 악의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초기 방어선으로서 평판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IP 주소, 

URL 및 도메인 이름과의 연결을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이를 Security Intelligence Blacklisting 이라고 합니다. 

Security Intelligence 는 시스템이 리소스 집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전의 초기 액세스 제어 단계입니다. 

블랙리스팅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트래픽을 신속하게 제외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사용자 지정 

블랙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지만 Cisco 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인텔리전스 피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멀웨어, 스팸, 봇넷 및 피싱과 같은 보안 위협을 나타내는 사이트는 사용자 지정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구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표시되고 사라집니다.  

Security Intelligence 블랙리스트 생성 

1. 방화벽에서 SI 파일은 /var/sf/iprep_download 에 저장됩니다. 파일 형식은 *.blf 는 (블랙리스트 파일) 

그리고 *.wlf 는(화이트리스트 파일)입니다. 

2. Jumpbox 로 이동하여 수동 블랙리스트 파일로 사용될 파일을 확인합니다. Desktop\TS-Files\SI 폴더를 

열고 다음 두 텍스트 파일을 검토합니다: 

Lab Blacklist 

Talos IP Blacklist  

각 IP 주소는 별도의 회선에 있어야 합니다. IP 주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3. Lab Blacklist 를 엽니다. 이 목록의 IP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4. Jumpbox 에서 Inside Linux Server 에 대한 PuTTY 세션을 엽니다. root / C1sco12345 로 로그인합니다.  

5. wget x.x.x.x 명령을 랩 블랙리스트의 IP 주소에 실행합니다. 아래 표시된 것과 같은 wget 결과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IP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실패한 요청을 중지하려면 Control-C 또는 Control-Z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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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bBlacklist 파일에 있는 IP 주소 중 하나 이상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목록을 FMC 에서 블랙리스트로 로드하겠습니다. 

7. FMC 에서 Object > Object Management 로 이동합니다.  

8. 왼쪽 열에서 Security Intelligence > Network Lists and Feeds 를 선택합니다. 

 

11. Add Network Lists and Feeds 를 클릭하여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목록을 추가합니다: 

• Name: Custom_List  
• Type: List  
• Upload List: Browse 를 클릭하고 Jumpbox \Desktop\TS-Files\SI\Lab blacklist.txt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12. Upload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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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ave 를 클릭합니다. “Unable to load container”(컨테이너를 로드할 수 없음)이 표시되면 위의 작업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14.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Base_Policy 에 적용 해 보겠습니다.  Policies> Access Control >Access Control 로 

이동합니다.  

15. Base_Policy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6. Security Intelligence 탭을 선택합니다. Available Objects > Networks 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Attackers 로 이동합니다. Attackers 와 마지막 항목이어야 하는 Custom_List 를 포함하여 아래의 모든 항목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마지막 항목의 맨 위 부분만 표시되는 경우 창의 크기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 Add to Blacklist 를 선택한 다음 블랙리스트 열 아래의 Networks 옆에 있는 Logging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8. 아래 화면 캡처에 표시된대로 Log Connections 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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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K 를 클릭 한 다음 Save 를 클릭하여 액세스 제어 정책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20. Deploy > Deployment 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NGFW1 에 구축합니다. 구축하는 데 최대 2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1. 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Base Access Control Policy 에 방금 적용한 블랙리스트가 이전에 연결할 수 있었던 

주소에 대한 트래픽을 차단하는지 확인합니다.   

22. Jumpbox 에서 아직 열려 있지 않은 경우 Inside Linux Server 에 대한 Putty 세션을 시작합니다. 

23. 이전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도달한 IP 주소 중 하나에 wget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wget명령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4. FMC 에서 Analysis > Connections > Security Intelligence Events 를 이동합니다. 로그를 살펴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SI Custom_List 에 의해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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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acket-Tracer 를 사용하여 테스트가 FTP 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a. Devices > Device Management 로 이동합니다. 

b. NGFW1 의 경우 Tools 아이콘을 클릭하여 Troubleshoot 창을 엽니다.  

c. Health Monitor 섹션에서 Advanced Troubleshooting 을 클릭하고 Packet Tracer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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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acket-tracer 요청을 채우고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화면 캡처를 

참조하십시오.    

 

a. SI 이벤트에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생성합니다:.  

i. Analysis > Connections > Security Intelligence Events 로 이동합니다.  

ii. Responder IP 열에서 이전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차단한 IP 주소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IP 

주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Blacklist IP Now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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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Blacklist Now 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선택한 Responder’s IP 주소가 Global-

Blacklist 에 추가됩니다.  

 

iv. Inside Linux Server 로 돌아가서 이 IP 주소에 대해 wget명령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전 

wget명령을 중지하려면 Ctrl-C 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IP 주소가 Custom_List 에 있을 때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But is it really? 

26. Analysis > Connections > Security Intelligence Events 로 이동하고 차단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Global-Blacklist 때문에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Blacklist Now IP 주소를 추가해도 SAVE 또는 

DEPLOY 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Security Intelligence 

Events 의 Table View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 (Optional)  

Packet-Tracer 를 사용하여 해당 IP 주소로 FTP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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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주소를 Whitelist 로 이동합니다. 

2. 이전 단계에서 Blacklist 에 추가된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3. Analysis > Connections > Events 로 이동합니다. IP 주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Whitelist IP Now 를 선택합니다. 

 

5. Whitelist Now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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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x.x.x.x 가 Global White List 에 추가됩니다. 

6. Inside Linux Server 에서 wget명령을 다시 실행합니다. 새 wget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Ctrl-C 를 사용하여 

이전 명령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설 예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두 번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취소 후 한 번 더 다시 수행).  

 

참고: 위의 화면 캡처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테스트에 사용하던 IP 주소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지만 

8.8.8.8 및 4.4.4.4 가 블랙리스트에 사용된 Lab 파일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 확인이 실패했습니다. 

7. Global Whitelist/Blacklist 를 살펴봅니다. FMC 에서 Objects > Object Management 를 이동합니다. 

8. Security Intelligence > Network Lists and Feeds 를 선택합니다. 

9. Global-Blacklist Global-Whitelist 라인의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10. x.x.x.x 가 두 목록에 모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Whitelist 는 Blacklist 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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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ccess Control Policy and Objects 에서 모든 목록을 제거합니다. 

12. Policies > Access Control > Access Control 로 이동합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Base_Policy 를 

편집하십시오. Security Intelligence 탭을 선택합니다. 

13. 네트워크 아래의 Blacklist 섹션에서 Global Blacklist (Any Zone)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삭제하십시오. 

14. 정책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Deploy to NGFW1 을 클릭합니다.   

범주(Category), 위험(Risk) 및 평판(Reputation)을 기반으로 URL 필터링  

이 연습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URL 필터링 필수 사항 구성 

• URL 범주 및 평판 구성  

URL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제어합니다:  

• 범주 및 평판 기반 URL 필터링— URL 필터링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URL 의 일반 분류(category) 및 

위험 수준(reputation)에 따라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장되는 

옵션입니다.  

• 수동 URL 필터링 — any license 를 사용하여 개별 URL, URL 그룹, URL 목록 및 피드를 수동으로 

지정하여 웹 트래픽을 세부적으로 사용자 지정 제어 할 수 있습니다.  

URL 데이터 세트는 빠른 조회를 위해 메모리에 로드됩니다. 자동 업데이트가 활성화되면 FMC 는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SNORT 엔진은 로컬 URL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수행합니다. URL 이 없는 경우 FMC 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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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ACP Base_Policy 에 차단된 URL 추가 

1. Policies > Access Control > Access Control 로 이동합니다.  

2. Base_Policy 에서 Pencil icon 을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3. Block Unacceptable Content 규칙을 편집하고 URL tab 을 선택합니다. Notice Gambling (모든 평판)은 

규칙에 포함된 범주 중 하나입니다. 

 

4. 테스트하려면 Inside Linux Server 에 대한 Putty 세션을 엽니다.  

5. wget poker.com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403 error: Forbidden 가 반환됩니다. 

 

6. Analysis > Connection Events(분석 > 연결 이벤트)로 이동하여 46.32.240.43(해결된 Poker.com IP 

주소)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Initiator IP 198.19.10.200 을 사용하여 검색합니다. 

7. NGFW1 CLI 프롬프트(putty 세션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 admin/C1sco12345)로 이동하고 system 

support firewall-engine-debug 입력하여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 Protocol: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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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Address: 46.32.240.43 (디버그 명령어 쓰기: “Please specify a client IP address”와 관계없이 

대상 서버 IP 주소입니다). 응답자 IP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Analysis > Connection Events 

화면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IP 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력은 CLI 와 FMC 의 양면을 

나타냅니다. 

• Client Port: <blank> - hit enter  

• Server IP: <blank> - hit enter  

 

8. Inside Linux Server 세션으로 돌아가서 (putty 세션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 root/C1sco12345) wget 

poker.com을 입력합니다. 

9. 디버그 [cli command: system support firewall-engine-debug] 를 살펴봅니다. 랩은 블록이 FMC 및 

디버그에 표시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차단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10. Ctrl C 키를 눌러 명령 줄로 돌아갑니다. 

11. NGFW1 Base_Policy 액세스 제어 정책에는 허용되지 않는 웹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규칙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Gambling 입니다. 

•   Server Port: 80 - hit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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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URL 추가  

1. Logging Allowed 연결은 연습을 더 쉽게 실행하기 위해 이 시점까지 사용 가능으로 설정되었거나 

설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Logging 이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Policies > Access Control > Access Control 으로 이동합니다. 
a. Base_Policy 에서 연필 아이콘을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b. Allow Outbound 규칙을 편집하고 Logging 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연결 시작시 로(Log at Beginning of Connection) 확인란을 선택하고 저장(Save)을 클릭합니다. 

3. Save 을 다시 클릭하여 정책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NGFW1 에 구축합니다. 

4. 구축이 완료되면 Inside Linux 서버로 이동하여 다음을 입력합니다. 

5. wget poker.com – is blocked  

6. wget gambling.com – is blocked  

7. wget nsxprime.com – is allowed [성공을 의미하는 200 OK 를 찾으십시오.]  

8. 마지막 사이트가 허용합니다. URL 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여 차단할 URL 을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테스트합니다.  

9. FMC 에서 Analysis > Connections > Events 으로 이동하여 연결 이벤트(Connection events)를 

확인합니다. 

10. C Edit Search 를 클릭한 다음 URL 로 스크롤하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nsxprime.com, poker.com, gambling.com  

11. Search(검색)를 클릭면 Connection Events 로 돌아가 실행된 wget 요청을 통해 재설정 이벤트가 있는 

Allow and Block 를 표시합니다. 

12.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http://nsxprime.com URL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Blacklist 

HTTP/S Connections to URL 을 클릭합니다. 이제 팝업 메뉴에서 Blacklist Now 를 클릭합니다. (도메인을 

조사하고 싶으면 Talos 도메인을 사용해 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참고하세요.) 이전 섹션에서 

IP 주소를 차단했으므로 이제 URL 이 차단되고 wget요청을 다시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sxpr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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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제어 

본 연습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Network Discovery 규칙 만들기 

• Host 및 Application Discovery 모니터링 

Cisco 방화벽은 호스트와 네트워크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화벽이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특정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실습 섹션에서는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를 사용하도록 네트워크 검색 정책(network discovery policy)을 구성합니다. FTD 는 애플리케이션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세션에서 처음 몇 개의 패킷을 분석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flow)가 식별될 때까지 FTD 는 활성 ACP 의 기본 intrusion policy 를 사용합니다. 플로우가 식별되면 

애플리케이션 필터링에 대해 생성된 액세스 규칙이 해당 플로우의 나머지 트래픽에 사용됩니다. 

스텝 

Application Detectors 개요  

1. FMC 에서 Policies > Application Detectors 로 이동합니다.  

2. 나열된애플리케이션 detectors 는 각각으 Name, Protocol, Details, Type, Port(s) 및 State 를 보여줍니다.  

3. 열에 Twitter 를 입력하고 확인란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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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에는 Twitter 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기타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5. Netflix, Amazon, Apple, Cisco 및 Facebook 과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6. 이러한 사이트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기록합니다.  

참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VDB(취약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7. FMC 에서 확인하려면 Overview > Dashboards > Application Statistics 로 이동하십시오.  

8.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구성된 검색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에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채워진 여러 위젯이 표시됩니다. 

9. FMC 에서 Analysis > Hosts > Discovery Events 로 이동합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검색/ 

업데이트된 IP 주소 목록이 표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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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able View of Events  및 Hosts 탭을 클릭합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1. Jumpbox 데스크톱 폴더 Desktop\ Remote Desktops 로 이동하여 ad1.Domain Controller 를 클릭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여십시오. 

12. ad1 의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서 Start 를 클릭하고 Internet Explorer 를 선택합니다. Explorer 가 이미 

열려 있으면 닫고 또 다시 엽니다. Internet Explorer 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OK 를 클릭합니다.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고 수동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www.cisco.com 으로 이동합니다. 

13.  FMC 에 돌아가 Analysis > Hosts > Hosts 를 이동합니다. 

14. ad1 에서 생성된 웹 트래픽에서 Microsoft 를 사용하는 여러 OS 벤더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5. Analysis > Hosts > Discovery Events 으로 돌아갑니다. 

16. ad1 인 IP 주소 198.19.10.100 을 찾습니다.  

17. 이벤트 새 OS 에 대한 Description Column 에 무엇이 표시됩니까? Win7 아니면 Server 2008 입니까? 이는 

여러 버전의 Microsoft OS 에서 동일한 형식의 NetBios 로 인해 발생합니다. 

 

18. Analysis > Hosts > Network Map 으로 이동합니다. 

19. 호스트 수는 서브넷별로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20. 호스트를 위해 Expand Button to the left (> sign)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198 를 위해 [IPv4] 를 

클릭합니다. 

21. 무엇을 표시됩니까?  

22. Hosts were seen in two subnets. 호스트는 두 개의 서브넷에서 표시됩니다. 

23. + sign 을 두 번 클릭하여 198.19 를 확장합니다.   

24. 198.19.10.100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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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떤 정보가 표시됩니까? 호스트 프로필은 호스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벤트의 영향 점수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을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6. 198.19.10.200 상자를 클릭하고 호스트 프로파일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27. Analysis > Hosts > Applications 로 이동합니다. 

28. Sourcefire.com 확인란을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View 를 클릭합니다. Application 섹션에서 URL 로 

검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9. IP Address, Category, Risk 및 Business Relevance 를 확인합니다.    

30. Base_Policy 에서 애플리케이션 감지를 사용하여 Reset Twitter 로 차단 : 

31. Twitter 차단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32. RDP 세션에서 ad1 까지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고 http://twitter.com 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작동해야 합니다.  

33. Policies > Access Control > Access Control 로 이동하고 Base_Policy 를 편집합니다. 

34. Add Rule 를 클릭하고 규칙을 Block Twitter 로 지정합니다. 

35. Action 을 위해 Block with Reset 를 선택합니다. 

36. Insert 아래에서 Mandatory 를 선택합니다. 

37. Application 탭을 클릭합니다. Available Applications 섹션의 검색 상자에 Twitter 를 입력합니다. 

필터와 일치하는 모든(All) 앱을 선택하고 규칙에 추가(Add to Rule)를 클릭합니다. 

38. Logging 탭을 선택하고 연결 시작시 Log 를 확인합니다. Add 를 클릭하여 규칙을 저장하고 Save 를 

클릭하여 액세스 제어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변경 사항을 NGFW1 에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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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d1 에서 Internet Explorer 를 닫고 또 다시 엽니다. http://twitter.com 으로 이동해 보면 “This page can’t 

be displayed”(이 페이지를 표시 할 수 없습니)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0. Analysis > Connection Events 로 이동합니다. Edit Search 를 클릭하고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twitter 를 입력 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참고: Twitter 는 URL 필터링으로 인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필터로 인해 차단됩니다. 

 시나리오 3:  Reporting   

이 시나리오에서는 FMC Dashboards 및 Reporting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FMC 는 풍부하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보고를 제공합니다. 

본 시나리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Dashboards 및 Report Design 리뷰 

•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만들기 

• 새로운 FMC SSH CLI 활용 

Dashboards  

1. Jumpbox 에서 Firefox 를 엽니다. 홈페이지는 FMC UI 이며 인증 정보(로그인 admin, 비밀 번호 

C1sco12345)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FMC 에서 Overview > Dashboard 로 이동합니다. (요약 대시보드(Summary Dashboard)가 

표시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위치 대시보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Summary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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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미리 정의된 대시보드(Access Control User Statistics, Application Statistics, Connection Summary, Detailed 

Dashboard, File Dashboard, Security Intelligence Statistics)가 많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온디맨드 또는 예약된 

보고를 위해 그래픽 개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위젯의 링크를 클릭하여 분석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3.  Overview > Management 를 선택하여 내보내기 / 가져 오기 또는 고유 한 대시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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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eate Dashboard 를 클릭한 다음 Copy Dashboard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Summary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새 대시보드 이름을 MyDashboard 로 지정하고 Create 를 클릭합니다. 

 

5. 새 대시 보드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Add Widget 를 클릭합니다. 

6. Custom Analysis 위젯의 오른쪽에 Add 를 클릭합니다. 이 위젯은 모든 테이블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유연한 위젯입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 하단에서 Done 를 클릭하여 

MyDashboard 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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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twork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시작한 위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Overview > Dashboard > switch dashboard > MyDashboard) Traffic by User 위젯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 를 클릭한 다음 OK 를 클릭하여 위젯을 제거합니다. 이 

시점에는 사용자 통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방금 대시보드에 추가된 Custom Analysis – Intrusion Events 새 위젯을 

찾습니다. 

9. 위젯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제목을 Intrusion Events 

Requiring Analysis 로 지정하고 Search 필드를 Impact 1/Not Dropped Events 로 설정합니다. 이 

위젯에서는 IPS 에서 삭제하지 않고 표시된 침입 이벤트를 강조 표시하며, SOC 에서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위젯에는 기본 IPS 정책과 함께 No Data(데이터 없음)가 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소수의 규칙만 경고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SOC 팀에 좋은 날입니다.) 위젯의 다른 옵션으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10.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위젯 옵션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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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지 맨 위쪽으로 돌아가면 Report Designer 버튼이 표시됩니다. Report Designer 버튼을 사용하여 

FMC GUI 의 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템플릿으로 대시보드를 변환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쉽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port Designer 버튼을 클릭하여 방금 생성한 대시보드를 보고서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Report Template 설계를 엽니다. 여기서 보고서 수정, 텍스트 추가, 그래프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2. 완료되면 Save 를 클릭하고 Generate 를 클릭한 다음 PDF 선택을 취소하고 HTML(PDF 리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Generate 를 선택하고 Yes 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만듭니다. 

 

13. 보고서를 보려면, Overview > Reporting Reports 로 이동하거나 현재 페이지에서 Reports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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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eport Templates 탭을 다시 선택하면 상위 관리를 위한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Risk Report 

Templates 이 표시됩니다. 위험 보고서 중 하나 옆에 있는 Generate Report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팝업 

창에서 생성(Generate)을 클릭합니다. 

 

15. 보고서가 완료되었다는 팝업 알림에서 View HTML 을 클릭하거나 Notifications 아이콘을 클릭하고 

Tasks 탭을 선택한 다음 나열된 Generate Report 작업에서 View HTML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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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4.  High Availability Configuration (선택 사항)  

본 연습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백업 방화벽 구성 및 구축 (Configure and Deploy Backup Firewall) 

• 고 가용성 방화벽 쌍 생성 (Create High Availability Pair of Firewalls) 

• 가상 Mac 주소로 활성/ 대기 구성 (Configure Active/Standby with Virtual Mac Address) 

• 구성 테스트 (Test the configuration)   

이 연습의 목적은 방화벽에 대한 High Availability 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화벽을 구성한 다음 

고가용성 그룹에 추가합니다. 

스텝  

 REST API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NGFW3 구성 

1. Jumpbox 로 이동하여 PUTTY 세션을 엽니다.  NGFW3 를 선택하고 Load 를 선택하고 Open 을를 

선택하십시오. 

2. 새용지 이름 (Username): admin  패스워드(password): C1sco12345   

3. 입력(Type):  show managers  

4. 출력에는 “Registration Pending or Completed”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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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naged locally” 라고 표시되면 configure manager delete 를 입력하고 yes 를 선택한 다음 아래 7 번 

스텝를 따릅니다.  

6. “No managers”이라고 표시되거나 위 단계에서 로컬 관리자를 삭제 한 경우:  

7. 다음을 입력합니다: configure manager add fmc.dcloud.local C1sco12345  

8. 명령 프롬프트가 반환되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managers 를 입력하여 fmc.dcoud.local 에 "status 

pending"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노트: 다음 정보는 페일오버 링크를 통해 전달됩니다:  

장치 상태(active or standby)   

Hello 메시지(keep-alives) 

네트워크 링크 상태 

MAC 주소 교환 

구성 복제 및 동기화 

Firepower Threat Defense 고가용성 쌍을 생성하거나 해제하면 기본 및 보조 장치에서 즉시 Snort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고 두 장치 모두에서 일시적으로 트래픽 검사가 중단됩니다. 이 중단 중에 트래픽이 감소할지 또는 

추가 검사 없이 통과할지 여부는 관리되는 장치의 모델과 트래픽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Snort® Restart Traffic Behavior 를 참조합니다. 시스템에서는 고가용성 쌍을 계속 생성하면 기본 및 보조 

장치에서 Snort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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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side Linux server [root/C1sco12345]으로 이동합니다.  runapiscript 를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기다리십시오.  

10. 어떤 방화벽을 등록 하시겠습니까?(Which Firewall do you want to register?) 이 질문이 표시되면 숫자 

3 을 입력하십시오. 

11. 새로 만들 Access Control Policy 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이름 영역에 HA 를 입력합니다. 

12. Firefox 로 돌아가 FMC 에서 NGFW3 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장치의 등록을 허용합니다.     

노트: FMC UI 를 사용하여 FMC for management 에 방화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REST API 를 

사용하여 솔루션의 자동화된 기능을 시연합니다. /usr/local/bin 위치에서 runapiscript 라고 하는 Python 

스크립트가 Inside Linux Server 에 있습니다.  FMC 에서 REST API 를 호출하여 NGFW3 를 FMC 에 등록하고, 

Health Policy 를 NGFW3 에 적용하고, 인터페이스를 검색하고, IP 주소를 구성하고, 스크립트 실행 중에 지정된 

이름으로 Access Control Policy 를 구축합니다. 

  

 

참고: '등록 진행 중(‘Registration is in progress’)'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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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vailability 쌍 구성 

1. Devices > Device Management> Add > High Availability 로 이동합니다.  

 

노트: NGFW3 Management Interface (198.19.10.83)는 초기 설정 중에 미리 구성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 G0/0 및 

G0/1 은 스크립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나열된 security zones 은 없지만 HA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NGFW1 의 보안 영역 및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상속합니다.  

2. 이름(Name): HA_Test   

3. 장치 유형(Device Type): Firepower Threat Defense   

4. 기본 피어(Primary Peer): NGFW1   

5. 보조 피어(Secondary Peer): NGFW3   

6. 그런 다음 Continue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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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HA Peers 중 하나에 대해 구성 작업을 수행했지만 배포하지 않은 경우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변경 사항을 NGFW3 에 구축합니다.  

8. Devices > Device Management> Add > High Availability 으로 돌아갑니다.  

9. 인터페이스 선택(Interface): GigabitEtherent0/2   

10. 이름(Name): Failover_Link   

11. Primary IP: 198.19.254.1   

12. Secondary IP: 198.19.254.2 Subnet Mask:  255.255.255.0  

13. State Link: Interface Same as LAN Failover  

14. IPsec Encryption: Enabled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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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지 않으면 Devices > Device Manager 로 돌아가 각 방화벽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인터페이스(the Interfaces)가 활성화되어 있고 인터페이스에 이름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13. Add 를 클릭하고 High Availability Pair 를 추가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OK 를 

클릭합니다. 

 

14. HA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구축(deployment) 버튼 옆에 있는 Tasks 를 보면 상태가 업데이트가 

수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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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다음이 표시됩니다:    

 

노트: NGFW1 및 NGFW3 은 즉시 정상 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 되는 데 몇 분이 걸립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PRIMARY (9ASB7DQN749) FAILOVER_STATE_ACTIVE (No Active unit found)  

SECONDARY (Unknown) FAILOVER_STATE_STANDBY_FAILED (Check peer event for reason)  

15. Devices > Device Management >로 이동하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HA 정책을 편집합니다. 

 

Failover 에 MAC Addresses 및 IP Addresses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활성 IP 주소와 대기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지만 

대기 주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기 IP 주소가 없으면 활성 장치는 대기 인터페이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으며 링크 상태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목적으로 해당 인터페이스의 

대기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는 장치가 대기 IP 주소와 MAC 주소를 인수합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MAC 와 IP 주소 쌍을 

이루는 데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아무 곳에서도 ARP 항목이 변경되거나 시간 초과되지 

않습니다. 

기본 장치를 감지하지 않고 보조 장치가 부팅되면 기본 장치 MAC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보조 장치가 활성 장치가 

되어 자체 MAC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본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보조(active) 장치가 MAC 주소를 

기본 장치의 MAC 주소로 변경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장치를 새 

하드웨어로 스왑 아웃하면 새 MAC 주소가 사용됩니다. 

활성 MAC 주소는 시작 시 보조 장치에 알려져 있고 새 기본 장치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가상 MAC 주소는 이러한 중단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중 인스턴스 기능에서 FXOS 섀시는 기본 MAC 

주소만 자동 생성합니다. 생성된 MAC 주소를 기본 MAC 주소와 보조 MAC 주소가 모두 포함된 가상 MAC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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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쓸 수 있습니다. 보조 MAC 주소를 설정하면 새 보조 장치 하드웨어의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관리 트래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상 MAC 주소를 구성하지 않으면 연결된 라우터에서 ARP 테이블을 지워야 트래픽 흐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MAC 주소가 변경될 때 FTD 는 정적 NAT 주소에 대해 무료 ARP 를 전송하지 않으므로 연결된 

라우터는 이러한 주소에 대한 MAC 주소 변경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태 링크의 IP 주소와 MAC 주소는 페일오버 

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상태 링크가 일반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경우입니다.   

6. 인터페이스 MAC 주소 옆에 있는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7. Physical Interface 에 GigabitEthernet0/1 를 입력하고, Active Interface MAC Address 에 student choice 

입력(예에 사용된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Standby Interface Mac Address: Student Choice of input [아래 

예] 합니다. OK 를 클릭합니다. 

노트*: 위의 단계는 Interface Mac Address 를 구성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8. 내부 인터페이스(Inside Interface)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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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andby IP Address: 198.19.10.31 를 입력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외부 인터페이스 198.18.133.132 에 

대해 반복합니다. 

 

10. OK, Save, Deploy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HA_Test 를 선택한 다음 Deploy 를 선택합니다. 

NGFW3 의  구성 살펴보기 

1. HA 설정 중에 NGFW3 가 수신한 구성 매개 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Jumpbox(점프 상자)로 이동하여 PUTY 를 열고 NGFW3 를 선택합니다. 

3. Firewall 에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C1sco12345 를 입력입니다:  

a. show running-config interface  

• 각 인터페이스의 기본 IP 주소는 무엇입니까? 

•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Standby IP Address 가 있습니까? 

b. show running-config failover   

• 인터페이스 GigabitEthernet0 / 1 에 대한 장애 조치 Mac 주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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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over_Link 의 인터페이스는 무엇입니까? 

• Failover_Link 의 인터페이스 IP 주소는 무엇입니까?  

  

페일오버 테스트 

1. Jumpbox 에서 PUTTY 로 이동하여 Inside Linux Server 에 대한 세션을 엽니다. 

 

2. Login: root Password: C1sco12345 로 로그인하고 ping outside 를 입력하여 핑(ping)이 계속 

실행되도록합니다.  

 

3. FMC Devices > Device Management 의 웹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Switch Peers 아이콘을 클릭하고 

Yes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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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ide Linux Server 에서 핑 결과를 볼 수 있도록 Firefox 창의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5. 다시 전환하십시오 (Switch back).  

  

  

  

  



   

    Cisco dCloud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해당 문서는 Cisco 공개용 문서입니다. Page 66 of 77  
  

 

노트: NGFW1 이 다시 기본이 되도록 다시 전환합니다. 경고 표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몇 분 동안만 일시적 

입니다. 

부록 A. FMC Pre-configuration   

초기 설치 후 FMC 에서 몇 가지 구성 단계를 수행하여 랩 연습을 신속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구성 단계는 이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Configuration A1,2: file policy 데모  

• Configuration A1,3: intrusion policy 데모  

• Configuration A1,4: SSL policy 데모   

• Configuration A1,5: 사용자 지정 탐지 목록   

• Configuration A1,6: resetapiuser 추가 

• Configuration A1,7: 서버 인증서 설치  

스텝   

Configuration A1,2: file policy 데모  

Policies > Access Control > Malware & File 로 이동합니다.    

 

1. New File Policy 를 클릭합니다. name 에 Demo File Policy 를 입력하고 Save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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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d File Rule 를 클릭합니다. 이 규칙은 MSEXE, MSOLE2, NEW_OFFICE 및 PDF 파일에서 발견된 

맬웨어를 차단합니다. 

3. Action 에 대해 Block Malware 를 선택합니다. 

4. 및 Local Malware Analysi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Under File Type Categories 에서 Dynamic Analysis Capable 를 확인합니다. 여러 파일 형식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Add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8. Save 를 클릭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OK 을 클릭합니다.   

9. Add File Rule 를 클릭합니다. 이 규칙은 RIFF 파일을 차단합니다. AVI 파일은 RIFF 파일의 한 유형이므로 

AVI 파일을 사용하여 이 규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VI 는 파일 형식으로 별도로 나열되지 

않은 것을 참고하십시오.  

10. Action 을 위해  Block Files 를 선택합니다. 

11. File Types 에서 검색 상자에 rif를 입력합니다. 목록에서 RIFF 를 선택합니다.  Add 를 클릭합니다. 

12. 설정에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아야 합니다.  

13. Save 를 클릭합니다. 

7.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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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사용자가 만든 규칙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칙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의 작업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작업(actions)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Block Files   
- Block Malware   
- Malware Cloud Lookup 4 - Detect Files    

  

14.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15. Enable Custom Detection List 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6. Inspect Archive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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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검사할 수 없는 아카이브는 손상된 아카이브이거나 최대 아카이브 깊이를 초과하는 아카이브입니다. 

17. 오른쪽 상단의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정책을 저장합니다.  

Configuration A1,3: 데모 침입 정책(Demo intrusion policy)   

1. Objects > Intrusion Rules 로 이동합니다. Import Rules(규칙 가져 오기)를 클릭합니다.  

2. 업데이트(Rule update) 또는 텍스트 규칙 파일(text rule file)를 선택하여 라디오 버튼(radio button) 

업로드 및 설치합니다. 

3. Browse 를 클릭하고 Jump 데스크톱의 Files 폴더에 있는 Snort_Rules.txt 파일을 엽니다.   

노트: 이 파일에는 IPS 테스트에 유용한 2 가지 간단한 Snort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게시된 

코웃음 규칙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alert tcp any any -> any any (msg:"ProjectQ replaced"; content:"ProjectQ"; 

replace:"ProjectR"; sid: 1001001; rev:1;) alert tcp any any -> any any (msg:"ProjectZ 

detected"; content:"ProjectZ"; sid: 1001002; rev:1;)   

첫 번째 규칙은 ProjectQ 문자열을 ProjectR 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string ProjectZ 를 탐지합니다. 규칙이 흐름의 

문자열이 있는 위치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덕션 구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Import 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는 1~2 분 정도 걸립니다. 완료되면  Rule Update Import Log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개의 규칙을 성공적으로 가져왔는지 확인합니다.   

5. Policies > Access Control > Intrusion 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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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reate Policy 를 클릭합니다.   

a. Name 을 Demo Intrusion Policy 로 설정합니다. 

b. Drop when Inline 이 선택해야 합니다.   

c. Balanced Security and Connectivity 를  Base Policy 로 선택합니다. 

 
7. 정책 생성 및 편집(Create and Edit Policy)을 클릭합니다. 이제이 새 정책에 대한 규칙 상태를 수정합니다. 

a. Edit Policy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정책 정보(Policy Information) 메뉴에서 Rules 를 클릭합니다.   

b. 규칙의 Category 섹션에서 로컬을 선택합니다. 업로드된 두 가지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규칙의 오른쪽에 있는 밝은 녹색 화살표는 이 정책에 대해 규칙이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c. 첫 번째 규칙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규칙 상태(Rule State) 드롭다운 

메뉴에서 Generate Events 을 선택합니다. OK 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규칙 옆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d. 두 번째 규칙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Rule State 드롭 다운 메뉴에서 Drop and Generate 

Events 을 선택합니다. 확인(OK)을 클릭하십시오. 

e. Filter 텍스트 필드의 오른쪽에 있는 X 를 클릭하여 필터를 지웁니다. 

f. 규칙의 Rule Content 섹션에서 SID 를 선택합니다. Enter the SID filter 팝업에 336 을 

입력합니다. 확인(OK)을 클릭합니다.   

g. 규칙 옆에 있는 확인란(checkbox)을 선택합니다. Rule State 드롭 다운 메뉴에서 Drop and 

Generate Events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OK 를 클릭하십시오.   

노트: 이 규칙은 포트 21 에 설정된 FTP 트래픽에서 루트 홈 디렉토리의 변경을 찾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만 찾지만, 당사 연구실에서는 $ EXTERNAL_NET 이라는 기본값을 사용하므로 규칙이 

양방향으로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습은 이 규칙을 수정하여 FTP 트래픽을 임의의 방향으로 검색하고 appid 속성을 사용하여 모든 

포트에서 FTP 트래픽을 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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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뉴 왼쪽 위에 있는 Policy Information 을 클릭합니다. 

9. Commit Changes 을 클릭합니다. 

10. OK 를 클릭합니다. 

Configuration A1,4: SSL policy 데모  

1. Objects > Object Management > PKI > Internal Cas 로 이동합니다. 

a. Import CA 에 클릭합니다. 

b. Name 에 Verifraud를 입력합니다. 

c. Certificate Data 또는 파일 선택(Certificate Data or, choose a file) 오른쪽에 있는 Browse 단추를 

클릭하거나 파일을 선택합니다. 

d. Jump 데스크탑에서 Certificates 폴더를 검색합니다. 

e. Upload Verifraud_CA.cer.   

f. Key or, choose a file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Browse 버튼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선택합니다. 

g. Upload Verifraud_CA.key.   

h. Save 를 클릭합니다.  

2. FMC 및 AMP Private Cloud 와 같은 암호 해독 인프라 장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개체를 만듭니다.   

a. Objects > Object Management > Network 으로 이동합니다. 

b. Add Network > Add Object 를 클릭합니다. 

c. Name 에 Infrastructure 를 압력합니다.  

d. Network 에 198.19.10.80-198.19.10.130 를 입력합니다.  

e. Save 를 클릭하여 네트워크 개체를 저장합니다.  

f. Policies > Access Control > SSL 로 이동합니다.   

3. Add a new policy 텍스트를 클릭하거나 New Policy 버튼을 클릭합니다. 

a. Name 에 Demo SSL Policy 를 입력합니다. 

b. 기본 작업(default action)을 Do not decrypt 으로 둡니다. 

c. Save 를 클릭합니다. 몇 초간 기다리면 정책이 편집을 위해 열립니다.   

4. Add Rule 를 클릭합니다. 

a. Name 에 Exempt Infrastructure 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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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tion 을 Do Not decrypt 로 설정한 상태로 둡니다. 

c. Networks 탭의 네트워크 아래에 Infrastructure 를 선택하고 Add to Source 를 클릭합니다.  

d. Add 를 클릭하여이 규칙을 SSL 정책에 추가하십시오. 

5. Add Rule 를 클릭합니다. 

a. Name 에 Decrypt Search Engines 를 입력합니다. 

b. Action 을 Decrypt - Resign 으로 설정합니다. 

c. with 단어 오른쪽에 있는 드롭 다운 목록에서 Verifraud 를 선택합니다. 

d. Applications 탭의 Application Filter 에서 Search 를 검색합니다. Categories 아래에 Search 

Engine 이 표시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Add to Rule 를 클릭합니다. 

e. Logging 탭을 선택하고 Log at End of Connection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f. Add 를 클릭하여 이 규칙을 SSL 정책에 추가하십시오.   

6. Add Rule 를 클릭합니다. 

a. Name 에 Decrypt Other 를 입력합니다. 

b. Action 을 Decrypt - Resign 으로 설정합니다. 

c. with 단어 오른쪽에 있는 드롭 다운 목록에서 Verifraud 를 선택합니다. 

d. Logging 탭을 선택하고 Log at End of Connection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 Add 를 클릭하여 이 규칙을 SSL 정책에 추가하십시오 

7. Save 를 클릭하여 SSL 정책을 저장합니다. 

노트: Replace Key 확인란은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Decrypt - Resign 으로 설정될 때마다 Firepower 가 

공용 키를 대체합니다. Replace Key 확인란은 자체 서명된 서버 인증서에 암호 해독 작업을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Replace Key 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다른 서버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Firepower 가 

키를 대체하고 인증서를 폐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는 Firepower 를 신뢰하도록 구성되므로 이 해지된 

인증서를 신뢰합니다. 

Replace Key 를 선택하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다르게 처리됩니다. Firepower 가 키를 대체하고 새 자체 서명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엔드포인트의 브라우저가 인증서 경고를 생성합니다. 

즉, Replace Key 확인란을 선택하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에 대한 신뢰 부족이 보존됩니다.   



   

    Cisco dCloud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해당 문서는 Cisco 공개용 문서입니다. Page 73 of 77  
  

Configuration A1,5: 사용자 지정 탐지 목록 

클라우드 조회가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악성 코드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Zombies.pdf 라는 무해한 파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랩에 클라우드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맬웨어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탐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1. Objects > Object Management > File List 로 이동합니다. 

2. Custom-Detection-List 를 편집하기 위해 pencil icon 을 클릭합니다. 

a. Add by 드롭 다운 목록에서 Calculate SHA 를 선택합니다.  

b. Browse 를 클릭합니다.  

c. Jump 데스크탑에서 파일 폴더를 찾습니다.  

d. Zombies.pdf 를 선택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e. Calculate and Add SHAs 를 클릭합니다.  

f. Save 를 클릭합니다. 

Configuration A1,6: restapiuser  추가 

API Explorer 를 사용할 때 별도의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FMC 와 API Explorer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System > Users 로 이동합니다. Create User 를 클릭합니다.  

a. User Name 에 restapiuser 를 입력합니다. 

b. Password 에 C1sco12345 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확인합니다.   

c. 실패한 최대 로그인 수(Maximum Number of Failed Logins)를 0 으로 설정합니다.  

d. Administrator 확인란을 확인합니다.  

Configuration A1,7: 서버 인증서 설치 

기본적으로 FMC UI 는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는 Jumpbox 브라우저가 신뢰하는 pod AD 서버에서 

서명한 인증서로 대체됩니다.   

 1. Objects > Object Management > PKI > Trusted Cas 로 이동합니다. 

a. Add Trusted CA 를 클릭합니다.  

b. Name 에 dCloud 를 입력합니다. 

c. Certificate Data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Browse 버튼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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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Jumpbox 에서 Certificates 폴더를 찾습니다. 

e. AD-ROOT-CA-CERT.cer 를 업로드합니다. 

f. Save 를 클릭합니다. SSH 를 통해 FMC CLI 에 연결합니다. sudo -i 를 입력하여 

root 가됩니다. Sudo 비밀번호는 C1sco12345 입니다. 

g. cd /etc/ssl and then type cp server* /root를 입력합니다.    

h. cat > /etc/ssl/server.crt를 입력합니다.    

i. Jump 데스크톱의 Certificates 폴더에서 Notepad++로 fmc.cer 파일을 편집합니다. 

j. 모두 선택하고 FMC CLI 에 복사하여 넣습니다. 

k. Ctrl+D 를 입력합니다. 

l. cat > /etc/ssl/server.key 를 입력합니다.   

m. Jump 데스크톱의 Certificates 폴더에서 Notepad++로 fmc.key 파일을 편집합니다. 

n. 모두 선택하고 FMC CLI 에 복사하여 넣습니다. 

o. Ctrl+D 를 입력합니다. 

p. pmtool restartbyid httpsd를 입력합니다. 

부록 B. REST API  스크립트   

다음은 첫 번째 실습에서 사용된 Python 스크립트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 register_config.py 만 

실행합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는 connect.pyc 편집된 파일을 만드는 connect.py 으로 호출됩니다.    

Python script register_config.py   

#!/usr/bin/python import json import connect import sys host = "fmc.example.com" username =  
"restapiuser" password = "C1sco12345" name="NGFW"   

#connect to the FMC API headers,uuid,server = connect.connect (host, username, password) 

user_input = str(raw_inut("Would you like to register the managed device? [y/n]")) if 

user_input == "y":   

policy_name = str(raw_input("Enter name of new Access Control Policy to be create:")) 

access_policy = {   

"type": "AccessPolicy",   

"name": policy_name,   

"defaultAction": { "action":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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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_response = connect.accesspolicyPOST(headers,uuid,server,access_policy) policy_id = 

post_response["id"] print "\n\nAccess Control Policy\n" + policy_name + "\ncreated\n\n" 

device post = { "name": name,   

"hostName": "ngfw.example.com",   

"regKey": "C1sco12345",   

"type": "Device",   

"license_caps": [   

"BASE",   

"MALWARE",   

"URLFilter",   

"THREAT"   

],   

"accessPolicy": {   

"id": policy_id,   

"type": "AccessPolicy"   

} } post_data = json.dumps(device_post) output = connect.devicePOST (headers, uuid, server, 

post_data) print "\n\nPost request is: \n" + json.dumps(output,indent=4) + "\n\n" GET ALL THE 

DEVICES AND THEIR corresponding interfaces user_input = str(raw_input("In the FMC UI, confirm 

that the device discovery has completed and then press 'y' to continue or 'n' to exit. 

[y/n]"))  headers,uuid,server = connect.connect (host, username, password) if user_input == 

"n": quit()   

devices = connect.deviceGET(headers,uuid,server) for device in devices["items"]: if  
device["name"] == name: print "DEVICE FOUND, setting ID" device_id = device["id"] NOW THAT WE 

HAVE THE DEVICE ID WE NEED TO GET ALL THE INTERFACES interfaces = 

connect.interfaceGET(headers,uuid,server,device id)   

Interfaces i want to change interface_1 = "GigabitEthernet0/0" interface_2 =  
"GigabitEthernet0/1" for interface in interfaces["items"]: if interface["name"] == 

interface_1: interface_1_id = interface["id"] print "interface 1 found" if interface["name"] 

== interface_2: interface_2_id = interface["id"] print "interface 2 found" user_input = 

str(raw_input("Would you like to configure device interfaces? [y/n]")) if user_input == "y": 

interface_put = {   

"type": "PhysicalInterface",   

"hardware": {  

Python script connect.py   

#!/usr/bin/python import json import sys import requests #Surpress HTTPS insecure errors for 

cleaner output from requests.packages.urllib3.exceptions import InsecureRequestWarning 

requests.packages.urllib3.disable_warnings(InsecureRequest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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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fuction to connect to the FMC API and generate authentication token def connect 

(host, username, password): headers = {'Content-Type': 'application/json'} path =  

"/api/fmc_platform/v1/auth/generatetoken" server = "https://"+host url = server + path try:   

r = requests.post(url, headers=headers, auth=requests.auth.HTTPBasicAuth(username,password), 

verify=False) auth_headers = r.headers token = auth_headers.get('X-auth-access-token', 

default=None) uuid = auth headers.get('DOMAIN UUID', default=None) if token == None:  

print("No Token found, I'll be back terminating....") sys.exit() except Exception as err:   

print ("Error in generating token --> "+ str(err)) sys.exit() headers['X-auth-access-token'] 

= token return headers,uuid,server  

def devicePOST (headers, uuid, server, post_data): api_path= "/api/fmc_config/v1/domain/" + 

uuid + "/devices/devicerecords url = server+api_path try:   

r = requests.post(url, data=post_data, headers=headers, verify=False) status_code =  
r.status_code resp = r.text json_response = json.loads(resp) print("status code is: "+ 

str(status code)) if status_code == 201 or status_code == 202: print("Post was 

sucessfull...") else:   

r.raise_for_status() print("error occured in POST -->"+resp) except 

requests.exceptions.HTTPError as err: print ("Error in connection --> "+str(err)) finally:   

if r: r.close() return json response def deviceGET (headers, uuid, server): api_path= 

"/api/fmc_config/v1/domain/" + uuid + "/devices/devicerecords" url = server+api_path try: r = 

requests.get(url, headers=headers, verify=False) status_code = r.status_code resp = r.text 

json_response = json.loads(resp) print("status code is: "+ str(status_code)) if status_code 

== 200: print("GET was sucessfull...") else:   

r.raise_for_status() print("error occured in POST -->"+resp) except 

requests.exceptions.HTTPError as err: print ("Error in connection --> "+str(err)) finally:  

if r: r.close() return json_response def interfaceGET (headers, uuid, server, device_id):   

api_path= "/api/fmc_config/v1/domain/" + uuid + "/devices/devicerecords/"+device 

id+"/physicalinterfaces" url = server+api_path try:   

r = requests.get(url, headers=headers, verify=False) status_code = r.status_code resp = 

r.text json_response = json.loads(resp) print("status code is: "+ str(status_code)) if 

status_code == 200: print("GET was sucessfull...") else:   

r.raise_for_status() print("error occured in POST -->"+resp) except 

requests.exceptions.HTTPError as err: print ("Error in connection --> "+str(err)) finally:   

if r: r.close() return json_response def interfacePUT (headers, uuid, server, 

put_data,device_id, interface_id):   

api_path= "/api/fmc_config/v1/domain/" + uuid +   

"/devices/devicerecords/"+device_id+"/physicalinterfaces/"+interface_id url = server+api_path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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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requests.put(url, data=put_data, headers=headers, verify=False) status_code = 

r.status_code resp = r.text json_response = json.loads(resp) print("status code is: " + 

str(status_code)) if status_code == 200 : print("Put was sucessfull...") else:   

r.raise_for_status()   

print("error occured in POST -->"+resp) except requests.exceptions.HTTPError as err: print 

("Error in connection --> "+str(err)) finally:   

if r: r.close() return json_response def accesspolicyPOST (headers, uuid, server, post_data):   

api_path= "/api/fmc_config/v1/domain/" + uuid + "/policy/accesspolicies" url = 

server+api_path try:  

r = requests.post(url, data=json.dumps(post_data), headers=headers, verify=False) status_code 

=  
r.status_code resp = r.text json_response = json.loads(resp) print("status code is: "+ 

str(status_code)) if status_code == 201 or status_code == 202: print("Post was 

sucessfull...") else:   

r.raise_for_status() print("error occured in POST -->"+resp) except 

requests.exceptions.HTTPError as err: print ("Error in connection --> "+str(err)) finally:  

if r: r.close() return json_respo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