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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의 목표

Cisco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는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 및 가상화 워크로드를 구축하

려는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설계 및 구현 안내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신 지능형 데이터 보안 
위협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olution 포트폴리오에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를 추가하도록 지원하는 설계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

는 그림 1의 솔루션 맵에 나온 대로 관련 솔루션에 제공된 설계 및 구축 안내를 토대로 작성되었

습니다.

그림 1 Cisco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olution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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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olution 개요
대상

이 문서는 데이터 센터에 강력한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최신 지능형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고, 지속적인 유연성을 토대로 가상 및 물리적 워크로드를 운영하려고 하며, 기존 
모드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클라우드 운영 모델로 마이그레이션한 보안 설계자, 시스템 설계

자, 네트워크 설계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현장 컨설턴트, 고급 서비스 전문가 및 고객을 대상

으로 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별도의 설계 및 구축 가이드에 설명된 
추가적인 보완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이 설계 가이드에서는 독자가 IP 프로토콜, QoS(Quality of 
Service), HA(고가용성), 보안 기술의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독자

가 일반적인 시스템 요건을 잘 알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olution 개요 

종합 요약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Portfolio는 Cisco ASA 방화벽을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구현하

는 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단일 설계 가이드에서 발전된 내용입니다. 이 단일 설계 가이드는 
고객을 위한 포괄적인 설계 가이드를 작성하기 위한 모듈형 접근 방식으로 2013년 11월에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 솔루션에는 확장성을 위한 ASA 5585-X 클러스

터링, 정책 어그리게이션을 위한 TrustSec, 위협 차단을 위한 침입 방지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Secure Enclaves Reference Architecture 및 Cyber Threat Defense for Data Center와 통합할 
경우, 고객에게 매우 강력한 보안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포트폴

리오의 조합을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Portfolio라고 하며, 이러한 이름은 향후 기능이 
추가되면서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는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olution Portfolio에 추
가될 다음 Cisco Validated Design입니다. 새로운 Cisco Validated Design은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을 토대로 구축되며, 고객에게 FirePOWER NextGen IPS를 아키텍처에 통합하는 방
법을 보여주고 이러한 솔루션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협 관리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설계 가이드에서는 사이버 공격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공격

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공격 체인"을 살펴보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을 통해 "사이버 방어자"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다음 그 기능을 구현하여 위협 관리 시스템을 생
성해야 합니다. 이 Cisco Validated Design의 경우 데이터 센터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예: 기
본 비 번호 사용 금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업계의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
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 제어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새
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 및 새로운 FirePOWER NextGen IPS 플랫폼을 패브릭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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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솔루션 설계 개요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그림 2에는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솔루션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솔루션은 Secure Data Center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을 기
반으로 구축되는 요소이며, 이 설계 가이드를 위한 사전 요건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림 2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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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쳐 더욱 심층적인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이 사용된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의 설계 가이드를 활용하며, 다음과 같
은 설계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 확장성을 위한 ASA 방화벽 클러스터링

• vPC(Virtual Port Channel)를 활용한 패브릭 통합

• 링크 어그리게이션으로 운영 간소화

• 침입 방지 및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 실시간 시그니처 업데이트

• 정책 어그리게이션을 위한 SGT(Secure Group Tag)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설계 가이드에서는 물리적 및 가상화 관점에서 FirePOWER 
NextGen IPS 플랫폼을 아키텍처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 솔루션을 확장합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기존의 IPS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위협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Portfolio 전체에 포함된 기능과 통합될 경우, 뛰어난 위협 관리 워크플로를 사용해 최신 
사이버 위협에 즉시 대응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의 데이터 센터는 해당 조직의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독점적인 정보, 고객 연락처, 고객 신용카드 정보, 회사 재무 정보, 회사 은행 
계좌, 직원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정보가 조직의 중요한 자산일 경
우, 이는 경제적인 이득 또는 산업 스파이 활동을 노리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동기를 가진 사이

버 범죄자들에게 좋은 표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요 자산임은 분명하며 
대부분의 조직은 액세스 제어 정책과 함께 몇 단계의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인증된 사용자만

이 데이터 센터의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
근 방식에서 전제로 하는 일부 사항은 오늘날 환경에 뒤처지므로, 데이터 센터의 보안에 대해 다
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ACL(Access 
Control List) 및 그 시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증된" 사용자의 신원이 해당 사
용자가 주장하는 본인과 일치하거나, 인증된 사용자가 본인의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데이터 센터

에 액세스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사이버 공격자가 엔터프라이즈 조직의 네트워크

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사용자의 엔드 디바이스에 루트킷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집에서 악성 웹 사이트를 탐색할 때 이러한 루트킷이 쉽게 설치됩니다. (참조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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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3 익스플로잇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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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가 엔드 유저 디바이스에 심어진 채로 사용자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면, 이러한 악성코드

는 사용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 자
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보안 ACL(Access Control Lists)는 악성코드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자
격 증명이 도난당할 경우 사이버 공격자가 간단한 인증으로 데이터 센터 자산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림 4 보안이 침해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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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BR(가상 머신 기반 루트킷) 

사이버 공격자가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인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서버 및 애플리

케이션의 보안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림 5에 표시된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

인 표적으로 삼는 비교적 새로운 익스플로잇은 VMBR(가상 머신 기반 루트킷)입니다. Blue Pill, 
Vitriol, SubVirt 같은 VMBR 익스플로잇은 Black Hat 연구 팀의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익스

플로잇이 사이버 공격자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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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MBR 루트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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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시행은 데이터 센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자가 데이터 센터를 노리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데이터 센터의 실질적인 새로운 위협은 레거시 보안 모델과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함께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요인은 매우 복
잡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격 체인, 새로운 보안 모델에 대한 내용 및 새로운 모델을 후속 섹션

의 하위 기능에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격 체인

이전 섹션에서 루트킷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

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이전의 가정을 계속 해결해 나가려면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는지 자
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의 성공률이 높을수록 정교한 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정교한 사이버 공격은 공격자의 관점을 반영한 공격 체인 
모델(그림 6 참조)을 사용하여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 6 공격 체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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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A. Tirpak은 2000년 6월 Air Force Magazine에 게시한 "Find, Track, Target, Engage, Assess"에
서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이 용어는 1996년 10월 미 공군 참모총장 
Ronald R. Fogleman의 연설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그는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발견하

고,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설에서 언급된 
이 개념은 "Find, Fix, Target, Engage, Assess(발견, 파악, 표적화, 교전, 평가)"로 이어지는 킬 체인

으로 발전하였으며, 몇몇 군부대에서는 각 사례에 맞게 이러한 킬 체인을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해커)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접근 방식으로 킬 체인 개념의 
또 다른 수정된 버전을 제시합니다. 공격 체인은 특정 기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이버 
공격자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표적에 1년 이상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가 단 
몇 분 만에 급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사이버 위협 방어 모델 개발에 킬 체인의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조사

모든 공격에 대비하려면 현재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포트가 열려 있으며, 루트킷이 여러 포트에 걸쳐 작동할 것인가? 

• 식별 가능한 운영 체제는 무엇인가? 

• 사이버 공격자가 어떤 종류의 대응 조치 및 우회 공격 기술을 사용하나? 

• 표적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 방어 체계는 무엇인가? 

• 기본 비 번호를 사용할 경우 사이버 공격자가 모여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피싱 캠페인을 발송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 이메일 주소가 식별 가능한가? 

Verizon 2014 Data Breech Report의 내용에 따르면 피싱 캠페인의 성공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엔드 유저에게 10개의 이메일만 보내도 성공률이 여전히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사이버 공격을 위한 조사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사이버 공격자는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기
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발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새로운 악성코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악성코

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이긴 하지만, 악성코드의 라이센스를 
주문하고 지원 계약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도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공격자가 원하는 
표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악성코드를 만들고자 할 경우, 수정이 가능한 수많은 오픈 소스 코드

가 있습니다. 덕분에 사이버 공격자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조성됩니다.

테스트

적절한 툴을 수중에 넣게 되면 사이버 공격자는 테스트 및 검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이버 공격자

의 입장에서는 탐지에 걸리지 않고 표적 자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
격 체인의 초기 단계에서 너무 빨리 탐지 당할 경우, 표적에서 새로운 대응 조치를 구축하게 되므

로 공격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공격자는 우회 공격 기술이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액세스 권한을 얻고,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시간을 
들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11 



 

   
  솔루션 설계 개요
실행

검증이 완료되면 공격자는 표적의 자산에 거점을 마련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는 엔드 유저 
디바이스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거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메일 서버, 네트워크에서 좌우로 이
동하는 기타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거점이 마련되면 공격자

는 주요 표적에 대응 조치가 구축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조 액세스 수단을 설정할 방법을 모색합니

다. 이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 문서의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목표 달성

이제 사이버 공격자는 표적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파기하고, 흔적을 심어두고, 사이버 공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기타 
조치를 실행하여 임무를 완료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자는 추후의 사이버 공격을 위해 자신들이 
설치한 악성코드를 숨길 위치도 확보합니다.

보안 침해 지표

대부분의 경우, 실행에서 목표 달성 단계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이버 
공격자들은 "위장 후 기다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공격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위장 
후 기다리기" 기법은 극소수의 보안 침해 지표를 남깁니다. 기존의 위협 시스템에서 수천 개의 알
림이 생성되는 것과 비교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보안 침해 지표만 남기므로

, 이러한 종류의 공격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안 침해 지표가 확
인되기 전까지, 업계에서는 공격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기존의 침입 방지 시스템에서는 
특정 시점 속성을 기준으로 시그니처 일치에 기반을 둔 알림 생성을 통해 공격 지표를 제공했습니

다. IPS 시스템에서는 시그니처와 일치하지만 무해한 트래픽 흐름을 기준으로 오탐 결과가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운영자는 특정 호스트에서 무해한 트래픽과 일치하는 시그

니처를 확인하여 무해한 트래픽 흐름에서는 알림이 생성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알림은 
IPS 시스템에서 식별한 대로 공격 지표로 처리되었지만, 이러한 오탐 알림의 개수가 워낙 많아 실
제 알림은 자주 인식되지 않고 쉽게 간과되곤 했습니다. 조직에서 믿을 만한 보안 침해 지표를 식
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우 지루하고 어려운 분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 어떤 방법과 진입 지점이 사용되었습니까?

• 어떤 시스템이 감염되었습니까?

• 위협 요소가 무엇을 했습니까?

• 위협을 차단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 어떻게 복구합니까?

• 어떻게 재발을 방지합니까?

사이버 보안 팀에서는 믿을 수 있는 보안 침해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징후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더욱 폭넓고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는 요소로 이루어지며,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공격입니까? (예: 알려진 유형 또는 범주)

• 구체적인 공격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격의 실행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상 엔드포인트 및 기타 
항목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공격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 유해성은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 대상 엔드포인트는 무엇입니까? O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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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이러한 위협에 취약합니까?

• 이 엔드포인트는 현재 또는 이전에 이러한 공격이나 다른 공격으로 인해 보안이 침해된 적이 
있습니까? 

• 이 디바이스에서 접촉을 시도한 다른 머신은 무엇입니까? 

• 대상 애플리케이션(예: 클라이언트 또는 웹)은 무엇입니까? 

• 그 대상은 이 이벤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는 새로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BYOD(Bring-Your-Own-Device) 같은 외부 소스를 통해 일어난 
문제입니까? 

• 현재 공격 호스트가 네트워크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취약한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몇 개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 공격이 차단될 경우,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알림이 오탐인지 또는 실제 공격인지 여부를 어
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안 침해 지표의 강력한 예는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을 시작했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작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Java는 일반적인 위협 벡터이며 많은 사이버 
공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ACL(Access Control List)을 
쉽게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 시그니처에서 알림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존의 IPS에서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보안 침해 지표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벤트를 다음 항목과 연관 지어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악성코드 활동

• 침입 탐지

•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

• 디바이스 전파 흔적

• 디바이스 네트워크 흐름(좌우 이동, 상위-하위 관계, 컨텍스트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위에 제시된 모든 항목의 목표는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컨텍스트와의 상관성

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과 데이터는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 즉시 실행 가능할 정도로 확실하고 정확

한 보안 침해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을 제공합니다. 

진화하고 확대되는 위협 환경 

오늘날 확장된 네트워크 및 구성 요소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모바일 디바이스, 웹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이퍼바이저, 소셜 미디어, 웹 브라우저, 내장형 컴퓨터를 비롯한 새로운 공격 벡
터를 양산하고 있으며,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통해 디바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트워크 내외부에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며,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이는 any-to-any 문제이며, 이로 인해 통신이 향상되긴 했지만 
그와 함께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과 방식도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의 보안 접근 방
식은 이와 동일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서로 호환되지 않고 호환할 수 없는 
개별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보안 및 인터넷 인프

라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 및 호스팅 기업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
리자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또는 제어 권한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위협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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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지능형 공격과 any-to-any 인프라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공격 벡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IT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시기에 보
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술이 제공하는 생산성, 민첩성, 효율성을 위해 클라우드, 가상화 또는 모바일 디바이
스로 전환하는 조직은 그에 맞는 보안 인프라를 구현해야 합니다. 

2.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서 새로운 공격 벡터와 점점 교묘해지는 위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격자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체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듭니다. 공격자
들은 목표물이 선택한 보안 인프라를 우회하도록 특수 개발된 툴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공격하
며, 보안 침해 지표를 거의 남기지 않는 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처음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보안 솔루션의 복잡성과 단편화를 동시에 어떻게 
줄일 것입니까? 

조직은 오늘날 정교한 공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방어의 틈새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합되지 않는 개별 보안 솔루션으로 인해 복잡성이 가중될 경우 지능화된 위협을 방
어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합 위협 방어를 활용하는 보안 모델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위협에 대한 포
괄적인 대응을 개발하려면 새로운 툴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방
식으로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 사항(예: 
any-to-any)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안 시스템은 네트워크 패브릭에 직접 통합하여 효율성과 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별도의 보안 제어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통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오차 범위가 아주 적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 모델

은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를 위한 포괄적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때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공격의 전 범위라는 핵심 구성 요소를 보여주며, 이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필수인 
각각의 중요 메커니즘 및 프로세스를 식별합니다. (참조 그림 7.)

그림 7 공격의 전 범위를 활용한 위협 방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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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이 모델에서는 공격의 전, 중, 후 전 범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조치 및 광범위한 공격 벡터(엔드

포인트, 모바일 디바이스, 데이터 센터 자산, 가상 머신, 클라우드)를 살펴봄으로써 위협을 해결합

니다.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은 특정 시점의 위협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기로 
위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 전

상황을 인식하는 공격자는 상황인식(context-aware) 보안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방어자가 보호하

려는 인프라를 방어자보다 더 잘 아는 공격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방어하려

면 조직은 환경(물리 및 가상 호스트,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토콜, 사용자, 콘텐츠, 
네트워크 행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
해 공격자보다 정보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방어자들은 대상 값, 공격의 합법성, 이력을 기
준으로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어자가 보호하려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방어를 위한 보안 기술을 구성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시성은 엔드포인트부터 이메일, 웹 게
이트웨이, 가상 환경, 모바일 디바이스, 데이터 센터까지, 네트워크 전체를 포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시성으로부터, 방어자들이 정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알림

을 생성해야 합니다.

공격 중

집요한 공격과 복합적인 위협은 한 시점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위협은 지속적인 
활동이며 끊임없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보안 기술은 공격의 단일 데이터 포인트 자체를 기준

으로 특정 시점의 공격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지능형 공격에 적합하지 않
습니다.

대신, 인식 개념을 기준으로 한 보안 인프라, 즉, 지금까지의 패턴과 전반적인 공격 정보를 이용하

여 확장된 네트워크에 걸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활
성화된 공격, 유출, 정찰과 단순한 배경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특
정 시점의 실행부터 연속적 분석, 의사결정에 이르는 보안이 포함됩니다.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
는 파일로 간주되었으나 나중에 악의적인 동작이 나타나는 경우, 조직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실시간 통찰력으로 보안 전문가는 지능형 자동화를 채택하여 수동 개입 없이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격 후

조직이 공격의 전 범위에 대응하려면 회귀적 보안이 필요합니다.  회귀적 보안은 빅 데이터로 해
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하고 분석하여 보안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자동화를 통해 보안 팀은 보안 침해 지표를 
식별하며, 탐지를 회피하는 동작을 수정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악성코드를 탐지한 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을 보안 침해 사항을 신속하게 식별, 조사, 방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위협 중심 보안 모델을 통해 모든 공격 벡터에서 공격의 전 범위에 대응

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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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

공격 전 범위 모델에서는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기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

록 지원하므로, 보안 제어 구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ST Special Publication 800-53 
“Security and Privacy Controls for Federal Inform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s”에 따르면 "조직

은 보안 제어 선택 프로세스의 사전 단계로서 보안 기능을 정의하는 작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NIST 발행물에서는 보안 기능의 개념을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 저장 또는 전송되는 정보

의 보호가 단일 보호 장치 또는 대응 조치(즉, 보안 제어)에서 거의 파생되지 않음을 인지하는 구성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관련 업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표준에 
대한 특정 규정 준수를 설명하는 것은 이 문서의 범위에 벗어나지만, 기능의 개념은 위협 관리 시
스템 및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표 1에는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에 대한 내용 및 공격의 전 범위 및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여러 기능이 해당되므로, 1:1로 대응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 1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 설명 Before During After 제품

위협 억제 및 복원 위협을 위한 파일, 
패킷, 흐름 기반 
검사 및 분석

엔드포인트 보호 
에이전트, 네트워

크 기반 흐름 보호

클라우드 기반 엔
드포인트 분석, 네
트워크 기반 파일 
분석, 네트워크 기
반 흐름 분석, 시
그니처 기반 분석, 
샌드박스 분석

연결 및 흐름 분석 
및 복원

엔드 유저 및 모바

일용 Sourcefire 
FireSIGHT, 침입 
방지, 네트워크 기
반 AMP, 이메일 
AMP, CWS AMP, 
FireAMP

액세스 제어 및 세
그멘테이션

액세스 제어 정책, 
세그멘테이션, 안
전한 분리

자산 액세스 정책

에 대한 엔드포인

트 그룹 할당, 보
안 영역, 사용자

패브릭 시행, 방화

벽 정책 시행, 트
래픽 표준화 및 프
로토콜 규정 준수

정책 시행 및 로깅 ASA 5585-X, 
SGTs, SGACLs, 
SXP, TrustSec 지
원 스위칭 패브릭 
또는 ASAv가 포
함된 ACI 패브릭

신원 관리 사용자 신원 및 액
세스 상태, 네트워

크 기반 사용자 컨
텍스트

그룹, 리소스, 허
용 가능한 액세

스 위치에 사용

자 매핑

사용자 컨텍스트 
분석

사용자 액세스 및 
위협 원인 분석 및 
복원

Active Directory, 
Cisco ISE, 
Sourcefire 
Fire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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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위협 억제 및 복원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협을 가능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는 특정 시점 기능이 아닌 회귀적 분석을 사용하는 지속적인 기능이므로, 악성코드의 일부분을 초
기에 식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중에 해당 악성코드를 찾아 보안이 침해된 부분을 교정할 수 있습

니다.

액세스 제어 및 세그멘테이션

액세스 제어 정책 및 시행은 네트워크 보안의 토대이며, 핵심적인 기본 요소로 유지됩니다. 세그멘

테이션은 트래픽 분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직에서는 이 기법을 완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기능은 별도의 기능으로 간주하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제어 기능으로 
나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 준수 표준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두 기능은 네트워크를 설계

하고 구축할 때 상호 연관되므로 여기에서 통합됩니다. 올바른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구축한 모든 
네트워크는 보안 도메인을 정의하기 위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배포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대형 보
안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유출 사고 시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그멘

테이션 기술을 사용하면 이러한 보안 도메인의 규모를 줄이고 관리 용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원 관리

모든 조직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Active Directory 같은 특정한 유형의 신원 관리 및 권한 부여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직에서는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사용자의 엔
드 디바이스나 위치 또는 기타 관련 조건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적절한 보안 정책에 매핑하는 기능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위협 관리 기능을 지원하려면 사용자 컨텍스트를 트래

픽 흐름, 파일 분석, 네트워크 연결 및 기타 네트워크 활동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가
시성 및 제어

파일 제어 및 전파 
흔적 분석, 네트워

크 파일 전파 흔적 
분석, 애플리케이

션 격리, 정보 유
출 방지

내부 및 외부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및 
제어하는 정책

애플리케이션 제
어 정책 시행, 민
감한 데이터 검사

네트워크에서 
액세스되고 실
행 중인 모든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Sourcefire Access 
Control, Sourcefire 
NGFW

로깅 및 추적 관리 위협 포렌식 및 규
정 준수

위협 관리 시스

템 보고의 올바

른 구성

액티브 대역 외 
로깅

적절한 위협 기능 
관리 플랫폼을 사
용하여 즉시 액세

스 중앙 저장소에 
로그를 통합하여 
포렌식 및 규정 준
수 추가 지원

단기적인 로그용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장기적인 
NetFlow 분석 로
그용 Lancope 
StealthWatch, 로
그 관리 규정 준수

용 SIEM(SIEM은 
프로젝트 범위에 
속하지 않음)

표 1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 (계속)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 설명 Before During After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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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직이 갖춰야 
할 중요한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주요 공격 벡터이므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센
터 자산 및 커뮤니케이션 흐름에 액세스할 때 의심스러운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중요

합니다. 

로깅 및 추적 관리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자세한 로그를 캡처하는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간주될 것입니다. 추적은 알림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확보하는 것 이상의 기능이며,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를 지나갈 때 파일 전파 흔적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출 사고가 발견된 
경우 조직에서는 심층적인 포렌식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NIST 제어에 기능 매핑

규정 준수 제어 매핑은 이 문서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마무리를 위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NIST SP 800-53 Publication 및 SANs Top 20 Critical Security Controls에서는 이 두 자료에 나온 제
어에 앞에서 설명한 기능을 매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 2에 나온 대로 모든 항목이 
제어 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제어를 다룹니다.

표 2 제어에 위협 기능 매핑 

위협 억제
액세스 제어 및 
세그멘테이션 신원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 로깅 및 추적

기능 위협을 위한 파일, 
패킷, 흐름 기반 
검사 및 분석

액세스 제어 및 세
그멘테이션

사용자 신원 및 액
세스 및 상태, 네
트워크 기반 사용

자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가
시성 및 제어

위협 포렌식 및 규
정 준수

NIST Relevant 
Controls

사고 대응, 유지 
보수, 미디어 보호, 
위험 평가, 시스템 
및 정보 무결성

액세스 제어, 시스

템 및 커뮤니케이

션 보호

액세스 제어 시스템 및 정보 무
결성, 액세스 제어

감사 및 책임

SANs Top 20 
Critical Security 
Controls

지속적인 취약점 
평가 및 복원, 악
성코드 차단, 데이

터 보호

인증 및 인증되지 
않은 디바이스 인
벤토리, 경계 방어,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 액세스 제어, 
보안 네트워크 엔
지니어링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 액세스 제어, 
보안 네트워크 엔
지니어링

인증 및 인증되

지 않은 소프트

웨어 인벤토리, 
보안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감사 로그의 유지 
보수, 모니터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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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통합 위협 방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과제

모든 공격 벡터에 공격 전, 중, 후 전 범위를 포함하는 논리를 적용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정확
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시성에 기초

SecOPS 팀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미 발생한 사건"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격 벡터의 폭과 각 벡터의 깊이를 통합해
야 합니다. 폭이란 네트워크 패브릭, 엔드포인트, 이메일 및 웹 게이트웨이, 모바일 기기, 가상 환
경, 클라우드의 모든 잠재적 공격 벡터로부터 데이터를 확인 및 수집하고 환경과 위협에 대한 지
식을 얻는 역량을 갖는 것입니다. 

깊이

깊이는 이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적용하여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
을 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컨텍스트 관리를 지
원하는 기술은 FireSIGHT이며, 이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형성
합니다.

그림 8에는 솔루션에 필요한 폭 및 "분석 요약"의 예가 나와 있으며, 이러한 요약에서는 공격 벡터
의 폭에 걸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 벡터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심층적으로 알려줍
니다. 이러한 분석 요약에서는 SecOPS 팀이 공격 프로세스 트리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역량을 제공합니다. 

그림 8 폭 및 깊이 예시 —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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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위협 중심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직원이 있는 곳, 데이터가 있는 곳,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곳 어디까지

든 확장됩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격 벡터를 따라가는 것은 모든 관
련 담당자에게 과제가 되며 공격자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공격자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정책과 제어는 공격의 표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일부 위협은 여
전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위협을 탐지, 이해, 차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

다. 위협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공격자처럼 생각하고,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며 그에 대응하기 위
해 가시성과 컨텍스트를 적용한 다음, 조치를 취하고 위협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 수단을 발
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지능형 악성코드와 제로 데이 공격과 함께, 효과 향상을 위해 로컬 인텔

리전스 및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모든 제품에 공유되는 실시간 보안 정보와 연속 분석이 필요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위협 관리 지원 기술

회귀적 보안 — 이벤트 범위를 넘어선 추적

회귀적 보안은 Cisco 보안 솔루션의 고유한 기능이며 지능형 위협 및 최신 악성코드에 맞서는 데 
필수적입니다. 회귀적 보안 기능은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기능을 사용해 확장된 네
트워크 전반의 데이터 및 이벤트를 집계하여 지속적인 추적 및 분석을 지원하고, 처음에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 악성코드로 식별된 파일 같은 항목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며 교정을 수
행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탐지 시스템을 통과한 파일이 나
중에 악성 파일로 확인될 경우, 해당 파일을 회귀적으로 확인하고, 침투 범위를 파악 및 억제한 후 
궁극적으로 시간을 되돌려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도입되고 구
현되기 전에는 이벤트 범위 밖에 있는 공격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파일 추적을 
위해 "돌아갈 지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무해한" 속성인 채로 네트워크에 들어올 
경우, 해당 파일은 즉시 자신을 감추고 추후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에 잠입합니다. 

그림 9에는 이벤트 범위 밖에 있는 공격을 검사하는 예가 나와 있으며 특정 시점 탐지 방법과 회귀

적 지속 분석 방법을 비교합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에서는 위협 관리 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 간
주되는 AV, IPS, 샌드박싱 같은 몇 가지 공통된 안티 악성코드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최신 위협

의 경우 "샌드박스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9
의 위쪽 부분은 회귀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정 시점 탐지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며, 
아래쪽 부분은 특정 시점의 "초기 속성"에 지속적 분석을 추가하여 최신 악성코드를 포착하고 지
능형 공격을 차단하는 데 회귀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래쪽 부분에는 위협 
관리 시스템에서 이벤트 범위 밖에 있는 잠재적인 공격 발생의 정확한 '범위'를 제공하고, 추가 공
격 발생을 동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적에 대
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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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9 이벤트 범위 — 특정 시점 탐지와 지속적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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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적 분석을 위한 핵심 기술 — 전파 흔적 분석

전파 흔적 분석은 Cisco의 고유한 기술로, 보안 솔루션이 이벤트 범위 밖의 악성코드에 대한 가시

성을 잃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최신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해야 하는 이벤트 또는 위협 중심 보
안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전파 흔적 분석에서는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공격이 발생할 경우 SecOPS 팀이 범위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 또는 엔드포인트 레벨 전
반에 걸쳐 악의적인 또는 의심스러운 파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파 흔적 분석은 전
체 Advanced Malware Protection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걸쳐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전파 흔적 분석은 악성코드의 모든 활동과 모든 이동 위치를 기록하는 악성코드용 네트워크 이동 
기록과 유사합니다. 오늘날 악성코드는 동적이며 다양한 공격 벡터를 통해 네트워크 또는 엔드포

인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표적에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일반적으로 악의적이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한 여러 활동(예: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을 수행합니다. 이 솔루션은 빅 데이터 분
석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파일 활동의 시각적 맵을 캡처하고 생성함으로써 모든 네트

워크, 엔드포인트, 시스템 레벨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보안 팀에서 악성코드의 진입 
지점, 전파, 동작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 공격 활동에 대한 전례 없는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탐지에서 복원에 이르는 과정의 격차를 줄여 악성코드 공격 
발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sco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회귀적 보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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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일 및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

보안 담당자는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전반에 걸친 악성코드의 영향, 컨텍스트, 확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성코드가 탐지된 경우 이것이 별개의 사고인지 아니면 여러 시스템

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 전파 흔적 분석은 기존의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또는 FireAMP 커넥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전반에 걸쳐 악성코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진입 지점, 전파, 사용된 프로토콜, 관련 사용자 또는 엔드포인

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그림 10 및 그림 11 참조).

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 분석은 전체 조직을 검토하고 다음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 감염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 최초 감염자("감염자 0")는 누구이며 언제 감염되었습니까?

• 진입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 언제 발생했습니까?

• 무엇을 추가로 가져왔습니까?

그림 10 네트워크 전 범위에서 파일 전파 흔적 분석
22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11 동적 파일 분석 요약

파일 전파 흔적 분석 및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에서 제공되는 파일 기반 기능은 더욱 심층적인 
데이터 캡처를 제공하고 시스템 레벨의 악성코드 및 파일 활동 시각화를 제공하는 Cisco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보안 및 사고 대응 팀에 중요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근본 원인 분석을 수행

하고, 감염된 시스템의 악성코드와 존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염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을 사용하면 신속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 재감염 라
이프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에서는 모든 시스템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을 통해 보안이 침해된 시스템의 악성코드와 광범위한 감염 간의 정확한 관계를 추적하고, 
FireAMP가 설치된 시스템에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고객은 이를 통해 시스템상의 의심스러

운 악의적 활동을 신속하게 찾은 다음, 모든 시스템에서 이와 유사한 징후를 매우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에서는 활동 및 상위 하위 계보 및 관계 등의 데이터를 추적합

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어떤 파일에서 어떤 파일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했는지, 어떤 파일에

서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그 반대의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에서는 다른 프로세스를 파생하거나 실행한 프로세스 같은 원래 프로세스도 검토합니다. 
또한 IP 주소, 포트, 프로토콜, URL을 비롯한 통신 정보를 추적합니다. (참조 그림 12.)

동적 전파 흔적 분석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잠재적인 보안 침해 지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에는 보안 침해가 일어났고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변경 사항 및 기
타 동작이 해당됩니다.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에서는 각 디바이스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스템에 위협이 침투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해당 디바이스의 감염 정도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 어떤 통신이 이루어졌습니까?

• 모르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이벤트 체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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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12 파일 및 디바이스 전파 흔적 분석

위에서 설명한 공격 체인과 마찬가지로, FireSIGHT Management Center의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흐
름에 따라 화면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침입 또는 보안 침해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의 흐름도에는 운영자가 잠재적인 위협 분석에서 수행해야 하는 샘플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본 원인 분석 단계를 위한 방법의 각 단계에 대한 화면 캡처 예시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는 샘플 워크플로일 뿐이며 이 섹션에 나온 예시 흐름에서는 FirePOWER Management System의 
전체 기능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림 13 사이버 방어자 분석 워크플로 샘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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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Context Explorer(컨텍스트 탐색기) 화면에서 드릴다운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참조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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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14 기본 컨텍스트 탐색기 화면

추가 드릴다운을 수행하면 그림 15에 나온 것처럼 "Compromise by Hosts"(호스트별 보안 침해) 및 
"Hosts by Indication"(지표별 호스트)이 표시된 화면이 나옵니다. Indicators of Compromise(보안 침
해 지표)는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호스트를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강력한 기능을 갖춘 화
면이며, 여기에서 Host Profile(호스트 프로필) 화면으로 드릴다운하여 추가 컨텍스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 15 보안 침해된 호스트 지표

그림 16에서 Indications of Compromise(보안 침해 지표)를 드릴다운하면 Traffic by Risk and 
Application(위험 및 애플리케이션별 트래픽), Intrusion Events by Risk and Application(위험 및 애플리

케이션별 침입 이벤트), Hosts by Risk and Application(위험 및 애플리케이션별 호스트)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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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16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별 보안 침해 지표

그림 17에는 Intrusion by Impact and Priority(영향 및 우선순위별 침입) 정보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Intrusion Information(침입 정보) 화면이 표시되며, 운영자는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작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릴다운을 하면 확인된 각 악성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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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17 세부적인 침입 정보

침입 정보를 추가로 드릴다운하면 Verified Threats Default Workflow(확인된 위협 기본 워크플로)(그
림 18 참조) 및 Intrusion Event Specifics(침입 이벤트 세부 정보)(그림 19 참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 18 확인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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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추가로 드릴다운하면 그림 19에 나온 것처럼 Event Specifics(이벤트 세부 정보) 화면이 있는 
Malware Event Attributes(악성코드 이벤트 속성) 단계가 나옵니다.

그림 19 이벤트 세부 정보

침입 세부 정보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수행할 워크플로의 다음 단계는 표적 파일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File Information(파일 정보) 화면(그림 20 참조)에서는 Network AMP 또는 FireAMP 클라이언트에

서 확인된 손상된 파일에 악성코드를 매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업에 파일 이름, 호스트, 악성

코드 매핑이 표시됩니다. 하나 이상의 호스트가 악성코드 탐지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화면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20 악성코드 및 파일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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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위의 섹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 분석 기능에서는 보안이 침해된 디바이스 
및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전체의 뷰를 제공합니다. 그림 21에는 Network File Trajectory(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 분석) 화면 및 Indication of Compromise(보안 침해 지표)를 호스트에 매핑하는 Host 
Profile(호스트 프로필) 화면과 추가 드릴다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21 네트워크 전파 흔적 분석 및 호스트 프로필

Malware Detected IoC(악성코드 탐지 IoC)를 선택하면 이 호스트의 악성코드 탐지에 대한 자세한 
속성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림 22 참조). 이 화면에서는 운영자가 의심스러운 파
일이 조직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악성코드 이벤트에 대한 컨텍스트별 정
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운영자가 파일의 샌드박싱을 위해 파일을 Cisco-Sourcefire 클라우드로 전
송하도록 선택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Security Intelligence 피드에서는 Cisco-Sourcefire 클라우

드, VRT, 기타 빅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트래픽 소스 및 대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URL 평판도 활용합니다. 
운영자는 위협 이벤트의 여러 소스를 활용하여 위협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9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22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확인된 위협

그림 23에는 의심스러운 파일의 분류/평가를 통해 결정된 최종 분석의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는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 파일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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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23 위협 분석 세부 정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나온 워크플로는 운영자가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사용

하여 분석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방법

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전체 경로에 따른 위협 관리 기능

FirePOWER System은 광범위한 위협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
격의 전, 중 후 전 범위에 걸쳐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 주요 설계 원칙인 경우, 이러한 기능

은 전체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솔루션은 단순한 특정 시점 솔루션 이상이어야 
하며 단일 공격 벡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림 24에서는 사용자의 보안이 침해된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액세스를 시도

하는 악성코드의 예시를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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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설계 개요
그림 24 전, 중, 후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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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이언트의 FireAMP는 클라이언트상의 파일 분석을 수행하여 악성코드를 식별하고 제거합
니다. ISE는 애플리케이션의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통해 사용자 및 디바이스 상태 확인을 수행
합니다. 사용자 활동이 FireSIGHT Management Center로 전송됩니다. FireAMP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2. Cisco 스위칭 패브릭은 SGACL을 시행하고 트래픽 분석을 위해 FireSIGHT Management Center 
및 Lancope StealthWatch에 NetFlow 기록을 전송합니다.

3. Nexus 7000을 ASA/FirePOWER 어플라이언스 클러스터 패브릭에 연결하여 데이터 블랙홀 및 
검사 우회를 방지합니다.

4. 확장 ACL(Access Control List) 시행, 트래픽 표준화, 프로토콜 검사 등을 지원하는 ASA Cluster
에 악성코드 패킷이 유입됩니다.

5. 침입 방지, 네트워크 AMP 파일 분석, 애플리케이션 탐지 및 제어, 파일 전파 흔적 분석, 네트워
크 전파 흔적 분석,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DLP 등을 지원하는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악
성코드 패킷이 유입됩니다.

6. Secure Enclave Architecture에서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계층화, East-West 하이퍼바이저 레이어 
보안, East-West 구역 보안, 자동화된 보안 워크로드 프로비저닝, 서비스 체이닝 기능 등을 제공합
니다. Secure Enclave Architecture의 ASAv 및 가상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하면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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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설계 시 고려 사항          
검증된 구성 요소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은 이러한 검증을 위한 토대입니다. 이 솔루션에서 검증된 추가 
구성 요소는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표 3 검증된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역할 하드웨어 릴리스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데이터 센터 방화벽 
클러스터

Cisco ASA 
5585-SSP60

Cisco ASA 소프트웨

어 릴리스 9.2

FirePOWER 어플라이

언스

NextGen IPS 플랫폼 3D8250 5.3

FireSIGHT Management 
Center Appliance

NextGen IPS 플랫폼 
관리

DC3500 5.3

FireAMP 엔드포인트 악성코드 
보호

해당 없음 XX 버전

Cisco Nexus 7000 어그리게이션 및 
FlexPod 액세스 스
위치

Cisco 7004 NX-OS 버전 6.1(2)

참고 Cisco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는 FireSIGHT, 보호, 악성코드, 애플리케이션, URL 
제어를 위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설계 시 고려 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려면 위협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음 섹션에서는 FirePOWER NextGen IPS 어플라이언스를 패브릭에 통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다음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및 엔드포인트용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의 지능

형 기술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는 종합적인 Threat Management System 기
능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와 관리 플랫폼 통합

플랫폼 관리 — FireSIGHT Management Center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중앙 집중형 관리 지
점 및 이벤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s에서는 침입, 파일, 악성

코드, 발견, 연결, 성능 데이터를 집계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FirePOWER 어플라

이언스에서 서로의 관계를 보고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전반전인 활
동을 평가 및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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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SIGHT Management Center의 주요 기능: 

• 디바이스, 라이센스, 정책 관리 

• 표, 그래프, 차트를 사용한 이벤트 및 컨텍스트 정보 표시 

•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 외부 알림 및 경고 

• 실시간 위협 대응을 지원하는 상관관계 분석, 보안 침해 지표, 복원 기능 

• 보고

• 고가용성(이중화) 기능으로 운영 연속성 보장

FirePOWER 물리적 및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FireSIGHT Management Center 관리의 경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림 25에는 FirePOWER 물리적 및 가상 
어플라이언스와 FireSIGHT Management Center 간의 정보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25 FireSIGHT Management Center 및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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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사용

2개의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고가용성의 한쌍으로 작동하여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예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FireSIGHT 
Management Center 간에는 정책, 사용자 계정 등이 공유됩니다. 이벤트는 두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모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각각의 구성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하나의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10분 후 다른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도 해당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각 FireSIGHT Management Center의 동기화 주기는 5분

이지만, 이러한 주기는 5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두 번의 5분 주기 이내에 
표시됩니다. 이 10분 동안에는 두 개의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구성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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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의 한쌍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 사용자 계정 속성

• 인증 구성 

• 맞춤형 사용자 역할 

•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인식에 대한 인증 개체, 액세스 제어 규칙의 사용자 상태에서 사용 가능
한 사용자 및 그룹 

• 맞춤형 대시보드 

• 맞춤형 워크플로 및 표 

• 디바이스 속성(예: 디바이스의 호스트 이름, 디바이스에서 생성한 이벤트가 저장되는 위치, 
디바이스가 상주하는 그룹) 

• 침입 정책 및 관련 규칙 상태 

• 파일 정책 

• 액세스 제어 정책 및 관련 규칙 

• 로컬 규칙 

• 맞춤형 침입 규칙 분류 

• 변수 값 및 사용자 정의 변수 

• 네트워크 검색 정책 

•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탐지기 및 탐지되는 애플리케이션 

• 활성화된 맞춤형 핑거프린트 

• 호스트 속성 

• 네트워크 검색 사용자 피드백(예: 참고 사항 및 호스트 중요도, 네트워크 맵에서 호스트/애플
리케이션/네트워크 삭제, 취약점 비활성화 또는 수정) 

• 상관관계 정책 및 규칙, 규정 준수 화이트리스트, 트래픽 프로필 

• 조정 스냅샷 및 보고 설정 변경 

• 침입 규칙, GeoDB(지리적 데이터베이스), VDB(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어플라이언스는 세 가지 모델로 제공되며 성능 등급은 표 4에 표시

된 것과 같습니다.

표 4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성능 

DC750 DC1500 DC3500

관리되는 최대 디바이
스 수

10 35 150

최대 IPS 이벤트 수 2,000만 3,000만 1억 5천만

이벤트 스토리지 100GB 125GB 400GB

최대 네트워크 맵(호스
트/사용자)

2000/2000 50,000/50,000 300,000/300,000

최대 흐름 속도 2000fps 6000fps 10000fps

고가용성 기능

LOM(Lights-out 
Management)

RAID 1, LOM, HA(고
가용성) 페어링

RAID 5, LOM, HA, 
이중화 AC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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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상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개의 물리적 및/또는 가상 어플라
이언스 관리를 지원합니다. VMware ESX4.5/5.x 이상 버전과 호환 가능하며 최소 4개의 CPU 코어 
및 최소 4G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고려 사항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의 라이센스는 Cisco Validated Designs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아니

지만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포괄적인 기술 및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 문서의 완성도를 
위해 라이센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FireSIGHT

FireSIGHT 라이센스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와 함께 포함되며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검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대한 FireSIGHT 라이센스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 및 그 관리되는 디바이스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개별 호스트 및 
사용자 수, 사용자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결정합니다. (표 5 참조)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처음 설정하는 동안 라이센스를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초기 설정에서 등록된 모든 디바이스가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라이센스가 없는 
디바이스로 추가됩니다.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초기 설정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라이센스를 
각 디바이스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 5 FireSIGHT Management Center 모델로 인한 FireSIGHT 제한

FireSIGHT Management Center 모델 FireSIGHT 호스트 및 사용자 제한

가상 FireSIGHT Management Center 50,000

DC500 1000(사용자 제어 없음)

DC750 2000

DC1000 20,000

DC1500 50,000

DC3000 100,000

DC3500 300,000

보호

보호 라이센스를 관리되는 디바이스에 적용하면 침입 탐지 및 방지, 파일 제어, 보안 인텔리전스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어

제어 라이센스를 관리되는 디바이스에 적용하면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이 라이센스는 디바이스에서 스위칭 및 라우팅(DHCP 릴레이 포함),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디바이스 및 스택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어 라이센

스에는 보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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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필터링

URL 필터링 라이센스를 관리되는 디바이스에 적용하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클라우드 기반 
범주 및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된 호스트에서 요청한 URL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지
나는 트래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필터링 라이센스에는 보호 라이센스가 필요합

니다. 

악성코드

악성코드 라이센스를 관리되는 디바이스에 적용하면 네트워크 기반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악성

코드 파일을 탐지, 캡처, 차단하고 동적 분석을 위해 해당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파일을 추적하는 파일 전파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악
성코드 라이센스에는 보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extGen IPS 패브릭 통합

FirePOWER 어플라이언스가 인라인 구축되면, 해당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여 여러 조건을 기준

으로 트래픽 흐름에 영향을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는 기존의 IPS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던 기능보다 더 개선된 위협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 문서

의 뒷부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A Cluster 통합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 CVD에서는 클러스터 모드에서 운영 중인 ASA 5585-X의 통합

을 위한 설계 및 구축 고려 사항에 대한 방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CVD의 릴리

스 이후, ASA 운영 체제에는 버전 9.2 최신 릴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9.2 릴리스에서는 
EtherChannel과의 액티브 링크를 최대 16개까지 지원하여 향상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이
를 통해 클러스터에서 ASA 5585-X를 최대 16개까지 확장하여 최대 640Gbps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SA Cluster를 구축할 경우, 모든 ASA마다 올바른 작동을 위해 ASA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이 있
어야 합니다. 또한 ASA를 일관된 방식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각 유닛에 동일한 유형의 포트

를 사용하여 패브릭에 연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클러스터 제어 링크의 동일한 포트를 스위

칭 패브릭에 사용하며 데이터 링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SA Cluster가 올바르게 구축되

면 클러스터의 마스터 유닛에서는 구성을 클러스터의 다른 유닛에 복제하며, 따라서 클러스터의 
구축은 모든 유닛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SA Cluster 성능

클러스터에 ASA 5585-X를 추가할 경우 전체 시스템 처리량을 해당 유닛의 총 처리 기능의 약 70% 
정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ASA 5585-X-SSP60의 처리량은 최적 트래픽, 점보 프레임 또는 UDP
의 경우 40Gbps이며 IMIX/EMIX 트래픽의 경우 약 20Gbps입니다. 최대 연결 및 초당 연결의 확장 
팩터는 각각 60% 및 50%입니다.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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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SA Cluster 성능

기능 성능

ASA 5585-X Firewall 처리량 - 멀티프로토콜 20Gbps

ASA 5585-X 16 노드 클러스터(IMIX/EMIX) 224Gbps

초당 TCP 연결 수(섀시 1개) 350,000 cps

ASA 5585-X 16 노드 클러스터 TCP cps 280만 cps

동시(최대) TCP 연결 수(섀시 1개) 최대 1,000만 개

ASA 5585-X 노드 클러스터 최대 연결 수 최대 9,600만 개

ASA Cluster 상태

마스터 유닛은 클러스터 링크를 통해 연결 유지 메시지를 전송하여 클러스터의 모든 유닛을 모니

터링합니다. ASA 인터페이스가 Spanned EtherChannel 모드에서 작동 중일 경우, 유닛에서는 
cLACP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고 링크 상태를 마스터에 다시 보고합니다. 상태 모니터링이 활성화

되면 장애가 발생한 유닛이 클러스터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마스터 유닛에 장애가 발생할 경
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의 다른 멤버가 마스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ASA에서 기존 Cisco IPS까지의 트래픽 흐름

이 문서 전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솔루션은 Single Site with TrustSe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
축되며, 따라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ASA 5585-X 16노드 클러스터에 통합하여 아키텍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SA 5585-X의 IPS 모듈의 트래픽 흐름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이 설계 가이드에 언급된 아키텍처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컨텍스트 및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SA 5585-X는 2슬롯 섀시이며 섀시의 첫 번째 슬롯에는 ASA 5585-X-SSP60 모듈이 있습니다.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 설계 가이드에서는 두 번째 슬롯에 IPS 모듈(5585-SSP-IPS60)
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슬롯에 IPS 모듈이 있을 경우, 트래픽 흐름은 
"IPS on a Stick"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ASA에 구성된 트래픽 정책은 그림 26에 표시된 것
처럼 DPI(Deep Packet Inspection)를 위해 IPS 모듈을 통과해야 하는 트래픽을 식별합니다. ASA 섀
시 안에서 트래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트래픽은 ASA 모듈을 떠나 IPS 5585-SSP-IPS60 모듈을 
통과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기본 모델을 수정하여 FirePOWER 어플라이

언스를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림 26 ASA에서 IPS 5585-SSP-IPS60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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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설계

이 섹션에서는 기존 Nexus 및 ASA 데이터 센터 고객이 Cisco FirePOWER 시스템의 지능형 위협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가지 아키텍처 옵션에 대해 살펴봅니다. 각 설계의 목
표는 네트워크 영향의 관점에서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표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위험, 패
킷 손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고가용성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입

니다. 고객이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Portfolio에 맞춰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할 경우, 
투자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초기 설계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가
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인라인 대 패시브, 물리적 및 가상, 규모 및 트래픽 관리, 보안 
솔루션 자체의 확장성 또는 지원되는 기능 등과 같은 구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옵션에

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중요한 필수 요소를 유지 관리하며 이는 바로 고객이 Cisco에서 기
대하는 점입니다. 그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용성

• 다운타임 없음

• 흐름 존속성

• 하드웨어 및 링크 이중화

• 링크 다양성 및 결정적 흐름 처리

• 예상대로 및 제대로 처리된 비대칭 패킷 흐름

• 트래픽 이상 징후 또는 허용할 수 없는 트래픽 블랙홀 처리

• 탄력적인 확장

• 낮은 레이턴시

• 서비스에 대한 기본 패킷 손실 불이익 없음

• 관리 용이성/가시성/오케스트레이션

• 보안 및 규정 준수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옵션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옵션 1 — 인라인 설계에 FirePOWER 사용(ASA Cluster Context Pairing)

• 옵션 2 — 패시브 설계에 FirePOWER 사용

• 옵션 3 — 가상 FirePOWER 및 가상 ASA 설계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 옵션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위협 흐름도를 적용하여 공격 전, 중, 후 전 
단계에 걸쳐 위협 중심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옵션 1 – ASA Cluster로 인라인에 FirePOWER 사용 

ASA Cluster Context Pairing 기술을 사용하면 규모의 문제로 인해 물리적 폼 팩터를 사용하여 구축

을 수행해야 할 경우, ASA를 사용한 인라인 FirePOWER NextGen IPS 구축의 처리량을 최고 수준

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구축은 잘못된 트래픽이 지정된 대상에 전달되기 전에 이를 제
거하는 한편, 이러한 작업을 네트워크 패브릭의 가장 최적의 위치에서 즉, 소스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ASA Cluster Context Pairing을 사용하면 Secure Data Center Design에

서 ASA Cluster 규모로 전체 범위의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penAppID™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 URL 분류 및 관련 보안 침해 지표

• FireSIGHT™ 엔드포인트 가시성, 컨텍스트, 관련 보안 침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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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POWER™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위협 관리 기능과 NextGen IPS

•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 사용자 신원 관리 옵션

• 클라우드 기반 빅 데이터 분석 및 Cisco의 Managed Threat Defense 서비스 활용

• 파일 및 네트워크 전파 흔적 분석

• 특정 시점 및 회귀적(지속적) 분석

• 취약점 관리

• 패치 관리

• 포렌식

• NextGen IPS 시스템의 fail open 또는 closed 기능

• ASA 구축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DRP 및 BGP 와 같은 지능형 네트워크 기능의 완벽한 
보완

• Secure Enclave Architecture 가상 구성 요소와 직접 통합(이 문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옵션 
3 Secure Enclave에서 가상 위협 관리 참조)

ASA Cluster Context Pairing 설계 옵션을 사용할 경우 인라인 시스템의 기존 물리적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센터 다운타임 없이 구축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며, ASA Cluster의 고유한 기능을 활용하여 비대칭 트래픽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ASA 유닛 
또는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모든 장애 시나리오에서 패킷이 전혀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합

니다.

설계 자체는 각 섀시의 듀얼 10GE 인터페이스를 통해 ASA 5585-X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상호 연결하고 VLAN 태그 재작성을 활용하여 구현합니다. IPS가 ASA 5585-X에 모듈로 포함될 경
우, 흐름에 추가 컨텍스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바이스 간의 흐름은 일반적인 흐름과 일관되

게 유지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비대칭 트래픽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두 번째 또는 사우스

바운드 ASA 컨텍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컨텍스트는 안전한 멀티 테넌트 가상화를 위
해 Secure Enclave Architecture에 바로 연결됩니다. ASA에는 각 ASA 섀시에 대한 컨텍스트 2개가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므로, 컨텍스트 라이센스를 이미 구매한 상태에서 멀티 컨텍스트 구축을 
아직 구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구축을 위해 추가 라이센스를 특별히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27 및 그림 28에는 ASA Cluster Context Pairing 옵션을 위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에 
필요한 최소 변경 사항이 표시 및 설명되어 있습니다.
40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설계 시 고려 사항          
그림 27 FirePOWER 구현 이전의 네트워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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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ASA Cluster는 cLACP를 사용하여 VLAN 2001과 3001 사이에서 투명 모드로 구현됩니

다. VLAN 흐름은 ASA와 Nexus 7K 사이(2001과 3001)의 기존 트렁크 링크에 마스킹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그림 28의 구현 "이후" 도표에 어떤 형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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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FirePOWER 구현 '이후'의 네트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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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의 구현 "이후" 도표에는 ASA Cluster Master에 적용된 약간의 변경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ASA에서는 두 번째(South)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비대칭 트래픽을 양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VLAN 2001은 원래 컨텍스트에 유지되며(멀
티 컨텍스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제외), 이러한 경우 이는 North Context의 멤버가 됩니다(참고: 
North라는 이름은 임의로 지정된 것입니다). VLAN 3001은 새로운 South Context South의 멤버가 
됩니다(South라는 이름은 임의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North에 대한 컨텍스트 2101 및 South
에 대한 컨텍스트 3101에 각각 새로운 VLAN이 추가됩니다. 호스트에 게이트웨이 또는 VLAN 변
경 사항이 없고, 트렁크 흐름 마스크가 변경(잘라내기)되지 않았으며, 솔루션에서는 Nexus 7K 스
위치에 연결하기 위해 이전에 설치된 ASA Cluster의 기존 링크를 활용하므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2개의 새로운 VLAN은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흐름에 통합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North와 South ASA 컨텍스트 사이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효과적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
렇게 하려면 ASA Cluster CCL 비대칭 리어셈블리의 고유한 기능을 활용하여 FirePOWER 어플라

이언스의 양쪽에서 비대칭 트래픽 흐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가 각 ASA의 새로운 물리적 10G 포트에 추가되고 각 ASA 컨텍스트에 할당되어, ASA Cluster의 
가장 최적화된 흐름 의미 체계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백플레인 방식의 흐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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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POWER 어플라이언스 VLAN 태그 스위칭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레이어 2 구축에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네트워크 세
그먼트 사이에 패킷 스위칭을 제공합니다. ASA Cluster Context Pairing 구축에서, 관리되는 디바이

스에 스위치드 인터페이스 및 가상 스위치를 구성하여 독립형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상 스위치에서는 호스트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패킷을 보낼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ASA를 호스트로 참조합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레이어 2에 구축하는 이 
방법은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2개의 10G 이더넷 인터페이스 간의 VLAN 태그를 로컬 
ASA에 있는 전용 10G 인터페이스로 스위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조 그림 29.)

그림 29 ASA 5585-X에서 3D8250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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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에는 FirePOWER 어플라이언스가 다음과 같이 통합된 ASA 5585-X 클러스터를 통해 통신

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패킷 흐름 

1. 패킷이 SVI VLAN 2001에 도착하고(서버 10.11.1.88에 ARP 요청) ASA가 외부 인터페이스 
MAC 주소로 응답합니다.

2.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SA North Context 1을 통과하여 FirePOWER VLAN 2101로 전
달된 패킷은 ASA South Context 2 등에 도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ASA의 VLAN 2001에 
도착하는 패킷은 ASA에서 처리되는 정책(클러스터링 소유자/관리자)입니다. 이 세션의 대칭 
흐름을 유지합니다.

3.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검사된 패킷이 (외부/내부) ASA Context 2 인터페이스에 전달
되며 VLAN TAG를 3101에 스위칭합니다.

4. ASA Context 2에서는 정책을 처리하고, 트렁크의 패킷을 VL3001에 다시 태그 처리하여 VLAN 
3001이 있는 Nexus7K로 다시 보냅니다.

5. Nexus7K에서는 패킷을 VLAN 3001을 통해 서버로 전달합니다.

6. 패킷이 서버 10.11.1.88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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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패킷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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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흐름을 위한 비대칭 트래픽 흐름 처리

올바르게 설계된 고가용성 데이터 센터에서는 비대칭 트래픽 흐름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위칭 구성 요소의 막대한 투자 가치를 완전히 이용하고 확장 가능한 (업)링크를 
가장 세 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션은 항상 양방향으로 진행되

므로, 대칭 LACP 해시에 기반을 둔 같은 소스와 대상의 트래픽이라 하더라도 왕복 과정에서는 다
른 물리적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

므로 NextGen IPS 같은 시스템에서는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거나 보이지 않는 패킷에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확성은 다른 경로를 선택한 누락된 패킷에 대한 허용도

가 높지 않습니다. ASA Cluster Context Pairing을 활용하면 두 논리적 ASA Cluster 사이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효과적으로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에서 제공

하는 고유한 비대칭 트래픽 흐름 처리를 통해 올바른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세션의 모든 
패킷을 항상 확인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세션의 소스와 대상 간의 
이동 방향과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예외 없이 세션의 모든 패킷을 
확인할 경우, 완전한 보안 숙련도를 제공하려면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림 31에는 소스와 대상 
간의 트래픽 흐름 비대칭에 대한 예시 및 ASA Cluster Context Pair에서 ASA CCL을 사용하여 각 
세션의 고착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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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SA Cluster Context Pair 내에서 비대칭 흐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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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흐름 

1. 소스 호스트에서 시작된 패킷은 정책 처리를 위해 로컬 스위치를 통해 ASA A1로 가는 경로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초기 속성은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의해 안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달됩니다.

2. 안전한 패킷이 예상 경로를 따라 대상 호스트에 도착합니다.

3. 대상 호스트에서 왕복 패킷을 전송합니다.

4. 로컬 스위치는 패킷이 ASA A2에 도착하도록 허용하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5. ASA A2는 비대칭 리어셈블리를 위해 CCL 의미 체계를 사용해 CCL 전반에 패킷을 전달하며, 
CCL에서는 패킷이 처리를 위해 올바른 ASA A1에 도착합니다.

6. 패킷은 올바른 경로를 사용하여 Context Pair를 통해 전송되므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서는 세션의 모든 패킷을 확인하고 흐름에 대한 올바른 보안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안전한 패킷이 예상한 대로 소스에 도착합니다.

설계 옵션 – 추가 VLAN이 없는 ASA Cluster Pair

멀티 테넌트 가상화를 위한 Secure Enclave Architecture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아직 계획되지 않
은 경우, 이전의 VLAN 2개(이 경우 2001 및 3001)만 사용하여 ASA Cluster Pair를 구축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설계 옵션(그림 32 참조)의 경우, ASA의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연결하는 인터

페이스는 VLAN 태그가 할당되지 않은 North 및 South 컨텍스트에 할당된 전용 물리적 인터페이

스입니다. 이러한 설계 옵션을 사용할 경우,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VLAN 태그 스위칭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EM 구성은 이 설계 옵션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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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추가 VLAN이 없는 ASA Cluster Context Pair

34
79

48

ASA 5585-X

  

South

10GE 10GE

3D 8250 

North

VLAN 2001VLAN 3001

 

VPN
 

Sourcefire 

그림 33에는 추가 VLAN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가 구축된 ASA 
5585-X Cluster를 통한 통신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구축 가이드에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패킷 흐름 

1. 패킷이 SVI VLAN 2001에 도착하고(서버 10.11.1.88에 ARP 요청) ASA가 외부 인터페이스 
MAC 주소로 응답합니다.

2.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SA North Context 1을 통과하여 SF로 전달된 패킷은 ASA 
South Context 2 등에 도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ASA의 VLAN 2001에 도착하는 패킷은 
ASA에서 처리되는 정책(클러스터링 소유자/관리자)입니다. 이 세션의 대칭 흐름을 유지합
니다.

3.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검사된 패킷이 (외부/내부) ASA Context 2 인터페이스에 전달
됩니다.

4. ASA Context 2에서는 정책을 처리하고, 트렁크의 패킷을 VL3001에 다시 태그 처리하여 VLAN 
3001이 있는 Nexus7K로 다시 보냅니다.

5. Nexus 7K에서는 패킷을 VLAN 3001을 통해 서버로 전달합니다.

6. 패킷이 서버 10.1.1.88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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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추가 VLAN이 없는 ASA Cluster Context Pair의 패킷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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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트래픽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페이

스 모듈의 기능에서 fail "open" 상태를 지원하여 트래픽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
은 모듈 유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은 ASA 5585-X의 포트 구성 및 관련 Nexus 
7000의 포트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되었습니다.

• 구성 가능한 우회 기능이 포함된 듀얼 포트 10GBASE MM 파이버 인터페이스

구성 가능한 우회 기능을 갖춘 다음과 같은 추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설계의 처리량

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성 가능한 우회 기능이 포함된 쿼드 포트 1000BASE-T 카퍼 인터페이스

• 구성 가능한 우회 기능이 포함된 쿼드 포트 1000BASE-SX 파이버 인터페이스

• 구성 가능한 우회 기능이 포함된 듀얼 포트 40GBASE-SR4 파이버 인터페이스(2U 디바이스 
전용)

쿼드 10G 모듈이 있는 8200 Series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플랫폼에서는 우회 기능을 지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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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Event Manager 선택적 구축 

ASA와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간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장애 또는 링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A가 클러스터에서 ASA 및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풀링하기 전까지 9초간 ASA 
Cluster의 상태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ASA의 EtherChannel 복구 메커니즘 때
문입니다. ASA VLAN 2101(North) 및 ASA VLAN 3101(South)을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연
결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모두 하나의 전용 인터페이스이지만, ASA Cluster 데이터 플레인 인
터페이스를 구성하려면 이 인터페이스들을 EtherChannel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의 
EtherChannel이지만, 그래도 이는 EtherChannel입니다. ASA의 EtherChannel 복구 메커니즘에서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링크를 복구하고 번들에 다시 포함하므로 타이머가 계속 적용

됩니다. 이 경우 ASA의 EtherChannel 링크 복구에 걸리는 기본(및 최소) 타이머 값은 9초입니다. 
후속 버전의 ASA 코드에서 이러한 타이머를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인터페이스를 모니

터링하는 EEM을 활용하면 이러한 지연 문제를 손쉽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EEM 스크립

트가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단일 링크 EtherChannel의 즉각적인 복구를 제공하는 별도의 
VLAN을 사용하여 ASA 및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속도의 보조 링크를 Nexus 7000에 
설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EEM에서는 이벤트 모니터링 도중 모니터링 대상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임계값에 도달하면 알림 
조치 또는 교정 조치를 수행합니다. EEM 정책은 이벤트를 정의하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정의하는 엔티티입니다(그림 34 참조). EEM 정책은 애플릿 또는 스크립트라

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애플릿은 CLI 구성 내에 정의되는 간단한 형식의 정책입니다. 스크

립트는 Tcl(Tool Command Language)로 작성되는 형식의 정책입니다. 

그림 34 EEM 정책

참고 ASA에 EEM의 Lite 버전이 구현된 경우에도, 이 솔루션에서는 EEM의 전체 기능이 구현된 Nexus 
7000에서 EEM을 사용합니다. 

그림 35에는 Enclave 1에 대한 North 및 Southbound 컨텍스트 간의 FirePOWER 어플라이언스가 나
와 있으며, 전용 EEM VLAN을 통한 Nexus 7000과의 추가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설정

되면 도표에 있는 스크립트 같은 EEM 스크립트로 Nexus 7000을 구성하여 FirePOWER 어플라이

언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9초간 지연되는 현상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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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E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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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위협 방어와 연관된 흐름 — 공격의 전, 중, 후 모든 단계 해당

그림 36은 ASA Cluster Context Pairing 옵션을 통해 보안이 침해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악성코드의 예입니다. 이 그림에서 ASA Cluster Context Pairing 구
축 옵션에 적용되는 공격의 전, 중, 후 단계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DC 
엣지의 North 연결이 데이터 센터 액세스 레이어의 대상 서버에 있는 파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패킷 흐름

1. 10.1.1.88에 대한 서버 요청이 Nexus 7000에 도착합니다. VLAN 2001에서 정책을 처리하기 위
해 North Context ASA에 요청이 도착하도록 지시하는 일반적인 레이어 3 및 레이어 2 프로세스
가 이어집니다.

2. ASA에서는 정책 검사를 실행하여 허용되는 소스/대상, 프로토콜, 포트, SGT 정보 등을 확인하
는 방식으로 공격 표면을 줄입니다. 요청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패킷이 VLAN 2101에 
다시 태그 처리되며, NextGen IPS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South 클러스터 쌍으로 패킷이 전
달됩니다.

3. 요청에 포함된 패킷은 NextGen IPS를 통해 처리되며 완전한 인라인 보안 확인, 검사, 관리 기
능을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는 위협 관리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애플리케
이션 가시성, 지리적 정책, 지능형 악성코드 차단, IoC, 디바이스 컨텍스트, 전파 흔적 분석 등
이 해당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기 속성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패킷이 VLAN 3101
에 다시 태그 처리되고 South ASA Context MAC 주소로 전달됩니다.

4. 패킷이 South ASA Context에 도착하고 추가 정책 확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5. 정책이 확인되면 South Context ASA에서는 패킷을 VLAN 3001에 다시 태그 처리하고 Nexus 
7000으로 전달하여 대상 서버 10.1.1.88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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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패킷이 액세스 레이어에 도착하면 Secure Enclave Architecture에서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계
층화, East-West 하이퍼바이저 레이어 보안, ASAv 및 가상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통한 
East-West 구역 보안, 자동화된 보안 워크로드 프로비저닝, 서비스 체이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이 단계에서 엔드포인트의 AMP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exus 1000v를 사용하
고 있는 경우 포트 프로필 SGT 할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ure Enclave Architecture 설계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36 ASA Cluster Context Pairing의 위협 흐름 – 공격 전, 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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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의 전, 중, 후 구성 요소에 대한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위협 관리 시
스템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2 — 패시브 설계에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패시브 설계 모델에서 FirePOWER 시스템을 사용하는 옵션 2에서는 규모 요구 사항으로 인해 물
리적 폼 팩터를 사용하여 구축을 수행해야 할 경우, 레이턴시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량을 최고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 레이어에서 트래픽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옵션도 이 설계 옵션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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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구축에는 잘못된 트래픽이 지정된 대상에 전달되기 전에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

나, 위협 가시성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 강력한 신뢰성을 제공하며 보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
동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설계의 경우 ASA Cluster 규모에서 Secure Data Center 설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보안 기능을 계속 지원합니다.

• OpenAppID™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 URL 분류 및 관련 보안 침해 지표

• FireSIGHT™ 엔드포인트 가시성 및 관련 보안 침해 지표 

•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악성코드

• FirePOWER™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위협 관리 기능과 NextGen IPS

•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 사용자 신원 관리 옵션

• 클라우드 기반 빅 데이터 분석 및 Cisco의 Managed Threat Defense 서비스 활용

• 파일 및 네트워크 전파 흔적 분석

• 특정 시점 및 회귀적(지속적) 분석

• 취약점 관리

• 패치 관리

• 포렌식

그림 37을 보면 액티브/스탠바이 구성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이중 쌍이 구현되어 있습니

다. 각 코어 Nexus 7000 스위치에 SPAN 모니터링 세션이 생성되었습니다. Nexus 7000은 최대 48개의 
모니터링 세션을 지원하며, 대부분의 다른 Cisco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여러 소스 인터페이스/VLAN 
및 여러 대상 인터페이스/VLAN을 모두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흐름 TX, RX 또는 '양쪽' 방향

의 트래픽 모니터링도 지원합니다. 그림 37에 나와 있는 옵션의 경우, 모든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또는 엣지로 들어오고 나가는 코어를 통해 교차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선
택에 따라 모니터링 모드에서 가상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액세스 레이어에서 
East-West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이
러한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단일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아
래 예에는 몇 가지 장애 시나리오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Nexus 7000 섀시, 코어와 어그리게이션 간
의 모든 업링크,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장애 또는 같은 상황의 인터페이스 장애가 포함됩니다. 
기본 구성은 그림 37에 나와 있습니다. Nexus 7000 SPAN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

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docs/switches/nexus-7000-series-switches/113038-span-nexus-c
onfig.html 

그림 37에는 모니터링되는 물리적 North-South 흐름 및 가상화 레이어 East-West 흐름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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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체 NextGen IPS 패시브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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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패시브 IPS 구축과 마찬가지로,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규모입니다. 링크가 많이 로드된 경
우, Nexus 7000과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간의 단일 10G 링크를 통해 모든 트래픽이 들어오기

가 어렵습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링크를 추가하거나, 구축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쉬운 
경우 전체적인 규모를 조정하거나,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40G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도록 
선택하는 등 몇 가지 옵션을 사용하여 완벽한 가시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37을 보면 모든 
코어 링크가 10G인 경우 총 트래픽을 80G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솔루션을 확장

합니다.

이 예시에 사용된 FirePOWER HA는 기본 액티브/스탠바이 시스템입니다. 이 설계에서 두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는 모두 트래픽 사본을 수신하지만, 액티브 시스템만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이벤트 기록을 생성합니다.

옵션 3 — 가상 FirePOWER 및 가상 ASA 설계

ASA Cluster Context Pairing을 사용하는 옵션 1에서는 규모의 문제로 인해 물리적 폼 팩터를 사용

하여 구축이 실행되었으므로, ASA Cluster를 사용한 인라인 NextGen IPS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

다. Secure Enclave에서 위협 관리를 수행하는 옵션 3에서는 ASA Cluster Context Pairing 옵션, 
EEM 구축 등을 계속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 설계는 Enclave에서 ASAv 및 가상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가상 폼 팩터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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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ecure Enclave Architecture의 전체 세부 정보는 Cisco Validated Design: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ecure Enclaves Architecture 에서 제공됩니다.

옵션 3은 ASA Cluster Context Pairing을 활용하므로 이 섹션에서는 이 옵션의 요약을 제공하며, 
ASAv 및 가상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통합 위협 방어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가상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중앙 집중형 FireSIGHT Management Center 
관리 플랫폼에서 모든 위협 관리 워크플로를 관리합니다. ASA Cluster Context Pairing 옵션과 마
찬가지로, 가상 FirePOWER 및 가상 ASA 설계 옵션에서는 유사한 통합 위협 기능 모음을 사용합

니다.

• OpenAppID™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 URL 분류 및 관련 보안 침해 지표

• FireSIGHT™ 엔드포인트 가시성, 컨텍스트, 관련 보안 침해 지표 

•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악성코드

• FirePOWER™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위협 관리 기능과 NextGen IPS

•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 사용자 신원 관리 옵션

• 클라우드 기반 빅 데이터 분석 및 Cisco의 Managed Threat Defense 서비스 활용

• 파일 및 네트워크 전파 흔적 분석

• 특정 시점 및 회귀적(지속적) 분석

• 취약점 관리

• 패치 관리

• 포렌식

• NextGen IPS 시스템의 fail open 또는 closed 기능

• ASA 구축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DRP 및 BGP 와 같은 지능형 네트워크 기능의 완벽한 
보완

• Secure Enclave Architecture 가상 구성 요소와 직접 통합 

또한 이 설계 옵션에서는 가상화 플랫폼과의 통합도 지원합니다.

• VXLAN

• 서비스 체이닝

• vMotion

• 포트 프로필에서 Secure Group Tag 매핑

그림 38에는 Secure Enclave Architecture에서 가상 위협 관리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각 Enclave에
는 VLAN 쌍들이 있는데 일부는 라우티드, 일부는 투명입니다. 가상화 구성 요소는 강조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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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ecure Enclave Architecture에 연결된 ASA Cluster Context Pa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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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POWER 어플라이언스 성능 설계 고려 사항

표 7에서는 알려진 대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성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단
일 3D8250 처리량은 10Gbps로 알려졌으나, ASA Cluster에 디바이스를 통합하면 최대 처리량의 범
위를 10Gbps에서 160Gbps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고객은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 7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성능 

기능 성능

IPS 처리량 10Gbps

ASA 5585-X 16노드 클러스터일 때 IPS 처리량 160Gbps

방화벽 전용(IPS 없음) 20Gbps

초당 TCP 연결 수 180,000

ASA 5585-X 16노드 클러스터의 초당 TCP 연결 수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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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레이턴시 구현

앞서 설명했듯이 레이턴시가 가장 낮은 구축 옵션은 패시브 구축이지만, FirePOWER 어플라이언

스를 조정하여 레이턴시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규칙 레이턴시 임계값을 설정하면 보안과 레이턴시 
유지 필요성의 균형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 레이턴시 임계값은 각 규칙에서 
개별 패킷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처리 시간이 규칙 레이턴시 임계값(구성 가능

한 연속 횟수)을 넘을 경우 위반 규칙 및 지정된 시간에 대한 관련 규칙 그룹을 동시에 중단하며, 
일시 중단이 만료되면 해당 규칙을 복원합니다.

규칙 레이턴시 임계값은 처리 시간뿐만 아니라 소요된 시간까지 측정하여 패킷을 처리하는 규칙

에 필요한 실제 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러나 레이턴시 임계값은 엄격한 타이밍을 시
행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반 레이턴시 구현입니다.

패킷 레이턴시 임계값을 사용할 경우, 디코더 처리가 시작되면 각 패킷의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타이밍은 패킷의 모든 처리가 종료되거나, 처리 시간이 타이밍 테스트 지점의 임계값을 초과할 때
까지 계속됩니다.

그림 39에 표시된 것처럼, 패킷 레이턴시 타이밍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 지점에서 테스트됩니다.

• 모든 디코더 및 프리프로세서 처리가 완료된 이후 및 규칙 처리가 시작되기 이전

• 각 규칙에 따라 처리된 이후 처리 시간이 테스트 지점의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패킷 검사가 중
단됩니다. 

그림 39 패킷 레이턴시

 1  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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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TCP 연결 수 12,000,000

ASA 5585-X 16노드 클러스터의 동시 TCP 연결 수 96,000,000

표 7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성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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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레이턴시 임계값을 사용하면 과도한 처리 시간이 요구되는 패킷 검사를 중단함으로써 패시

브 및 인라인 구축 시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고, 인라인 구축 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은 경우 이러한 성능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패시브 및 인라인 구축에서 과도한 시간을 들여 여러 규칙별 패킷 검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
는 경우 

• 인라인 구축에서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된 경우(예: 누군가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패킷 
처리 속도가 느려짐) 

통신 포트 요구 사항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간의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려

면 특정 포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방향 통신은 SSL 암호화 통신 채널이며 8305/TCP 
포트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능 관련 포트는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관련 기능이 구성되지 
않는 한 닫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는 통신 포트를 수정할 수 있으나, 구축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25/TCP(SMTP) 아웃바운드 포트를 닫으면 개별 침입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 알림이 디바이스에 전
송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443/TCP(HTTPS) 포트를 닫아 물리적 관리되는 디바이스의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디바이스에서 동적 분석을 위해 
의심스러운 악성코드 파일을 클라우드에 제출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시스템과 인증 서버 간에 연결을 구성할 경우 LDAP 및 RADIUS 인증을 위한 맞춤형 포트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관리 포트(8305/TCP)는 변경할 수 있으나, 가급적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포트를 변경하면 네트워크의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간에 통신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모든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포트도 변경해야 합니다. 포트 32137/TCP를 사용

하여 업그레이드된 FireSIGHT Management Center와 Sourcefire 클라우드가 통신을 수행하도록 지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포트는 443 포트로 스위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urcefire 3D System Users Guide에서 "Default Communication Ports for Sourcefire 

3D System Features and Operations Table"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네트워크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보호하려면 보호되는 관리 네트워크에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해

야 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구성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만 제공되도록 할 수 
있으나, 방화벽 외부에서 공격이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또는 모든 관리되는 디바이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 및 관리되는 디
바이스가 같은 네트워크에 상주할 경우, 디바이스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FireSIGHT Management 
Center 같은 보호되는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또
는 중간자(man-in-the-middle) 공격을 통해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간의 통신을 중단, 차단 또는 
조작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단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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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시스템 정책을 사용하여 어플라이언스의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폴링을 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SNMP 기능은 SNMP 프로토콜의 1, 2, 3 버전 사용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정
책 SNMP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어플라이언스에서 SNMP 트랩을 전송하지 않으며, MIB의 정
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통한 폴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입니다. 어플라이언스를 폴
링하는 모든 컴퓨터에 SNMP 액세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SNMP MIB에는 FirePOWER 어플라이언

스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MIB를 폴링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호스트에 
대한 SNMP 액세스용 액세스 목록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Sourcefire도 SNMPv3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관리 액세스에 강력한 비 번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isco-Sourcefire 클라우드 통신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는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얻습

니다.

• 조직에 FireAMP 서브스크립션을 보유한 경우, 엔드포인트 기반 악성코드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제어 규칙과 관련된 파일 정책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전송된 파일을 관리되
는 디바이스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URL 필터링을 사용할 경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자주 방문하는 URL에 대한 
범주 및 평판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류되지 않은 URL에 대한 조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에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FirePOWER 어플라

이언스 로컬 데이터 집합의 URL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

드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만,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30분마다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항상 시스템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합니

다. 일일 업데이트 양이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5일 이상 경과하면 새
로운 URL 필터링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데 대역폭에 따라 20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업데이트 자체를 수행하는 데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따라서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거나, 스케줄러를 통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예약하여 가장 최
신 상태의 관련 URL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URI 정보 공유 

선택에 따라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탐지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탐지된 파일 및 SHA-256 해시 
값과 관련된 URI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유는 선택 사항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Cisco에 전송하면 
추후에 악성코드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7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 설계 시 고려 사항
인터넷 액세스 및 고가용성

시스템에서는 80/HTTP 및 443/HTTPS 포트를 사용하여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에 연결하며 프
록시 사용도 지원합니다. 고가용성 구축 시 FireSIGHT Management Center 간에 모든 URL 필터링 
구성 및 정보가 동기화되지만, 기본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만 URL 필터링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기본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직접 인터넷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하며, 보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를 액티브로 상향 조정합니다. 

두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클라우드 연결 또는 악성코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고가용성 
쌍입니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고, 탐지된 파일의 악성코드 속성을 두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기본 및 보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클라우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위협 관리 시스템 기능 — 설계 고려 사항

FirePOWER 어플라이언스가 패브릭에 올바르게 통합되면, 이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고 공격의 
전 범위에 걸쳐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공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러한 기능에 대한 설계 가이드 및 공격의 전 범위에서 각 단계에 각 기능을 매핑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합니다. 매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기능은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됩니다. 

위협 억제 및 복원

보안 인텔리전스 목록 및 피드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전, 공격 중 단계

액세스 제어 정책에 따라 보안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하면 소스 또는 대상 IP 주소를 기준으로 지
정된 트래픽이 네트워크를 이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액세스 제어 규칙으로 트래픽을 
분석하기 전에 특정 IP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IP 
주소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면 시스템에서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연결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액세스 제어 정책에는 전역 화이트리스트 및 전역 블랙리스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또한 각 액세스 제어 정책 내에서 네트워크 개체와 그룹, 보안 인텔리전스 리
스트 및 피드를 조합하여 별도의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항목은 보안 영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안 인텔리전스 피드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가 HTTP 또는 HTTPS 서버에서 구성 가능

한 간격으로 다운로드하는 IP 주소의 동적 컬렉션입니다. 피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FirePOWER 시스템에서는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Cisco
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 인텔리전스 피드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Sourcefire 
VRT에서 확인한 평판이 좋지 않은 IP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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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전, 공격 중 단계 

네트워크 기반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를 사용하면 몇 가지 유형의 파일로 된 악성코

드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에서는 추가 분석을 위해 탐지된 파일

을 하드 드라이브 또는 악성코드 스토리지 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파일의 저장 여부에 
상관없이, 파일을 Cisco-Sourcefire 클라우드로 제출하면 파일의 SHA-256 해시 값을 사용하여 알
려진 속성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 분석을 위해서도 파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렇게 하면 이 섹션의 뒷부분에서 다루는 위협 점수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별 정보를 사용

하여 특정 파일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차단은 전반적

인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일부로 구성되며, 액세스 제어 규칙과 관련된 파일 정책은 네트워크 트래

픽이 규칙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합니다. 그림 40에는 Cisco-Sourcefire 클라우드, FireSIGHT 
Management Center, Network AMP, 엔드포인트 간의 통신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40 악성코드 정보 흐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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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AMP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전, 공격 중 단계

엔드포인트 보호는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설계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 주제가 포함된 
이유는 이러한 디바이스가 데이터 센터 자산에 액세스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설명에 이
러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ireAMP는 Cisco의 엔터프라이즈급 지능형 악성코드 분석 및 보호 솔루션으로 지능형 악성코드,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APT), 표적 공격의 침투를 발견 및 파악하고 차단합니다. 조직에서 
FireAMP 서브스크립션을 보유한 경우, 개별 사용자는 FireAMP Connector를 개인 컴퓨터 및 모바

일 디바이스(또는 엔드포인트)에 설치합니다. 이 경량형 에이전트는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와 
통신을 수행하고 이 클라우드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와 통신을 수행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클라우드에 연결하도록 구성을 완료하면,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에 검사, 탐지, 격리를 수행한 결과로 생성된 엔드포인트 기반 
악성코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FireAMP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스트의 보안 침해 지표를 생성 및 추적하고, 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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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AMP 구축을 구성하려면 FireAMP 포털(http://amp.sourcefire.com/)을 사용합니다. 이 포털을 
이용하면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격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식별하고, 
전파 흔적을 추적하고,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FireAMP를 사용하면 맞춤형 보호를 생성하고, 그룹 정책을 기반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을 차단하며, 맞춤형 화이트리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AMP와 엔드포인트 기반 FireAMP

FireAMP 악성코드 탐지는 다운로드 시 또는 실행 시 엔드포인트에서 수행되므로, 관리되는 디바

이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유형의 악성코드 이벤트에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 기반 악성코드 이벤트에는 파일 경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호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반면 네트워크 트래픽의 악성코드 탐지에는 포
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파일 전송에 사용되는 연결에 대한 원래 IP 주소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 기반 악성코드 이벤트의 경우 사용자 정보에는 네트워크 검색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악성코드가 목표로 한 호스트에 가장 최근 로그인한 사용자가 사용자 정보에 
표시됩니다. 반면 FireAMP에서 보고된 사용자 정보에는 로컬 커넥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악
성코드가 탐지된 엔드포인트에 최근 로그인한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참고 엔드포인트 기반 악성코드 이벤트에 보고된 IP 주소는 네트워크 맵에 없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서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축, 네트워크 아키텍처, 규정 준수 레벨, 기타 요인에 따라, 
커넥터가 설치된 엔드포인트는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침입 탐지 및 방지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단계

침입 탐지 및 방지는 정책 기반 기능이며, 액세스 제어에 통합되어 네트워크 트래픽의 보안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인라인으로 구축된 경우 악성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침입 정책에는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프로토콜 헤더 값, 페이로드 컨텐츠, 특정 패킷 크기 특성을 검사하는 규칙 

• FireSIGHT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 규칙 상태 구성 

• 고급 설정(예: 프리프로세서), 기타 탐지 및 성능 기능 

• 관련 프리프로세서 및 프리프로세서 옵션을 위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는 프리프로세서 규칙

시스템에서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Snort®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침입 이
벤트를 생성하며, 이러한 이벤트는 특정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에 적용된 
침입 정책을 위반하는 트래픽을 기록합니다. 그림 41에는 기본 검사 흐름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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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본 검사 흐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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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이벤트를 검토하고 네트워크의 컨텍스트에 해당 이벤트가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침입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링크 레이어 디코더(예: Ethernet II 디코더) 

• 네트워크 레이어 디코더(예: IP 디코더) 

• 전송 레이어 디코더(예: TCP 디코더) 

•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디코더 또는 프리프로세서(예: HTTP 검사 프리프로세서) 

• 규칙 엔진

이벤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벤트가 생성된 날짜 및 시간 

• 이벤트 우선순위 

• 네트워크 검색을 사용할 경우, 이벤트와 연관된 영향 플래그 

• 이벤트를 유발한 패킷이 인라인, 스위치드 또는 라우티드 구축 시 제거되었거나 제거될 가능
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 이벤트를 생성한 디바이스의 이름 

• 이벤트를 유발한 패킷의 프로토콜 

• 이벤트의 소스 IP 주소 및 포트 

• 이벤트의 대상 IP 주소 및 포트 

• 소스 호스트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 

• ICMP 유형 및 코드(ICMP 트래픽용) 

• 이벤트를 생성한 Cisco FirePOWER System 구성 요소(예 :규칙, 디코더 또는 프리프로세서) 

• 이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이벤트를 생성한 규칙의 분류 

• 호스트가 멤버인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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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SIGHT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FireSIGHT는 호스트,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파일, 네트워크, 지리적 정보, 취약점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는 Cisco의 검색 및 인식 기술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뷰를 제공하고 보안 침해 지표를 안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FireSIGHT가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

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를 수행하고 침입 규칙 상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스트를 위해 상관관계가 있는 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호
스트의 보안 침해 지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표 8에는 FireSIGHT에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표 8 FireSIGHT 가시성 

범주 샘플

Cisco  
NGIPS 및 NGFW 일반 IPS 일반 NGFW

위협 공격, 이상 징후 예 예 예

사용자 AD, LDAP, POP3 예 아니요 예

웹 애플리케이션 Facebook 채팅, 
Ebay

예 아니요 예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HTTP, SMTP, 
SSH

예 아니요 예

클라이언트 애플

리케이션

Firefox, IE6, 
BitTorrent

예 아니요 아니요

네트워크 서버 Apache 2.3.1, IIS4 예 아니요 아니요

OS(Operating 
Systems)

Windows, Linux 예 아니요 아니요

라우터 및 스위치 Cisco, Nortel, 
무선

예 아니요 아니요

무선 액세스 포
인트

Linksys, Netgear 예 아니요 아니요

모바일 디바이스 iPhone, Android 예 아니요 아니요

프린터 HP, Xerox, Canon 예 아니요 아니요

VoIP 폰 Avaya, Polycom 예 아니요 아니요

가상 머신 VMware, Xen 예 아니요 아니요

보안 침해 지표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네트워크의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침입, 악성코드 및 기타 이벤트의 상관성을 분석하

여 호스트의 보안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호스트에 IOC(보안 
침해 지표) 태그를 추가합니다. IOC 데이터를 활용하면 IOC 데이터가 호스트와 상호 연결될 경우 
모니터링되는 네트워크의 위협에 대해 알기 쉬운 전체적인 설명이 제공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포렌식 분석, 동작 프로파일링, 액세스 제어, 조직의 
민감한 취약점과 익스플로잇의 완화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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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파일 분석(샌드박싱)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파일에 추가 악성코드 분석 및 위협 식별을 수행할 경우, 동적 분석을 위해 적합한 캡처 파일을 
Sourcefire 클라우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isco-Sourcefire 클라우드는 테스트 환경에서 파일을 
실행하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위협 점수 및 동적 분석 요약 보고서를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제공합니다. Spero 분석을 위해 적합한 파일을 Cisco-Sourcefire 클라우드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파일의 구조를 검토하여 악성코드 식별을 보완합니다. 동적 분석을 위해 클라우

드에 파일을 제출하는 작업은 캡처한 파일의 유형뿐만 아니라, 액세스 제어 정책에 구성된 허용 
가능한 최소 및 최대 파일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동적 분석을 위해 자동으로 제출 - 파일 규칙에서 실행 파일에 악성코드 클라우드 조회를 수행
하는 경우 및 파일 속성을 알 수 없는 경우 

• 동적 분석을 위해 한 번에 최대 25개의 파일 수동으로 제출 - 저장 및 지원되는 파일 유형이 PDF, 
Microsoft Office 문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된 파일은 클라우드의 분석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캡처된 파일 및 파일의 전파 흔적을 확인하

여 파일이 동적 분석을 위해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 분석을 위해 파일을 제출할 
때마다 클라우드에서는 파일을 분석하며, 첫 번째 분석에서 결과가 생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

니다. 클라우드의 경우 샌드박스 환경에서 파일을 실행하여 동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분
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 위협 점수 - 파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 동적 분석 요약 보고서 - 클라우드에서 해당 위협 점수를 할당한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

파일 정책 구성을 기준으로, 정의된 임계값보다 위협 점수가 높은 파일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동적 분석 요약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악성코드를 파악하고 탐지 기능을 세 하게 조정

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결 데이터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는 네트워크의 호스트에서 생성한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액세스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특정 조건과 일치할 경우 연결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 이벤트에는 탐지된 세션에 대한 데이터(예: 타임스탬프, IP 주소, 지리적 
위치, 애플리케이션 등)가 포함됩니다. 액세스 제어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결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네트워크 트래픽이 보안 인텔리전스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거나 모니터링되는 경우(이 
경우 보안 인텔리전스 이벤트도 생성됨) 

• 네트워크 트래픽이 모니터링되지 않는 액세스 제어 규칙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 네트워크 트래픽이 액세스 제어 정책의 기본 작업에 의해 처리된 경우 

• 네트워크 트래픽이 최소 하나의 모니터링 규칙 조건을 충족할 경우(자동으로 활성화됨) 

• 액세스 제어 규칙과 관련된 침입 정책에서 이벤트를 생성한 경우(자동으로 활성화됨) 

• 액세스 제어 규칙과 관련된 파일 정책에서 파일을 탐지 또는 차단하거나, 악성코드를 발견 또
는 차단한 경우(자동으로 활성화됨)

개별 액세스 제어 규칙, 정책, 구성에 연결 로깅을 연동하면 로깅되는 연결을 세 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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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요약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후 단계

Cisco FirePOWER System에서는 5분 간격으로 수집된 연결 데이터를 연결 요약으로 취합하며, 시
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연결 그래프 및 트래픽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선택에 따라 연결 
요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워크플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연결 이벤트에 기반을 
둔 워크플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해당하는 연결 종료 이벤트를 연결 요약 데이터로 취
합할 수는 있지만, 보안 인텔리전스 이벤트에 대한 연결 요약 정보가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결을 취합하려면 연결의 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결의 종료를 나타냄 

• 소스 및 대상 IP 주소가 동일하며, 응답자(대상) 호스트에서 동일한 포트를 사용함 

•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함(TCP 또는 UDP) 

•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함 

• 동일한 FireSIGHT 관리 디바이스로 탐지되거나 동일한 NetFlow 지원 디바이스에 의해 내보내
기됨 각 연결 요약에는 총 트래픽 통계 및 요약에 나와 있는 연결 수가 포함됩니다. 

연결 요약에는 요약의 취합된 연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

이언트 정보는 연결 데이터를 연결 요약으로 취합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므로 요약에는 클라이언

트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액세스 제어 및 세그멘테이션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을 Secure Enclaves Architecture와 함께 사용하면 광범위한 액세

스 제어 및 세그멘테이션 기능이 제공됩니다. 

액세스 제어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전, 공격 중 단계

액세스 제어 정책은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액세스 제어 정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하나 이상의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 적
용할 수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에는 현재 적용된 정책이 하나씩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액세스 제어 정책으로 보안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트래픽을 필터링할 수 있
으며, 그런 다음 정책의 기본 작업을 사용하여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은 트래픽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모든 트래픽 차단 

• 추가 검사 없이 네트워크에 진입하려는 모든 트래픽 신뢰 

• 네트워크에 진입하려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고, 네트워크 검색 정책만 사용하여 트래픽 검사 

• 네트워크에 진입하려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고, 침입 및 네트워크 검색 정책을 사용하여 트
래픽 검사

선택에 따라 액세스 제어 규칙을 정책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

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세 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규칙에는 규칙 작업이 지정되어 침입 또
는 파일 정책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트래픽을 신뢰, 모니터링, 차단 또는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합

니다. 각 규칙에는 특정 트래픽을 제어할지 여부를 식별하는 조건 집합이 포함됩니다. 규칙은 간
단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며 보안 영역, 네트워크, VLAN, 소스 또는 대상 국가/지역, Active 
Directory LDAP 사용자 또는 그룹, 애플리케이션, 전송 프로토콜 포트, URL을 임의로 조합하여 트
래픽과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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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는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를 통과하는 트래픽 흐름이 나와 있으며 해당 트래픽에 수
행된 검사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빠른 경로를 통과했거나

(fastpathed)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트래픽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제어 규칙 또는 기본 작업

으로 처리된 트래픽의 경우, 규칙 작업에 따라 흐름 및 검사가 달라집니다. 간소화를 위해 규칙 작
업이 도표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시스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트래픽 또는 차단된 트래픽에는 어
떠한 검사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 작업에서는 파일 검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림 42 액세스 제어 정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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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응답 페이지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후 단계

액세스 제어 규칙이 사용자의 HTTP 요청을 차단할 경우, 세션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이 구성되

는 방식에 따라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규칙 작업을 선택할 경우 
다음을 선택합니다.

• 차단 또는 차단 후 초기화로 연결을 거부합니다. 차단된 세션의 시간이 초과되며, 시스템에서 
차단 후 초기화 연결을 초기화합니다. 두 가지 차단 작업 모두, 연결이 거부되었음을 설명하는 
맞춤형 페이지로 기본 브라우저 또는 서버 페이지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차단 또는 인터랙티브 차단 후 초기화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나타내는 HTTP 응답 
페이지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계속하거나 새로 고쳐서 원
래 요청한 사이트를 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엔드 유저에게 정책 시행 작업에 대해 알릴 경우, 트래픽이 차단된 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사용자와 관리자의 불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인텔리전스 블랙리스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기반으로 
탐지되므로 HTTP 응답 페이지에 차단된 트래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원 관리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에서 로그인을 탐지하면 다음 정보를 FireSIGHT Management Center로 
전송하여 사용자 활동으로 기록합니다.

• 로그인에서 확인된 사용자 이름 

• 로그인 시간 

• 로그인에 사용된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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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POP3, IMAP, SMTP 로그인용) 

• 로그인을 탐지한 디바이스의 이름 사용자가 이전에 탐지된 적이 있는 경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해당 사용자의 로그인 이력을 업데이트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POP3 및 IMAP 로그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LDAP 사용자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새로운 IMAP 로그인

을 탐지하고 IMAP 로그인의 이메일 주소가 기존 LDAP 사용자와 일치할 경우, IMAP 로그인에서

는 신규 사용자를 생성하지 않고 해당 LDAP 사용자의 이력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가 이전에 
탐지된 적이 없는 경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해당 사용자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로그인 이벤트에는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다른 로그인 유형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고유한 AIM, SIP, Oracle 로그인에서는 항상 새
로운 사용자 기록을 생성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 활동 또는 사용자 신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 검색 정책이 해당 로그인 유형을 무시하도록 구성된 경우

•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SMTP 로그인을 탐지했지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이전에 탐지된 LDAP, POP3 또는 IMAP 사용자가 없는 경우 

Active Directory 서버를 통해 사용자 활동을 모니터링하려면 Microsoft Active Directory LDAP 서
버에 Sourcefire User Agents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제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Sourcefire 
User Agents가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자를 IP 주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상태

가 포함된 액세스 제어 규칙이 트리거됩니다. 

하나의 Sourcefire User Agent를 사용하여 최대 5개의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사용자 활동을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에이전트에 연결된 각 FireSIGHT Management 
Center와 모니터링되는 LDAP 서버 간에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활용하면 User Agents
에서 로그인 및 로그오프가 탐지된 사용자의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세스 
제어 규칙을 사용할 사용자 및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는 각 사용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및 메타데이터를 LDAP 서버

에서 얻게 됩니다.

• LDAP 사용자 이름 

• 이름 및 성 

• 이메일 주소 

• 부서 

• 전화 번호 

사용자 활동 데이터베이스에는 Sourcefire User Agent로 모니터링되는 Active Directory LDAP 서
버에 대한 연결을 통한 또는 네트워크 검색을 통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 활동 기록이 포함됩니다.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개별 로그인 또는 로그오프를 탐지한 경우 

• 새 사용자를 탐지한 경우 

• 수동으로 사용자를 삭제할 경우 

•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용자를 탐지했으나 FireSIGHT 라이센스 제한 때문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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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호스트 프로필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전, 공격 중 단계

호스트 프로필에서는 FireSIGHT Management System이 단일 호스트에 대해 수집한 모든 정보(예: 
MAC 주소, 호스트 이름, 운영 체제)에 대한 완벽한 뷰를 제공합니다. 호스트 속성은 호스트에 적
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설명으로 호스트 프로필에도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속성을 할
당하여 호스트가 위치한 건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필에서 해당 호스트에 적용된 기
존 호스트 속성을 보고 호스트 속성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필에서는 특정 호스트

에서 실행 중인 서버, 클라이언트, 호스트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규정 준수 
화이트리스트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서버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고 해당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버의 연결 이벤트, 서버 트래픽이 탐지된 세션에 대한 로그 정보뿐만 아니라 호스트 프로필에서 
삭제된 서버, 클라이언트 또는 호스트 프로토콜 같은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 대한 
사용자 이력 정보를 추적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 프
로필에서는 수정 가능한 취약점 목록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에서는 해당 호스트에 대해 밝혀진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일 제어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전, 공격 중 단계

파일 제어를 사용하면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통한 특정 유형

의 파일 업로드(보내기) 또는 다운로드(받기)를 탐지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

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 규칙과 관련된 파일 정책을 통해 파일 제어를 전체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일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정책은 지능형 악성코드 차단 및 파일 제어를 수행

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전체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일부로 사용하는 구성 집합입니다. 그림 43에는 
인라인 구축에서의 간단한 액세스 제어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43 간단한 액세스 제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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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액세스 제어 정책과 마찬가지로, 파일 정책에는 각 규칙의 조건과 일치하는 파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파일 규칙을 구성하여 각기 다른 파일 유형, 애플리

케이션 프로토콜, 또는 전송 방향마다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규칙과 일치할 경
우, 규칙에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파일 유형 일치를 기준으로 파일 허용 또는 차단 

• 악성코드 파일 속성을 기준으로 파일 차단 

• 캡처된 파일을 디바이스에 저장 

• 동적 분석을 위해 캡처된 파일 제출 

또한 파일 정책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목록 또는 맞춤형 탐지 목록의 항목을 기준으로 파일을 안전한 파일 또는 악성코드로 
자동 처리 

• 파일의 위협 점수가 구성 가능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파일을 악성코드로 처리 

표 9에는 파일 규칙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표 9 파일 규칙 구성 요소

파일 규칙 구성 
요소 설명

애플리케이션 프
로토콜

시스템에서는 FTP, HTTP, SMTP, IMAP, POP3, NetBIOS-ssn(SMB)을 통해 
전송된 파일을 탐지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방향 시스템에서는 다운로드된 파일의 수신 FTP, HTTP, IMAP, POP3, 
NetBIOS-ssn(SMB)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파일의 발신 FTP, 
HTTP, SMTP, NetBIOS-ssn(SMB) 트래픽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범주 및 유형 시스템에서는 멀티미디어(swf, mp3), 실행 파일(exe, torrent), PDF 같은 기본 
범주로 그룹화된 다양한 유형의 파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파일 규칙 작업 파일 규칙 작업에서는 규칙의 조건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파일 규칙은 숫자나 순서가 아닌 규칙 작업으로 평가됩니다.

SSL 애플리케이션 탐지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단계

FirePOWER System에서는 SSL(Secure Socket Layers) 세션에서 세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탐지

기를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세션의 웹 애플리케이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연결을 탐지할 경우, 해당 연결은 일반 HTTPS 연결 또는 보다 특정한 보안 
프로토콜(예: SMTPS)로 표시됩니다. 시스템에서 SSL 세션을 탐지할 경우, 세션에 대한 연결 이벤

트의 클라이언트 필드에 SSL 클라이언트가 추가됩니다. 세션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확인될 
경우, 시스템에서는 트래픽에 대한 검색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SSL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의 경우, 버전 5.2 이상에서 실행 중인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는 서버 인증

서의 일반 이름을 탐지하고, 이를 SSL 호스트 패턴의 클라이언트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특정 클라이언트를 식별한 경우, SSL 클라이언트가 해당 클라이언트의 이
름으로 변경됩니다. SSL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암호화되므로, 시스템에서는 암호화된 스트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아닌 인증서의 정보만 사용하여 식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해 SSL 호스트 패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만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같
은 회사에서 제작한 SSL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동일한 식별 과정을 거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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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 분석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네트워크 파일 전파 흔적 분석 기능에서는 SHA-256 해시 값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파
일의 전송 경로를 추적합니다. 

네트워크 전반에서 파일 전송을 추적하려면 시스템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파일의 SHA-256 해시 값을 계산하고 해당 값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클라우드 조회 수행

•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조직의 FireAMP 서브스크립션과 통합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엔드포인트 기반 위협 및 격리 데이터 받기

각 파일에는 관련 전파 흔적 맵이 있으며, 여기에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파일의 전송 상태를 시각

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및 파일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탐지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FireSIGHT Management System에서 IP 트래픽을 분석할 경우, 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되는 애플

리케이션을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인식은 애플리케이션 기반 액세스 제어를 수
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예: HTTP 및 SSH) 

• 클라이언트(예: 웹 브라우저 및 이메일 클라이언트)

• 웹 애플리케이션(예: MPEG 비디오 및 Facebook)

시스템에서는 패킷 헤더의 ASCII 또는 16진법 패턴 또는 트래픽에서 사용되는 포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 탐지기에서는 포트 
및 패턴 탐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을 높
입니다. 

FireSIGHT System에는 두 가지 소스의 애플리케이션 탐지기가 있습니다.

• Sourcefire 제공 탐지기 - 웹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탐지

•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탐지기 -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탐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된 탐지기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탐지를 통해서도 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클라이언트의 탐지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FireSIGHT 
Management System에서는 속성 집합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생성하며 이러한 필터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를 수행하고 검색, 보고서, 대시보드 위젯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 탐지 — 공격의 전 범위 매핑: 공격 중, 공격 후 단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인터넷에 고의적으로 또는 실
수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ASCII 텍스트로 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를 탐
지하고 생성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 프리프로세서를 제공하며, 이는 실수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탐지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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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는 암호화되거나 위장된 형태의 민감한 데이터나 압축 또는 인코딩된 형식(예: Base64 
인코딩 이메일 첨부 파일)의 민감한 데이터를 탐지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는 개별 데이터 유형

을 트래픽과 일치시켜 TCP 세션당 민감한 데이터를 탐지합니다. 각 데이터 유형 및 침입 정책의 
모든 데이터 유형에 적용되는 전역 옵션의 기본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FireSIGHT 
Management System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유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데이터 유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감한 데이터 프리프로세서 규칙은 각 데이터 유형

과 연결됩니다. 데이터 유형에 해당 프리프로세서 규칙을 활성화하여 각 데이터 유형에 민감한 데
이터 탐지 및 이벤트 생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TCP 스트림 프리프로세싱을 사
용해 모니터링된 세션을 설정하므로, 정책에서 민감한 데이터 탐지를 사용하려면 TCP 스트림 프
리프로세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참고 민감한 데이터를 탐지하는 것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
한 추가적인 안내는 Sourcefire FirePOWER System User Guide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로깅 및 추적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지원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구성하여 서드파티 클라이언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할 경우, FireSIGHT Management Center의 관리자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일
치하는 사용자 이름 및 비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제한 구성

성능을 향상하려면 각 이벤트 유형의 저장 가능한 최대 수를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페이

지를 사용하여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서 저장할 수 있는 각 이벤트 유형의 최대 수를 지
정합니다. 침입 이벤트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 수가 최대 수를 초과할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이벤

트 제한 수 내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이벤트 및 패킷 파일이 삭제됩니다. 검색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침입 이벤트 및 감사 기
록이 삭제될 때 알림을 받도록 이메일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 10에는 각 이벤트 유형을 저
장할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기록 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 10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제한 수 

이벤트 유형 이벤트 개수 상한 이벤트 개수 하한

침입 이벤트 250만(DC500) 
1,000만(DC1000, 가상 FireSIGHT Management 
Center) 
2,000만(DC750) 
3,000만(DC1500) 
1억(DC3000) 
1억 5,000만(DC3500)

10,000

검색 이벤트 1,000만 0(스토리지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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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감사 로그

FirePOWER System에 속하는 어플라이언스에서는 사용자와 웹 인터페이스의 각 상호 작용에 대
한 감사 기록을 생성하며, 시스템 로그에 시스템 상태 메시지도 기록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어플라이언스 및 매니지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는 이벤트 보기에서 
감사 데이터를 비롯한 거의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지원하

는 완전한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감사 로그에는 최대 100,000개의 항목이 저장됩니다. 감사 로
그 항목 수가 100,000개를 초과하면 어플라이언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삭제

하여 항목 수를 100,000개로 줄입니다.

연결 이벤트/보안 인
텔리전스 이벤트

1,000만(DC500, DC1000, 가상 FireSIGHT 
Management Center) 
5,000만(DC750) 
1억(DC1500, DC3000) 
5억(DC3500) 
이벤트 개수 상한은 연결 이벤트와 보안 인텔리

전스 이벤트 간에 공유되며, 두 이벤트에 구성된 
최대값의 총합은 이벤트 개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스토리지 비활성화)

연결 요약/(취합된 
연결 이벤트)

1,000만(DC500, DC1000, 가상 FireSIGHT 
Management Center) 
5,000만(DC750) 
1억(DC1500, DC3000) 
5억(DC3500)

0(스토리지 비활성화)

상관관계 및 규정 준
수 화이트리스트 이
벤트

100만 1

악성코드 이벤트 1,000만 10,000

파일 이벤트 1,000만 0(스토리지 비활성화)

상태 이벤트 100만 0(스토리지 비활성화)

감사 기록 100,000 1 

복원 상태 이벤트 1,000만 1

네트워크에 있는 호
스트의 화이트리스

트 위반 이력

위반 사항의 30일 이력 일일 이력

사용자 활동(사용자 
이벤트)

1,000만 1

사용자 로그인(사용

자 이력)
1,000만 1

규칙 업데이트 가져

오기 로그 기록

100만 1

표 10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제한 수 (계속)

이벤트 유형 이벤트 개수 상한 이벤트 개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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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로그 스트리밍 

시스템 정책을 구성하여 어플라이언스에서 외부 호스트로 감사 로그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외부 호스트가 작동하며 감사 로그를 보내는 어플라이언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로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가 원격 메시지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경우, 호스트에서 
감사 로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로그

시스템 로그(syslog) 페이지에서는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시스템 로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로그에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각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는 다음 순서로 나열됩니다. 

• 메시지가 생성된 날짜 

• 메시지가 생성된 시간 

• 메시지가 생성된 호스트 

• 메시지 내용

참고 시스템 로그 정보는 로컬입니다. 예를 들어,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사용하여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의 시스템 로그에 있는 시스템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시스템 로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NetFlow 

지정된 네트워크에서 FirePOWER 어플라이언스는 NetFlow 지원 디바이스에서 내보낸 기록을 
탐지하고, 이러한 기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 이벤트를 생성하며, 그 이벤트를 FireSIGHT 
Management Center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로깅합니다.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에는 NetFlow 기반 위협 분석에 최적화된 Lancope Stealthwatch 
기반 솔루션인 Cyber Threat Defense for the Data Center Cisco Validated Design이 포함됩니다. 
NetFlow를 FireSIGHT Management 및 FirePOWER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권장 사항은 이 설계 가이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증 결과
이 문서에 설명된 각각의 다양한 구축 옵션에 대한 이 솔루션의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구축 
옵션은 상세한 검증 결과가 포함된 별도의 구현 가이드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요약
Data Center Operation 팀은 IT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에 언제라도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을 몇 년째 쌓
고 있습니다. Secure Data Center: Threat Management with NextGen IPS는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확장을 위한 운영 효율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사이버 방어자에게 제
공하는 데 중점을 둔 대규모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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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ingle Site Clustering with TrustSec —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0/ns414/ns742/ns744/docs/sdc-dg.pdf

•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Secure Enclaves Architecture

• Secure Data Center for the Enterprise: Cyber Threat Defense for the Data Center —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design-zone-secure-data-center-
portfolio/sea_ctd.pdf

• Sourcefire 3D System User Guide 60

• Sourcefire 3D System Installation Guide

• Cisco Nexus 7000 Series NX-OS System Management Configuration Guide— 
http://www.cisco.com/c/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5_x/nx-os/system_management/conf
iguration/guide/sm_nx_os_cg.pdf

• NIST Special Publication 800-53 Revision 4, “Security and Privacy Controls for Federal 
Inform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s”— 
http://www.nist.gov/manuscript-publication-search.cfm?pub_id=915447

• “Subvirt: Implementing Malware with Virtual Machines” Presentation, Samuel T. King, Peter M. 
Chen, University of Michigan— 
http://www.cse.psu.edu/~mcdaniel/cse544/slides/cse544-subvirt-sawani.pdf

• “Top 20 Critical Security Controls - Version 5”, SANS Institute— 
http://www.sans.org/critical-security-controls/

• “Find, Fix, Track, Target, Engage, Assess”, John A. Tirpak— 
www.airforcemag.com/magazinearchive/pages/2000/july%202000/0700find.aspx

• “Top 20 Critical Security Controls - Version 5”, SANS Institute— 
http://www.sans.org/critical-security-controls/

• “Find, Fix, Track, Target, Engage, Assess”, John A. Tirpak— 
www.airforcemag.com/magazinearchive/pages/2000/july%202000/0700fin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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