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C Case를 진행하다 보면, ASA firewall에서의 Packet flow를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이
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SA firewall에서 패킷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처리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어느 부분을 우선 체크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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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Cisco ASA firewall을 통한 패킷 흐름을 기술하며,Cisco ASA에서 내부적으로 패킷을 처리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패킷이 드랍(drop)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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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ress와 egress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 

 

패킷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는 ingress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패킷이 빠져나가는 인터페이스는 egress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장비을 통한 패킷 흐름을 말할 때, 이 두(egress, ingress)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문제을 본다면 문제
는 쉽고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바탕으로, Inside 사용자(192.168.10.5)가 DMZ 네트워크에 있는 web 서버(172.16.10.5)에 접근
하려고 시도할 때, 패킷 흐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Source 정보 

    Source address - 192.168.10.5 

    Source port - 22966 

     

    # Destination 정보 

    Destination address - 172.16.10.5 

    Destination port - 8080 

     

    # Interface 정보 

    Ingress interface - Inside 

    Egress interface - DMZ 

     

    # Protocol 정보 

    Protocol used - TCP 

  

위와 같이 이슈가 되는 패킷 흐름의 자세한 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슈가 발생되었을때 각 connection 
관점으로 문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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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ASA가 수신된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diagram 

 

각 단계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ingress 인터페이스에 패킷이 도달합니다. 

   

2. 인터페이스의 내부 버퍼에 도달하자마자, 인터페이스의 input counter가 증가됩니다. 

   

3. Cisco ASA는 우선내부 connection 테이블(show conn)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이미 존재하는 
connection인지를 확인합니다.  

 

패킷 흐름이 이미 connection table에 존재한다면, ACL 체크를 건너뛰고, 패킷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패킷 흐름이 connection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TCP state를 확인합니다. 

- 만일 패킷이 SYN 패킷이나 UDP 패킷이라면, connection 카운터가 하나 만큼 증가하고 ACL 체크 단계
로 보내집니다. 

- 만일 SYN 패킷이 아니라면, 패킷은 드랍(drop)되고 event에 대한 정보가 로그로 남습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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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킷은 인터페이스 ACLs 단계를 거치며 ACL 항목을 순차적으로 체크하며,  

- 만일 ACL 항목 중에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패킷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만일 ACL 항목 중에 일치하는 것이 없다면, 패킷은 드랍(drop)되고 패킷 드랍에 대한 정보가 로그로 남
습니다. ACL hit count는 패킷이 ACL 항목에 일치될 때, 하나씩 증가가 될 것 입니다. 

   

5. 패킷은 translation(xlate) 규칙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 만일 패킷이 이 단계를 통과하면, 해당 flow에 대한 connection 항목이 생성이 되고 패킷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만일 패킷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킷은 드랍(drop)되고 패킷 드랍에 대한 정보가 로그로 남습
니다. 

  

6.  패킷은 해당 프로토콜에 따라 inspection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inspection 단계에서는 이 특정 패킷 흐름이 해당 프로토콜에 정의한 부분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Cisco ASA는 내부에 내제된 inspection 엔진을 가지고 있어 각 connection에 대해서 미리 정의된 어플리
케이션 레벨의 기능들을 inspect합니다. 

- 만일 패킷이 이 단계를 통과하면, 패킷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만일 패킷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킷은 드랍(drop)되고 패킷 드랍에 대한 정보가 로그로 남습
니다. 

  

CSC 모듈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이 step에서 추가적인 보안 체크 단계를 거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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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P 헤더 정보는 NAT/PAT 규칙에 따라서 translate되며, 그에 따라서 IP 헤더에 있는 Checksum도 업데
이트가 됩니다. 

AIP 모듈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이 step에서 패킷은 IPS 관련 보안 체크를 위해 AIP-SSM으로 보내
집니다. 

  

8. Translation(Xlate) 규칙에 따라서 패킷은 egress 인터페이스로 보내집니다. 

- 만일 translation 규칙에 어떠한 egress 인터페이스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global route을 참조하여 목
적지 인터페이스가 결정이 됩니다. 

   

9. egress 인터페이스에서 global route 를 lookup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global route보다 우선 순위을 가지고 있는 translation 규칙
에 의해서 egress 인터페이스가 결정된다는 것 입니다. 

  

10. 일단 L3 route가 route 테이블에 있고 next-hop이 확인이 되면, L2 resolution(arp)가 수행이 되며,  

이 단계에서 L2 MAC 헤더의 rewrite가 일어 납니다. 

   

11. 패킷은 wire상으로 보내지며, egress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 카운터들이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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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 동작 순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있는 문서(링크)들을 참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Service Newsletter 12월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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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령어들은 각기 다른 패킷 처리 단계에서 패킷 흐름을 트래킹(tracking)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명
령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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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log 메세지들은 패킷 처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을 제공하며, 위는 참조 목적의 몇몇 syslog 메세지들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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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log 메세지들은 패킷 처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을 제공하며, 위는 참조 목적의 몇몇 syslog 메세지들입
니다.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syslog에 대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로 하여금 Cisco ASA Firewall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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