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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tealthwatch 용 NetFlow 구성 및 문제 
해결 

이 문서의 목적은 Stealthwatch 용 NetFlow 지원 네트워크 장비 구성을 설명하여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버전 관리 ............................................................................................................................................................. 2 

소개 ...................................................................................................................................................................... 3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 3 

Cisco NetFlow 컨피그레이션 예시 ...................................................................................................................... 8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에서의 NetFlow 내보내기 문제 해결 ............................................................... 14 

 

 

 

 

 

 

 

 

 

 

 

 

 

 

 

 

 

 

 

 



문서 유형 

Cisco 공개 

 

 

2 

©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해당 문서는 Cisco 외부 공개용 문서입니다.   

버전 관리 

 

날짜 버전 작성자 세부 사항 검토자
10-10-2016 1.0 조나단 스티븐슨, 한나 

자보르
최초 릴리스 조나단 스티븐슨, 한나 

자보르 에릭 레니 

데이비드 버틀러 

리처드 라발

02-10-2018 1.1 조나단 스티븐슨, 한나 

자보르
릴리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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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FnF 라고도 하는 Cisco Flexible NetFlow 는 Cisco 의 임베디드 계측 프로토콜의 최신판입니다.  NetFlow 는 네트워크 장비 전반의 IP 정보 

플로우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또는 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같은 인프라 활동 관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NetFlow 

v9 은 템플릿 사용을 통한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NetFlow v9 은 정보 내보내기의 IETF 표준 

메커니즘입니다.  

 

이 가이드는 Cisco NetFlow, TrustSec 또는 NBAR 의 종합적인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Cisco Stealthwatch 와 함께 사용할 때 

이러한 프로토콜과 기술을 활용하도록 Cisco IOS 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Cisco 기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Cisco Systems NetFlow 서비스 내보내기 버전 9 RFC 

https://www.ietf.org/rfc/rfc3954.txt 
 

Cisco IOS NetFlow 소개 - 기술 개요: 

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ios-netflow/prod_white_paper0900aecd80406232.html 
 
Cisco TrustSec: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trustsec/index.html 
 
Cisco NBAR2: 
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network-based-application-recognition-nbar/qa_c67-697963.html 
 

Cisco ASA 에서 NSEL 구성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asa82/configuration/guide/config/monitor_nsel.html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Cisco Stealthwatch 는 기존 네트워크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의 엔터프라이즈 텔레메트리를 활용하는 보안 분석 솔루션입니다. 

멀티레이어 머신 러닝 및 엔티티 모델링을 사용하여 고급 위협 탐지, 가속화된 위협 대응, 간소화된 네트워크 세분화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없는 단일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브랜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비롯한 확장된 네트워크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트래픽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암호 해독 없이도 정책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장치를 통과하는 트래픽 관련 정보를 사용합니다. Stealthwatch 는 확장된 네트워크 전반의 모든 

소스(NetFlow, IPFIX, sFlow 및 기타 레이어 7 프로토콜)에서의 엔터프라이즈 텔레메트리를 분석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고 각 자산을 프로파일링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남북 트래픽은 물론) 동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행동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책 위반, 이상 징후 및 데이터 소비를 탐지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NetFlow 를 

활성화한 네트워크 장비용 Stealthwatch 컨피그레이션을 다룹니다. 

 

https://www.ietf.org/rfc/rfc3954.txt
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ios-netflow/prod_white_paper0900aecd80406232.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trustsec/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network-based-application-recognition-nbar/qa_c67-697963.html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asa82/configuration/guide/config/monitor_ns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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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리게이션 및 상관관계  

 

플로우 또는 텔레메트리는 네트워크 장비를 통과하며 제한 시간이나 플로우가 끝날 때까지 플로우 지원 장비 수준에 저장되는, 트래픽 

관련 단방향 계정 정보를 말합니다. 이 플로우를 Stealthwatch 로 내보내면, Stealthwatch 여러 디바이스 및 인터페이스의 플로우를 상호 

연결하고 스티칭 및 중복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트래픽의 대한 완전한 단일 양방향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그림 1: 확장 및 최적화: 중복 제거 

 

그림 2: 확장 및 최적화: 리스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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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징후 및 위협 탐지  

Stealthwatch Enterprise 는 고급 보안 분석을 엔터티 모델링 형식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의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최적화합니다. 

보안 이벤트라고도 하는 여러 휴리스틱을 적용해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행동을 탐지할 수 있음, 이러한 행동은 특정 호스트와 연결됩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알람 카테고리가 발생해, 보안 팀이 위험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ealthwatch Enterprise 는 로컬 환경에서 목격된 위협 행동을 글로벌 환경에서 목격된 위협 행동과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반 다단계 

머신 러닝 분석 엔진과 통합됩니다. 이 엔진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집약해 지능형 위협을 탐지합니다. 

 그림 3: 이상 징후 및 위협 탐지 

Stealthwatch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althwatch Enterprise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IOS Flexible NetFlow 컨피그레이션 

 

앞서 언급했듯이 Stealthwatch 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NetFlow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및 위협 탐지에 활용하며, 확장된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NetFlow 를 수집하려면 장비를 Stealthwatch 에 맞게 구성합니다. 

 

Cisco 장비에서의 netflow 컨피그레이션은 4 단계로 구성됩니다. 

• 플로우 레코드 정의 

• 플로우 엑스포터 구성 

• 플로우 모니터 구성 

• 인터페이스에 플로우 모니터 적용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stealthwatch/datasheet-c78-739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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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레코드 정의 

  

플로우 레코드는 NetFlow 가 수집하는 정보를 정의합니다(예: 플로우의 패킷 및 플로우에 대해 수집되는 카운터의 유형). 미리 정의된 

netflow-original 외부에 맞춤형 플로우 레코드를 빌드하고 싶다면, 나가는 NetFlow PDU 에 포함할 필드를 장비에 알려주는 일련의 match 및 

collect 명령을 지정합니다. 

match 필드는 중요 필드입니다. 이러한 필드는 플로우의 고유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collect 필드는 보고 및 분석을 위해 Stealthwatch 

플로우 컬렉터에 세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포함되는 추가 정보입니다. 

match 필드를 너무 많이 수정해선 안 됩니다. 아래에 표시된 일치 항목 7 개는 컨피그레이션에 항상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컬렉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가에 따라 collect 필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althwatch 설치는 아래의 컨피그레이션이 권장됩니다. 

아래에서 '필수'로 표시된 필드는 Stealthwatch 에서 플로우 레코드를 받아들여 빌드하는 데 필요한 필드입니다. 

  

플로우 레코드 STEALTHWATCH1 

match ipv4 protocol                     (필수, 중요 필드) 

match ipv4 source address               (필수, 중요 필드)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필수, 중요 필드) 

match transport source-port             (필수, 중요 필드)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필수, 중요 필드) 

match interface input                   (필수, 중요 필드) 

match ipv4 tos                          (필수, 중요 필드) 

collect interface output                (필수, 중요 필드) 

collect counter bytes                   (필수, 중요 필드) 

collect counter packets                 (필수, 중요 필드) 

collect timestamp sys-uptime first      (필수, 기간 계산용) 

collect timestamp sys-uptime last       (필수, 기간 계산용) 

collect routing next-hop address ipv4   (선택 사항,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 결정에 사용) 

collect ipv4 dscp                       (선택 사항,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 결정에 사용) 

collect ipv4 ttl minimum                (선택 사항,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 결정에 사용) 

collect ipv4 ttl maximum                (선택 사항,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 결정에 사용) 

collect transport tcp flags             (선택 사항,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 결정에 사용) 

collect routing destination as          (선택 사항, 가장 가까운 인터페이스 결정에 사용) 

 

 

플로우 엑스포터 정의 

  

생성한 플로우 레코드는 플로우 엑스포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엑스포터 컨피그레이션은 NetFlow 데이터가 전송되는 물리적 또는 가상 플로우 컬렉터 IP 주소를 정의합니다. 또한 플로우 

엑스포터 장비가 NetFlow 데이터를 전송하는 소스 인터페이스(물리적 주소와 논리적 주소 모두 가능)를 정의하는 역할도 합니다.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NetFlow 데이터를 루프백으로 생성하면, 다른 인터페이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기능을 유지해 (라우팅에서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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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속 전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송 프로토콜(TCP 또는 UDP)과 대상 포트가 정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포트는 

NetFlow 컬렉터별로 고유하며, 이 경우에는 Stealthwatch 플로우 컬렉터가 사용하는 포트를 참조합니다. 

  

플로우 엑스포터를 정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flow exporter Stealthwatch_Exporter 

description Stealthwatch Export to Flow Collector 

destination [Collector_IP_Address] 

source [Physical_Interface | Logical_Interface] 

transport udp 2055 

  

플로우 모니터 정의 

  

플로우 모니터는 플로우 엑스포터와 플로우 레코드를 참조하여 모든 구성 요소를 결합합니다. 플로우 모니터를 정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flow monitor Stealthwatch_Monitor 

description Stealthwatch Flow Monitor 

exporter Stealthwatch_Exporter 

cache timeout active 60 

record STEALTHWATCH1 

  

위의 캐시 시간 초과선은 Stealthwatch 에 권장되는 설정입니다. Cisco 디바이스의 기본 설정은 비정상 보고를 위해 너무 긴 30 분입니다. 

플로우 모니터 컨피그레이션은 이전에 구성한 플로우 엑스포터와 플로우 레코드를 결합하며, 올바른 이름을 참조했다면 어떤 명명 규칙을 

선택해도 됩니다. IOS 에서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사용하면 이전에 구성한 매개 변수가 항상 표시됩니다. 

  

아래는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이용해 이전에 구성한 플로우 레코드 및 플로우 엑스포터와 시스템 기본 레코드(사용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 예시입니다. 

  
BR_ASW1(config)#flow monitor STEALTHWATCH_MONITOR 

BR_ASW1(config-flow-monitor)#record ? 

STEALTHWATCH_RECORD User defined 

wireless Templates for Wireless Traffic 

BR_ASW1(config-flow-monitor)#exporter ? 

STEALTHWATCH_EXPORTER Stealthwatch Export to Flow Collector 
 

인터페이스에 플로우 모니터 적용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NetFlow 컨피그레이션을 플로우 분석이 필요한 각 인터페이스에 다음 조건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Interface_ID] 

ip flow monitor Stealthwatch_Monitor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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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tFlow 컨피그레이션 예시 

아래는 컨피그레이션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NetFlow 레코드 필드를 구성하는 명령은 플랫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low record Stealthwatch_FlowRecord 

description Flow Record for Export to Stealthwatch (선택 사항) 

 

match ipv4 source address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match ipv4 protocol 

match ipv4 tos 

match transport source-port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match interface input 

match flow direction 

collect routing next-hop address ipv4 

collect ipv4 dscp 

collect ipv4 ttl minimum 

collect ipv4 ttl maximum 

collect transport tcp flags 

collect interface output 

collect counter bytes 

collect counter packets 

collect timestamp sys-uptime first 

collect timestamp sys-uptime last 

 

TrustSec 전용 Match 필드 
match flow cts source group-tag 

match flow cts destination group-tag 

  

NBAR2 관련 수집(프로토콜 팩이 라우터에서 활성화된 경우) 

collect application name 

collect application http url 

collect application http host 

  

AVC 관련 필드 

collect connection initiator 

collect connection new-connections 

collect connection sum-duration 

collect connection delay response to-server sum 

collect connection delay response to-server min 

collect connection delay response to-server max 

collect connection server counter responses 

collect connection delay response to-server histogram late 

collect connection delay network to-server sum 

collect connection delay network to-client sum 

collect connection client counter packets retransmitted 

collect connection delay network client-to-server sum 

collect connection delay application sum 

collect connection delay application min 

collect connection delay application max 

collect connection delay response client-to-server sum 

collect connection transaction duration sum 

collect connection transaction counter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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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connection server counter packets long 

collect connection client counter packets long 

collect connection client counter bytes retransmitted 

collect connection server counter bytes network long 

collect connection client counter bytes network long 

collect connection delay network client-to-server num-samples 

collect connection delay network to-server num-samples 

collect connection delay network to-client num-samples 

 

디버그 명령 

 

Cisco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NetFlow 작동 확인할 때는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엑스포터 표시 - 플로우 엑스포터 정보 

플로우 인터페이스 표시 - 플로우 인터페이스 정보 

플로우 내부 표시 - 플로우 필드 표시 

플로우 모니터 표시 - 플로우 모니터 정보 

플로우 레코드 표시 - 플로우 레코드 컨피그레이션 표시 

플로우 ssid 표시 - SSID 인터페이스 정보  

 

Catalyst 3k 스위치에서 IOS NetFlow 구성(3650 테스트 완료) 

 

Catalyst 3k 에서 NetFlow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하는 구조는 라우팅 플랫폼에서의 상기 작업 구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Match 필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Collect 필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Stealthwatch 구축에서는 다음 필드가 지원됩니다. 

 
flow record Stealthwatch_FlowRecord 

 description Flow Record for Export to Stealthwatch(선택 사항) 

 

 match ipv4 source address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match ipv4 protocol 

 match ipv4 tos 

 match ipv4 ttl 

 match transport source-port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match interface input 

 match flow direction 

 match datalink mac source address input 

 match datalink mac destination address output 

 match datalink vlan input 

 collect transport tcp flags 

 collect interface input 

 collect interface output 

 collect counter bytes’ long 

 collect counter packets long 

 collect timestamp absolute first 

 collect timestamp absolute last 

 

TrustSec 전용 Match 필드: 
match flow cts source group-tag 

match flow cts destination group-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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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엑스포터 및 플로우 모니터 세부 사항 구성은 라우팅 플랫폼용 명령과 동일합니다.  

 

플랫폼에서 플로우 레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면, 'no' 키워드를 이용해 플로우 모니터 컨피그레이션에서 레코드에 대한 참조를 임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Catalyst 6k 스위치에서 IOS NetFlow 구성(6880X - SUP-2T) 

 
flow record STEALTHWATCH_RECORD 

 description Flow Record for Export to Stealthwatch  

 match datalink vlan input 

 match ipv4 tos 

 match ipv4 protocol 

 match ipv4 source address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match transport source-port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match interface input 

 match flow direction 

 collect routing next-hop address ipv4 

 collect transport tcp flags 

 collect interface output 

 collect counter bytes long 

 collect counter packets long 

 collect timestamp sys-uptime first 

 collect timestamp sys-uptime last 

 

플로우 엑스포터, 플로우 모니터 구성 및 인터페이스에의 적용은 앞서 표시한 명령과 동일합니다.  

 

Cisco Nexus 7k(SUP-1)에서의 NetFlow 구성 

 

Nexus 플랫폼에서의 Netflow 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부 시간 초과 매개 변수를 다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feature netflow 

flow timeout active 60 

flow timeout inactive 15 
 

따라서 이전 섹션에서처럼, 플로우 레코드와 플로우 엑스포터 및 플로우 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flow record Stealthwatch_FlowRecord 

description Flow Record for Export to Stealthwatch(선택 사항) 

 

match ipv4 source address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match ip protocol 

match ip tos 

match transport source-port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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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프로토콜과 tos 문은 IPv4에 국한되지 않음) 

 
collect routing next-hop address ipv4 

collect transport tcp flags 

collect counter bytes 

collect counter packets 

collect timestamp sys-uptime first 

collect timestamp sys-uptime last 

 

flow exporter Stealthwatch_Exporter 

 description Stealthwatch Export to Flow Collector 

 버전 9 

 destination [Collector_IP_Address] 

 source [Physical_Interface | Logical_Interface] 

 transport udp 2055 

 

(NetFlow 버전은 엑스포터 컨피그레이션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flow monitor Stealthwatch_Monitor 

 description Stealthwatch Flow Monitor 

 exporter Stealthwatch_Exporter 

 record Stealthwatch_Record 

 

interface eth3/1 

 ip flow monitor STEALTHWATCH_MONITOR input  

(인터페이스 명령은 샘플러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Cisco ASA 에서 NSEL 구성  

 

ASA 방화벽 제품 라인에서의  Cisco NetFlow 구현은 NX OS, XR IOS 및  IOS 를 사용하는 NetFlow 컨피그레이션과는 다릅니다. ACL 및 기존 정책 

맵을 사용해야 합니다.  ASA 시리즈는 NetFlow 대신 NSEL(Network Secure Event Logging)을 사용합니다. 

 

전역 컨피그레이션 
flow-export destination inside [Flow Collector IP] 2055 

flow-export delay flow-create 30 

flow-export template timeout-rate 5 

 

 

SysLog 메시지 비활성화(선택 사항) 
logging flow-export syslog disable 

 

트래픽을 캡처하여 클래스 맵에 적용하는 ACL 생성 
access-list [NameofACL] extended permit ip any any  

class map [NameofClassMap] 

match access list [NameofACL] 

 

정책 맵 정의 - 새로운 정책 생성 대신 전역 정책이나 기존 정책을 사용합니다. 
policy-map [PolicyMapName] 

class [NameofClass] 

flow-export event-type all destination [Flow Collector IP] 

service-policy [PolicyMapNam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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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ow 디버그 명령 

show flow-export counters - 통계 및 오류를 포함한 NetFlow 용 런타임 카운터를 표시합니다 

clear flow-export counters - 모든 런타임 카운터를 지워 0 으로 만듭니다 

 
 

Catalyst 9k 에서  ETA(Encrypted Traffic Analytics)를 사용하는 Netflow 예시 

 

Stealthwatch 와 함께 작동하도록 ETA 를 구성한다면, 유연한 NetFlow 모니터와 (ETA 전용 필드용) ETA 개선 NetFlow 내보내기를 모두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컨피그레이션은 IOS v16.6.2 로 검증했습니다. 

 
flow record ETA-C9K-RECORD 

 description Flow Record for ETA with Stealthwatch  

 match ipv4 protocol 

 match ipv4 source address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match transport source-port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collect counter bytes long 

 collect counter packets long 

 collect timestamp absolute first 

 collect timestamp absolute last 

! 

  

flow exporter STEALTHWATCH-EXPORTER 

 description Send NetFlow to Stealthwatch. 

 destination <dest ip address> 

 source <source ip address/interface> 

 transport udp 2055 

! 

  

flow monitor ETA-FLOWMONITOR 

 description NetFlow Monitor for use with ETA 

 exporter STEALTHWATCH-EXPORTER 

 cache timeout active 60 

 record ETA-C9K-RECORD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 

 description Uplink Interface 

 no switchport 

 ip flow monitor ETA-FLOWMONITOR input 

 ip flow monitor ETA-FLOWMONITOR output 

! 

  

et-analytics 

 ip flow-export destination <dest ip address> 2055 

! 

  

  

interface gigabitEthernet 1/0/2 

 description access layer interface 

 switchport 

 switchport access vlan 5 

 et-analytics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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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ISR/CSR 에서  ETA 를 이용하는 Netflow 

 

Stealthwatch 와 함께 작동하도록 ETA 를 구성한다면, 유연한 NetFlow 모니터와 (ETA 전용 필드용) ETA 개선 NetFlow 내보내기를 모두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컨피그레이션은  IOS v16.6.2 로 검증했습니다. 

 
flow record ETA-ISR-RECORD 

 description Flow Record for ETA with Stealthwatch  

 match ipv4 tos 

 match ipv4 protocol 

 match ipv4 source address 

 match ipv4 destination address 

 match transport source-port 

 match transport destination-port 

 match interface input 

 match flow direction 

 collect routing source as 

 collect routing destination as 

 collect routing next-hop address ipv4 

 collect ipv4 dscp 

 collect ipv4 id 

 collect ipv4 source prefix 

 collect ipv4 source mask 

 collect ipv4 destination mask 

 collect transport tcp flags 

 collect interface output 

 collect flow sampler 

 collect counter bytes 

 collect counter packets 

 collect timestamp sys-uptime first 

 collect timestamp sys-uptime last 

 collect application name 

 collect application http url 

 collect application http host 

  

! 

! 

  

flow exporter STEALTHWATCH-EXPORTER 

 description Send NetFlow to Stealthwatch. 

 destination <dest ip address> 

 source <source ip address/interface> 

 transport udp 2055 

! 

  

  

flow monitor ETA-FLOWMONITOR 

 description NetFlow Monitor for use with ETA 

 exporter STEALTHWATCH-EXPORTER 

 cache timeout active 60 

 record ETA-ISR-RECORD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 

 description LAN facing Interface 

 no switchport 

 ip flow monitor ETA-FLOWMONITOR input 

 ip flow monitor ETA-FLOWMONITOR output 

 et-analytics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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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에서의 NetFlow 내보내기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Cisco Stealthwatch 구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문제 해결 전략을 소개합니다.  Cisco Stealthwatch 시스템은 Cisco 

라우터, 스위치 및 ASA 장비에서 내보낸 NetFlow 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네트워크 관련 트래픽 및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비에서 NetFlow 는 Stealthwatch 플로우 컬렉터로 내보내거나 Stealthwatch UDP Director 로 전송됩니다. Stealthwatch UDP Director 는 

NetFlow 를 플로우 컬렉터에 전달합니다. 플로우 컬렉터는 NetFlow 내보내기 패킷에 있는 NetFlow pdu 를 수신하고 분석하며 통합된 플로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 세트를 SMC(Stealthwatch Management Console)로 전송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의 SMC 로 여러 

플로우 컬렉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웹 인터페이스 또는 Java 기반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 SMC 와 통신하여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버전 v5, v9 및 Flexible NetFlow 에 대한 Cisco 장비 NetFlow 컨피그레이션.  

• Cisco ASA NetFlow 내보내기.  

 

이 문서에서 다루는 문제 해결 방법은 모든 플랫폼에서의 버전 6.2 이상 Stealthwatch 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 Stealthwatch: Cisco StealthWatch 시스템은 플로우 컬렉터와 Stealthwatch Management Console 로 최소 구성됩니다. 

• SMC: Stealthwatch Management Console 

• SMC 클라이언트: 고객 데스크톱에서 실행해 SMC 서버와 통신하는 Java 기반의 씩 클라이언트입니다. 기본 사용자는 

'admin'입니다. 

• 관리 웹 인터페이스: 각 Stealthwatch 장비에는 주로 서버 관리 및 기타 작업에 사용하는 웹 UI 가 있습니다. 기본 사용자는 

'admin'입니다. 

• CLI: Stealthwatch 장비는 활성화된 경우 데비앙 CLI 에 대한 SSH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기본 사용자는 'sysadmin'입니다. 

• 엑스포터: NetFlow 를 내보낼 수 있는 모든 장비입니다. 

• UDP Director: 여러 NetFlow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서로 다른 포트의 NetFlow 스트림을 단일 포트로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패킷 

전달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발생 가능한 NetFlow 내보내기 문제 요약 

 

보통 다음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Stealthwatch 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네트워크에서 NetFlow 를 설정할 때의 문제: 

1) 고객의 네트워크를 통해 NetFlow 를 플로우 컬렉터로 전송하는 엑스포터 컨피그레이션.  

2) 네트워크를 통해 플로우 컬렉터로 내보낸 UDP NetFlow 의 전송. Sustomer 는 자체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패킷 전송의 전문가지만, 

Stealthwatch 는 패킷이 플로우 컬렉터에 도달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면, Stealthwatch 팀이 고객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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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Flow 가 플로우 컬렉터에 도달하지만 데이터 해석, 표시 또는 기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V9 또는 FNF 내의 템플릿 부족, 

엑스포터 인터페이스의 NetFlow 컨피그레이션 미완성, 특정 하드웨어 및 엑스포터 OS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NetFlow 제한 및 

컨피그레이션 같은 엑스포터 컨피그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 Stealthwatch 문제입니다. 

 

Stealthwatch 용 엑스포터 컨피그레이션 

• 플로우 컬렉터는 포트 2055 에서 수신합니다. 이 내보내기 포트는 NetFlow 지원 Cisco 장비 플로우 엑스포터 구성에서 정의합니다. 

고객이 이전 제품의 다른 포트에서 이미 NetFlow 를 활성화했거나, 각각의 엑스포터에 다른 내보내기 포트를 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플로우 컬렉터는 단일 포트만 수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내보내기 포트는 플로우 컬렉터가 사용 중인 수신 포트와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 수신 포트는 여기에서 SMC 클라이언트 내의 플로우 컬렉터용으로 구성됩니다. 

 
 

• 플로우 컬렉터는 구성된 관리 인터페이스 IP 에서 NetFlow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이 IP 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NetFlow 

내보내기의 대상 IP 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고객이 UDP Director 를 이용해 트래픽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 IP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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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관리 IP 서브넷 외부의 서브넷에서 트래픽을 수신해야 합니다. 각 플로우 컬렉터에는 하나 이상의 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트래픽을 관리 인터페이스 IP 로 라우팅하는 대신 다른 서브넷에서 트래픽을 수신하려면 고객은 

이 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IP 주소를 이용해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NetFlow 전송 문제 해결 

• 플로우 컬렉터를 이용하면 플로우 컬렉터 인터페이스에서 NetFlow 를 수신하고 있으며, 올바른 포트에서 내보내기를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플로우 컬렉터의 관리 웹 인터페이스에는 tcpdump 용 프런트 엔드 GUI 가 있어, 엑스포터에서 보내는 NetFlow 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reshark 또는 동급의 패킷 뷰어로 캡처를 다운로드하고 분석하여, pdu 에 누락된 필수 또는 

선택 필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Flow V9 기반이라면, 캡처가 템플릿 내보내기를 캡처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합니다. 

아래에는 포트 2055 에서 NetFlow 를 전송내는 엑스포터 IP 10.10.10.10 의 캡처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캡처가 패킷을 

늘리지 않는다면 NetFlow 가 도착하지 않거나 예상 포트에 없다는 뜻입니다. 

 

Stealthwatch 를 이용한 NetFlow 컨피그레이션 문제 해결 

• SMC 에는 엑스포터의  NetFlow 내보내기 상태와 엑스포터의 컨피그레이션을 보고하는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엑스포터가 

구성되면 NetFlow Collection Status(NetFlow 수집 상태) 문서를 이용해, 플로우 컬렉터가 현재 확인 중인 엑스포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유형 

Cisco 공개 

 

 

17 

©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해당 문서는 Cisco 외부 공개용 문서입니다.   

 

• 플로우 컬렉터는 일반적으로 엑스포터 상의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보내는 인그레스 내보내기만 있으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인터페이스 트래픽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트래픽을 모두 활성화하는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플로우 컬렉터 때문에 비인터페이스 문서의 보고서 트래픽 통계가 두 배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 각각의 엑스포터에 대해, 인터페이스 상태 문서에서는 NetFlow 를 이용해 트래픽을 보고하는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없는 인터페이스는 제대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NetFlow 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에서는 인터페이스 16 개가 NetFlow 구성됩니다. 모든 인터페이스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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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 컬렉터에서의 패킷 캡처가 엑스포터에서 NetFlow 를 수신함을 확인했지만, NetFlow 수집 상태 문서에 엑스포터가 

나열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유형의 엑스포터가 표시되며 부족한 템플릿 컨피그레이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플로우 컬렉터는 NetFlow 버전 5, 9, Flexible NetFlow 와 IPFIX 를 지원합니다.  플로우 컬렉터에 권장되는 NetFlow 컨피그레이션은 

Netflow 컨피그레이션 매트릭스 및 Netflow 컨피그레이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NetFlow V9 및 FNF 는 이러한 필드를 내보내야 

합니다.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77020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security/stealthwatch/netflow/Cisco_NetFlow_Configuration.pdf 

 

 
NF_F_LAST_SWITCHED (21) 

NF_F_FIRST_SWITCHED (22) 

NF_F_IN_BYTES(1) 

NF_F_IN_PKTS(2) 

NF_F_SRC_ADDR_IPV4(8) 

NF_F_DST_ADDR_IPV4(12) 

NF_F_PROTOCOL(4) 

NF_F_L4_SRC_PORT(7) 

NF_F_L4_DST_PORT(11) 

최상의 작업을 이용하려면 다음 항목도 추가해야 합니다. 

NF_F_SRC_INTF_ID(10) 

NF_F_DST_INTF_ID(14) 

NF_F_TCP_FLAGS(6)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77020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security/stealthwatch/netflow/Cisco_NetFlow_Configu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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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템플릿 문제 해결 

 

충분한 템플릿이 탐지되지 않으면 플로우 컬렉터 엔진은 /lanpope/var/sw/data/directory 에 .log 파일을 생성합니다. 로그 파일은 다음과 

같은 명명 규칙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exporter_ip>_<source_id>_<template_id>.log. 

시간당 한 번씩 템플릿 파일(templates.bin)을 올바르게 구성된 엑스포터에 대해 작성하며, 해당 엑스포터 템플릿에 템플릿 로그 파일이 

충분한지 확인한 후 충분하다면 템플릿을 제거합니다.  엑스포터를 이용해 템플릿 문제를 해결하고 엑스포터에서 보낸 템플릿이 수락되면, 

이 엑스포터에 생성된 로그 파일이 시스템에서 삭제됩니다. 

 

플로우 컬렉터 웹 인터페이스 또는 플로우 컬렉터에 대한 SSH 세션을 사용하여 이러한 일반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컬렉터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지원 > 파일 찾아보기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sw/data 로 이동합니다. 

 

 

 

아래는 엑스포터 10.202.5.61, 엔진 소스 ID (0), 템플릿 ID 310 을 플로우 컬렉터로 전송하고, src 및 dest IP 필드만 템플릿에 지정했을 때 

표시되는 .log 파일 이름과 오류 메시지 예시입니다.  

cat /lancope/var/sw/data/010.202.005.061_0_310.log  
 
flow_src_addr: NF_F_SRC_ADDR_IPV6(27) 지정됨  

flow_dst_addr: NF_F_DST_ADDR_IPV6(28) 지정됨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종료 시간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NF_F_LAST_SWITCHED(21)  

        NF_F_FLOW_END_SECONDS(151)  

        NF_F_FLOW_END_MILLISECONDS(153)  

        NF_F_FLOW_END_MICROSECONDS(155)  

        NF_F_FLOW_END_NANOSECONDS(157) 

        NF_F_FLOW_END_DELTA_MICROSECOND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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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시작 시간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NF_F_FIRST_SWITCHED(22)  

        NF_F_FLOW_START_SECONDS(150)  

        NF_F_FLOW_START_MILLISECONDS(152)  

        NF_F_FLOW_START_MICROSECONDS(154)  

        NF_F_FLOW_START_NANOSECONDS(156)  

        NF_F_FLOW_START_DELTA_MICROSECONDS(158)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바이트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NF_F_IN_BYTES(1)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패킷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NF_F_IN_PKTS(2)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프로토콜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NF_F_PROTOCOL(4)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소스 포트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NF_F_L4_SRC_PORT (7)  

        NF_F_TRANSPORT_TCP_SRC_PORT(182)  

        NF_F_TRANSPORT_UDP_SRC_PORT(180)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대상 포트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NF_F_L4_DST_PORT(11)  

        NF_F_TRANSPORT_TCP_DST_PORT(183)  

        NF_F_TRANSPORT_UDP_DST_PORT(181)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플로우 생성용이라면, 플로우 소스 인터페이스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NF_F_SRC_INTF_ID(10) 

 

이 템플릿이 Stealthwatch flow 생성을 위한 것 이라면 플로우 대상 인터페이스 필드를 추가 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NF_F_DST_INTF_ID(14) 

 

이 템플릿이 방화벽 이벤트 처리용이라면, 방화벽 이벤트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필드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NF_F_ASA_FW_EVENT(40005)  

        NF_F_FW_EVENT(233) 

 

이 템플릿이 Medianet 이벤트 처리용이라면, 다음 필드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NF_F_MEDIANET_TRANSPORT_ROUND_TRIP_TIME(37016) 
        NF_F_MEDIANET_TRANSPORT_RTP_JITTER_MEAN(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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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_F_MEDIANET_TRANSPORT_PACKETS_LOST(37019) 

 

Stealthwatch 를 이용한 기타 엑스포터 문제 해결 

 

플로우 컬렉터는 NetFlow 데이터에 대한 오류 검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값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나 데이터그램 크기 

같은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 확인에 실패하면 데이터 캡처 문제를 나타내는 상태 플래그가 발생합니다. Stealthwatch 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NetFlow pdu 를 삭제합니다. 일반적인 오류는 시간이 나중에 표시된 내보낸 데이터그램입니다. 이는 시간이 엑스포터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플로우 컬렉터의 시스템 시간이 NTP 에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NetFlow 컬렉션 상태 문서에 이러한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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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필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엑스포터 문제가 표시됩니다. 고객은 상태 셀을 더블 클릭하면 추가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 정보에 표시되는 메시지 유형, 설명 및 권장 작업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태 메시지 설명 권장 조치 

Exporter sent an invalid 

template(엑스포터에서 잘못된 

템플릿을 전송함) 

템플릿에 최소 필수 필드 집합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NetFlow V9 템플릿이 NetFlow 용 StealthWatch 

FlowCollector 에 필요한 모든 필드를 

정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porter sent invalid template 

data(엑스포터에서 잘못된 템플릿 

데이터를 전송함) 

최소 필수 필드 집합이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엑스포터가 템플릿에 필요한 모든 필드를 

전송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활성 지난 5 분 동안 엑스포터에서 아무 

데이터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엑스포터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Protocol 0 and Destination Address 

0.0.0.0(프로토콜 0 및 대상 주소 

0.0.0.0) 

NetFlow 레코드에서 프로토콜이 0 이고 

대상 IP 주소가 0 입니다. 

엑스포터를 확인하고 재활용해 보거나 

엑스포터 벤더에 데이터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Unrealistic PDU Time(잘못된 PDU 

시간) 

NetFlow 데이터그램의 타임스탬프와 

NetFlow 용 StealthWatch 

FlowCollector 의 클럭의 차이가 

120 초보다 큽니다. 

엑스포터 클럭 및 NetFlow 용 StealthWatch 

FlowCollector 의 클럭을 확인하고 

네트워크에서 NTP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nrealistic Packet/Octet 

Counts(잘못된 패킷/옥텟 수) 
평균 패킷 크기가 아키텍처 IPv4 MTU 

제한보다 큽니다. 

엑스포터를 확인하고 재활용해 보거나 

엑스포터 벤더에 데이터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Unrealistic Start And End Flow 

Times(잘못된 시작 및 종료 플로우 

시간) 

NetFlow 레코드의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보다 이전입니다. 

엑스포터를 확인하고 재활용해 보거나 

엑스포터 벤더에 데이터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요약 

엑스포터  NetFlow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고객 상호 작용은 일반적으로 POC 초기 단계에서 일부 엑스포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그렇지 않다면 Stealthwatch 구매 후에 고객이 자신의 환경에서 대부분의 엑스포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계정 수명 동안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하거나 장비를 교체하느라 약간의 엑스포터 컨피그레이션 활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Stealthwatch 지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리소스 

NetFlow 지원 매트릭스(2018 년 1 월) - https://communities.cisco.com/docs/DOC-77020  

ETA(암호화된 트래픽 분석) - https://www.cisco.com/go/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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