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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이 가이드는 Cisco 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ASDM)를 사용하여 Cisco ASA 
Firepower 모듈에서 기본적인 보안 정책(액세스 제어 정책)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이전에 Cisco ASA with Firepower 서비스의 초기 
구성을 미리 완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Cisco ASA with Firepower 서비스 간편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가이드의 일부 구성에서는 선택적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메모" 또는 "주의" 열에 필요한 라이센스가 별도로 표시 
됩니다. Cisco ASA with Firepower 서비스에는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AVC)에 
대한 기본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라이센스에 추가 하여 차세대 
IPS(NGIPS), AMP(Cisco Advanced Malware Protection) 및 URL 필터링(URL)등의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VC: 맞춤형 침입 방지 시스템(IPS) 위협 탐지 정책을 실행하여 보안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3,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계층 및 위험 기반 제어를 
지원합니다. 

● NGIPS: 매우 효과적인 위협 예방, 그리고 사용자,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여 멀티벡터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 대응을 
자동화합니다. 

● AMP: 정교한 맬웨어에 대한 인라인 네트워크 보호 기능과 Cisco Threat Grid 
샌드박스를 제공합니다. 

● URL: 위험 수준 및 82개 이상의 범주별로 2억 8천만 개 이상의 최상위 도메인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옵션 라이센스 
SKU에 

포함된 문자 

 
NGIPS 

 
AMP 

 
URL 

NGIPS 라이센스 TA ● - - 
AMP 라이센스 AMP - ● - 
URL 라이센스 URL - - ● 
NGIPS 및 AMP 라이센스 TAM ● ● - 
NGIPS 및 URL 라이센스 TAC ● - ● 
NGIPS 및 AMP 및 URL 라이센스 TAMC ● ● ● 

 

 서비스 정책 구성 
ASA Firepower 모듈로 전송하려는 특정 트래픽을 식별하는 서비스 정책을 ASA에 
작성하면 트래픽을 ASA Firepower 모듈로 리디렉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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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구성 
 [Configuration(구성)]을 
클릭합니다. 

 
 
 
 
 
 
 
 
 
 
 

 [Firewall(방화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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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Policy 
Rules(서비스 정책 
규칙)]을 클릭합니다. 

 [Add(추가)] 메뉴 
표시줄에서 [Add Service 
Policy Rule(서비스 정책 
규칙 추가)]을 클릭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인 [Global – applies to all 
interfaces(전역 - 모든 
인터페이스에 적용)]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은 서비스 
정책을 모든 인터페이스에 
전역으로 적용합니다. 

 

 

 

 

 [Use class-default as the 
traffic class(클래스 
기본값을 트래픽 클래스로 
사용)]를 클릭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ASA FirePOWER 
Inspection(ASA 
FirePOWER 검사)]을 
클릭합니다. 

 
 

 

 

 

 

 

 [Enable ASA Fire- POWER 
for this traffic flow(이 
트래픽 흐름에 대해 ASA 
FirePOWER 사용)]를 
클릭합니다. 

 [Permit traffic(트래픽 
허용)] 또는 [Close 
traffic(트래픽 차단)]을 
클릭합니다. 

[Permit traffic(트래픽 허용)]은 
모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SA가 검사되지 않은 채 모든 
트래픽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Close traffic (트래픽 
차단)]은 모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SA가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도록 설정합니다.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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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책 구성: 맬웨어 차단 
전체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일부로 맬웨어 방지 및 파일 제어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파일 정책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생성한 파일 정책은 “2-2 액세스 제어 정책 
구성: 시각화”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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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정책 구성 

 [ASA FirePOWER 
Configuration(ASA 
FirePOWER 구성)]을 
클릭합니다. 

 
 
 
 
 
 
 
 
 

 [Policies(정책)]를 
클릭합니다. 

 

 [Files(파일)]를 클릭합니다. 

 
 
 
 
 
 
 
 
 

 [New File Policy(새 파일 
정책)]을 클릭합니다. 

[New File Policy(새 파일 정책)]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Name(이름)] 필드에 새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tore ASA FirePOWER 
Changes(ASA 
FirePOWER 변경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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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제어 정책 구성: 시각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Default Allow All Traffic(모든 트래픽 기본 허용)] 정책을 
편집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기록 및 처리(시각화)를 세부적으로 제어하도록 액세스 제어 
규칙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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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파일 정책에서 별도의 규칙을 설정하여 파일 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또는 전송 방향에 따라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7~11단계를 반복합니다. 

 

 주의 
❽단계에서 규칙 작업 [Malware Cloud Lookup(맬웨어 클라우드 
조회)] 및 [Block Malware(맬웨어 차단)]를 사용하려면 NGIPS 
라이센스 또는 AMP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Detect Files(파일 탐지)] 또는 [Block 
Files(파일 차단)] 규칙 동작을 선택하십시오. 

● 파일 탐지 규칙을 사용하면 전송을 허용하면서 특정 
파일 형식의 탐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차단 규칙을 사용하면 특정 파일 형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맬웨어 클라우드 조회 규칙을 사용하면 전송을 
허용하면서 클라우드 조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파일의 맬웨어 처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맬웨어 차단 규칙을 사용하면 특정 파일 형식의 SHA-
256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 클라우드 조회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파일에 
맬웨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위협을 나타내는 파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Add File Rule(파일 규칙 
추가)]을 클릭합니다. 

[Add File Rule(파일 규칙 추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Action(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Block 
Malware(맬웨어 차단)]를 
클릭합니다. 

 하나 혹은 여러개의 [File 
Types(파일 형식)]를 
선택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하나 혹은 여러개의 [File Type 
Categories(파일 형식 범주)]를 
선택하고 이름이나 설명을 
기준으로 파일 형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tore ASA FirePOWER 
Changes(ASA 
FirePOWER 변경 저장)]를 
클릭합니다. 

 

 [Store ASA FirePOWER 
Changes(ASA 
FirePOWER 변경 저장)]를 
클릭합니다. 

[Apply Access Control Policy 
(액세스 제어 정책 적용)]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Access Control 
Policy(액세스 제어 
정책)]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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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❻단계에서 침입 정책 [Connectivity Over Security(보안보다 연결 우선)] 등에는 NGIPS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None(없음)]을 선택하십시오. 

 [Default Allow All 
Traffic(모든 트래픽 기본 
허용)] 정책 옆에 있는 편집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dd Rule(규칙 추가)]을 
클릭합니다. 

[Add Rule(규칙 추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Name(이름)] 필드에 새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Inspection(검사)]을 
클릭합니다. 

 [Intrusion Policy(침입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nectivity Over 
Security(보안보다 연결 
우선)]를 선택합니다. 

 [File Policy(파일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2-
1(5)단계의 정책 이름을 
선택합니다. 

 [Logging(로깅)]을 
클릭합니다. 

 [Log at End of 
Connection(연결 종료 시 
로그)]을 클릭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Apply ASA FirePOWER 
Changes(ASA 
FirePOWER 변경 적용)]를 
클릭합니다. 

[Apply Access Control 
Policy(액세스 제어 정책 적용)]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Apply All(모두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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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제어 정책 구성: 차단 
[Default Allow All Traffic(모든 트래픽 기본 허용)]은 모든 트래픽을 통과시키므로 액세스 
제어 규칙을 구성하여 특정 트래픽(예: 위험도가 높거나 비즈니스 관련성이 낮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주의 

단계에서 URL 신뢰도에는 URL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수준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수준을 선택하면 해당 수준 이상의 모든 신뢰도도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Suspicious 
sites(의심스러운 사이트)](수준 2)를 차단하도록 규칙을 구성하면 [High Risk(높은 위험)](수준 1) 사이트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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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Rule(규칙 추가)]을 
클릭합니다. 

[Add Rule(규칙 추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Name(이름)] 필드에 새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Action(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Block(차단)]을 
선택합니다. 

 [Insert(삽입)] 드롭다운 
목록에서 [above rule(규칙 
위)]을 선택합니다. 

 [Applications 
(애플리케이션)]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Available 
Applications(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Add to Rule(규칙에 
추가)]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Application Filters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선택하고 
이름이나 설명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Categories 

and URLs(범주 및 
URL)]을 선택합니다. 

 [Reputations(신뢰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dd to Rule(규칙에 
추가)]을 클릭합니다. 

신뢰도 수준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Any(모두)]를 지정합니다(즉, 모든 
수준). 

 [Logging(로깅)]을 
클릭합니다. 

 [Log at Beginning and 
End of Connection(연결의 
시작과 끝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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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약점이 알려 지면, Cisco release rule을 먼저 ASA firepower 모듈에 업데이트 
한 다음 이에 영향을 받는 액세스 제어, 네트워크 분석 및 침입 정책을 적용합니다. 

규칙 업데이트는 누적되며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Apply ASA FirePOWER 

Changes(ASA 
FirePOWER 변경 적용)]를 
클릭합니다. 

[Apply Access Control 
Policy(액세스 제어 정책 적용)]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Apply All(모두 적용)]을 
클릭합니다. 

 

 [Updates(업데이트)]을 
클릭합니다. 

 

 

 

 

 

 

 

 [Rule Updates(규칙 
업데이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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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new Rule 
Update from the Support 
Site(지원 사이트에서 새 
규칙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아래의 두 옵션을 
클릭합니다.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규칙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Enable Recurring Rule 
Update Imports(반복 규칙 
업데이트 가져오기 
사용)]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반복 가져오기 
구성 옵션을 표시합니다. 

 

 가져오기 빈도를 선택하고 
아래의 두 가지 옵션을 
클릭합니다. 

[Daily(매일)]를 권장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Geolocation 
Updates(지리 위치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Download and install 
geolocation update from 
the Support Site(지원 
사이트에서 지리 위치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합니다.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 설치의 평균 지속 
시간은 30~40분입니다. 

 [Enable Recurring Weekly 
Updates(반복 주간 
업데이트 사용)]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반복 가져오기 
구성 옵션을 표시합니다. 

 주간 GeoDB 업데이트를 
수행할 시간과 요일을 
지정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보고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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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ASDM)는 시스템의 일상적 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하고 유용한 보고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보기 
 

 

 

 시스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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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 및 모니터링 

 [Home(홈)]을 클릭합니다. 

 [ASA FirePOWER 
Reporting(ASA 
FirePOWER 보고)]을 
클릭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각 항목을 클릭합니다. 

 

 [Monitoring(모니터링)]을 
클릭합니다. 

 [ASA FirePOWER 
Monitoring(ASA 
FirePOWER 모니터링)]을 
클릭합니다. 

 
 
 
 

 [Real Time Eventing 
(실시간 이벤트 처리)]을 
클릭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각 항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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