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Threat Response 및 Firepower 통합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배경 정보
기능 설명
구축 아키텍처
구성
FMC에서 관리하는 FTD - 직접 CTR 통합
다음을 확인합니다.
FMC에서 관리하는 FTD - 직접 CTR 통합
문제 해결
DNS 확인으로 인한 연결 문제
등록 문제
FTD - 직접 CTR 통합 로그 파일
a.이벤트 처리기:
b.SSE 커넥터:

  Cisco CTR(Threat Response) Firepower ,       . 

기고자: Cisco TAC 엔지니어

  

 

      .

FMC(Firepower Management Center)●

   ●

  

FTD(Firepower Threat Defense) - 6.3 ●

FMC(Firepower Management Center) - 6.3 ●

SSE(Security Services Exchange)●

Cisco CTR(Threat Response Account)●

        .     ()  .         .



 
  FMC(Firepower Management Center)  FTD(Firepower Threat Defense) Cisco     .

FMC  fdm  FTD 

(IPS) 
6.3 (Syslog )

6.4 (  )

6.3 (Syslog )

6.4 (  )

 6.5  Firepower     .
 ()  6.5

 (   ):

      

         

       

6.5  

   6.5 6.5

 

Cisco CTR(Threat Response) Cisco               .CTR                     .CTR  Cisco       .AMP for
Endpoints, Threat Grid, Umbrella, Security Management Appliance with Email Security, Cloud
Email Security.

CTR     ("  " )    , Cisco Next Generation Firewall    Cisco     .              (: )   .  CTR         .     Cisco
Talos ( )      .

CSSP      SSE(Cisco Security Services Exchange)      .     Cisco CDO(Defense Orchestrator) 
CTR(Cisco Threat Response)   Cisco Security Services   .

일부 Cisco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SS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CSSP는 지원
되지 않는 일부 제품의 브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FTD 6.4 이상 버전에서는 CSSP가 필요 없이
이벤트를 Cisco 클라우드로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FTD 버전의 경우 CSSP는 클라
우드로 이벤트를 전송해야 합니다.

 

Firepower 릴리스 6.4 이상을 사용하면 지원되는 이벤트를 FTD 디바이스에서 Cisco 클라우드로 직
접 전송하도록 Firepower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FTD만 지원되며 NGIP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Firepower 디바이스는 내장된 SSE 커넥터를 사용하여 SSE(Security Services Exchange)로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여기서 Cisco Threat Response(CTR)에 나타나는 인시던트로 이벤트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구성

구성을 완료하려면 다음 섹션을 고려하십시오.

Cisco Threat Response 및 관련 툴을 사용하려면 지역 클라우드에서 다음 어카운트 중 하나가 있어
야 합니다.



Cisco 보안 계정●

AMP for Endpoints 어카운트●

Cisco Threat Grid 어카운트●

FMC에서 관리하는 FTD - 직접 CTR 통합

요구 사항 유형 요구 사항

Firepower 디바이스
Firepower Threat Defense 디바이스

Firepower Management Center에서 관리●

Firepower Device Manager에서 관리●

Firepower 버전 6.4 이상
지역별 클라우드 지원은 Firepower 버전 6.5에서 도입되었습니다.

Cisco Threat
Responsicloud

북미 클라우드
유럽 클라우드(https://visibility.eu.amp.cisco.com)는 Firepower 버전 6.5 이상에서 지원됩
니다.

라이센싱

Smart Licensing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평가판 라이센스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은 Cisco Smart Software Satellite 서버를 사용할 수 없거나 Air-Gapped
환경에 구축할 수 없습니다.

●

계정

연결
FMC 및 관리되는 디바이스는 아웃바운드를 Cisco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미 클라우드:api-sse.cisco.com, 포트 443
EU 클라우드:api.eu.sse.itd.cisco.com, 포트 443

일반 Firepower 시스템은 예상대로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1단계. System(시스템) > License(라이센스) > Smart 라이센싱으로 이동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FMC를 등록합니다.

https://visibility.eu.amp.cisco.com/


2단계. Integration(통합) > Cloud Services(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고 Cisco Cloud Event
Configuration(Cisco 클라우드 이벤트 컨피그레이션)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할 이벤트를 선
택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연결 이벤트(6.5 이상):  보안 인텔리전스 연결 이벤트파일 및 악성코드 이벤
트와 관련된 연결 이벤트침입 이벤트와 관련된 연결 이벤트

●

파일 및 악성코드 이벤트(6.5 이상)●

침입 이벤트(6.3 이상) Syslog를 통한 6.3직접 연결을 통한 6.4●



SSE 웹 페이지로 리디렉션하려면 Click here to view your Cisco Cloud configuration(Cisco 클라우
드 컨피그레이션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을 선택해야 합니다.



SSE 계정에 로그온할 때 스마트 계정을 SSE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구 아이콘을 클릭
하고 계정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Virtual Account Admin(가상 어카운트 관리자) 또는 Smart Account Admin(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
)만 스마트 어카운트를 SSE 어카운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스마트 어카운트 역할을 검
증하기 위해 software.cisco.com으로 이동하고 Administration(관리) 메뉴에서 Manage Smart
Account(스마트 어카운트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역할을 검증하려면 Users(사용자)로 이동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Roles(역할)에서 어카
운트가 Virtual Account Administrator(가상 어카운트 관리자)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SE에 연결하도록 선택된 가상 어카운트에 보안 라이센스가 포함되지 않은 어카운트가 SSE에 연
결되어 있고 보안 디바이스 및 이벤트가 SSE 포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안 디바이스에 대한 라
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mart Account가 SSE에 연결되면 디바이스에서 FMC 및 FTD가 등록된 상태로 표시되며, 이는 이
미지에 표시됩니다.



Cisco Threat Response 및 Eventing이 모두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CTR 어카운트로 이동한 다음 FMC에서 Click here(여기를 클릭)를 선택하여 Cisco Treat
Response에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Firepower 모듈이 설치된 모듈에서 Firepower Check와의 통합을 완료하려면



Firepower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를 진행합니다.

Devices(디바이스) 탭에서 FMC와 FTD는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등록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FMC에서 관리하는 FTD - 직접 CTR 통합

FMC에서 악성코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FMC에서 침입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벤트를 수신한 SSE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하나의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R에서 SSE의 이벤트가 수신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이벤트를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DNS 확인으로 인한 연결 문제

1단계.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root@ftd01:~# curl -v -k https://api-sse.cisco.com

* Rebuilt URL to: https://api-sse.cisco.com/

* getaddrinfo(3) failed for api-sse.cisco.com:443

* Couldn't resolve host 'api-sse.cisco.com'

* Closing connection 0

curl: (6) Couldn't resolve host 'api-sse.cisco.com'

위의 출력에서는 디바이스가 URL https://api-sse.cisco.com을 확인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
우, 올바른 DNS 서버가 구성되었는지 검증해야 하며, expert CLI의 nslookup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
다.

root@ftd01:~# nslookup https://api-sse.cisco.com

;; connection timed out; no servers could be reached

위의 출력에서는 구성된 DNS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DNS 설정을 확인하려면 show
network 명령을 사용합니다.

> show network

===============[ System Information ]===============



Hostname : ftd01

DNS Servers : 10.10.10.10

Management port : 8305

IPv4 Default route

Gateway : 10.10.10.1

======================[ eth0 ]======================

State : Enabled

Link : Up

Channels : Management & Events

Mode : Non-Autonegotiation

MDI/MDIX : Auto/MDIX

MTU : 1500

MAC Address : 00:50:56:94:9D:A5

----------------------[ IPv4 ]----------------------

Configuration : Manual

Address : 10.10.10.27

Netmask : 255.255.255.0

Broadcast : 10.10.10.255

----------------------[ IPv6 ]----------------------

Configuration : Disabled

===============[ Proxy Information ]================

State : Disabled

Authentication : Disabled

이 예에서는 잘못된 DNS 서버를 사용했으므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DNS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 configure network dns 10.10.10.11

이 연결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연결됩니다.

root@ftd01:~# curl -v -k https://api-sse.cisco.com

* Rebuilt URL to: https://api-sse.cisco.com/

* Trying 52.4.85.66...

* Connected to api-sse.cisco.com (52.4.85.66) port 443 (#0)

* ALPN, offering http/1.1

* Cipher selection: ALL:!EXPORT:!EXPORT40:!EXPORT56:!aNULL:!LOW:!RC4:@STRENGTH

* successfully set certificate verify locations:

* CAfile: none

CApath: /etc/ssl/certs

* TLSv1.2 (OUT), TLS header, Certificate Status (22):

* TLSv1.2 (OUT), TLS handshake, Client hello (1):

* TLSv1.2 (IN), TLS handshake, Server hello (2):

* TLSv1.2 (IN), TLS handshake, Certificate (11):

* TLSv1.2 (IN), TLS handshake, Server key exchange (12):

* TLSv1.2 (IN), TLS handshake, Request CERT (13):

* TLSv1.2 (IN), TLS handshake, Server finished (14):

* TLSv1.2 (OUT), TLS handshake, Certificate (11):

* TLSv1.2 (OUT), TLS handshake, Client key exchange (16):

* TLSv1.2 (OUT), TLS change cipher, Client hello (1):

* TLSv1.2 (OUT), TLS handshake, Finished (20):

* TLSv1.2 (IN), TLS change cipher, Client hello (1):

* TLSv1.2 (IN), TLS handshake, Finished (20):

* SSL connection using TLSv1.2 / ECDHE-RSA-AES128-GCM-SHA256

* ALPN, server accepted to use http/1.1

* Server certificate:

* subject: C=US; ST=California; L=San Jose; O=Cisco Systems, Inc.; CN=api -sse.cisco.com

* start date: 2019-12-03 20:57:56 GMT

* expire date: 2021-12-03 21:07:00 GMT

* issuer: C=US; O=HydrantID (Avalanche Cloud Corporation); CN=HydrantID S SL ICA G2



* SSL certificate verify result: self signed certificate in certificate c hain (19), continuing

anyway.

>GET / HTTP/1.1

>Host: api-sse.cisco.com

>User-Agent: curl/7.44.0

>Accept: */*

>

<HTTP/1.1 403 Forbidden

<Date: Wed, 08 Apr 2020 01:27:55 GMT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Length: 9

<Connection: keep-alive

<Keep-Alive: timeout=5

<ETag: "5e17b3f8-9"

<Cache-Control: no-store

<Pragma: no-cache

<Content-Security-Policy: default-src 'self'

<X-Content-Type-Options: nosniff

<X-XSS-Protection: 1; mode=block

<Strict-Transport-Security: max-age=31536000; includeSubdomains;

참고:403 Forbidden 메시지는 테스트를 통해 전송된 매개변수가 SSE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
니지만 연결 상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문제

1단계. 구성을 확인합니다.

백엔드에서 FMC의 SSE 커넥터가 구성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다음 파일을 엽니다.

admin@firepower:~$ cat /etc/sf/connector.properties:

registration_interval=180

connector_port=8989

region_discovery_endpoint=https://api-sse.cisco.com/providers/sse/api/v1/regions

connector_fqdn=api-sse.cisco.com

2단계. SSE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SE에 대한 연결은 FMC 또는 FTD의 다음 CURL을 사용하여 설정에 사용된 클라우드에 각각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dmin@firepower:~$ curl -s  https://api-sse.cisco.com/providers/sse/api/v1/regions -x

proxy.prod.wudip.com:8080 | python -m json.tool [ { "description": "US Region", "domain": "api-

sse.cisco.com", "region": "us-east-1" }, { "description": "EU Region", "domain":

"api.eu.sse.itd.cisco.com", "region": "eu-central-1" } ]

3단계. DeviceID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DeviceID는 SSE 포털의 ID와 동일해야 합니다.

admin@firepower:~$ curl -s http://localhost:8989/v1/contexts/default | grep deviceId

출력 예.

    "deviceId": "c2e228d6-d17d-432e-9c71-e3107875cc3b",

https://api-sse.cisco.com/providers/sse/api/v1/regions


4단계. 로그에서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관련 문제는 커넥터의 FMC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min@firepower:~$ zgrep -i "registration:"  /var/log/connector/connector.log*

FTD에서는 경로가 약간 다릅니다.

admin@firepower:~$ zgrep -i "registration:"  /ngfw/var/log/connector/connector.log*

출력 예.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0.511829319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sm.go:294 registration:NewDevice] New device created."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0.511926615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methods.go:71 registration:(*device).register] Registration request

received for Device"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0.511977085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sm.go:482 registration:(*device).updateStatus] Changing device

status: INIT to REGISTERING"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1.200785143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reg.go:124 registration:(*device).sendRegRequest] Registration

request completed with status code: 201; FlowID: 9d219408-b527-4c91-aa78-c967f8f86e70"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1.201142252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methods.go:84 registration:(*device).register] Registration success.

Device UUID: c2e228d6-d17d-432e-9c71-e3107875cc3b"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1.201184566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sm.go:482 registration:(*device).updateStatus] Changing device

status: REGISTERING to REGISTERED"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2.969957209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methods.go:115 registration:(*device).register] JWT Enrollment

complete for Device with UUID: c2e228d6-d17d-432e-9c71-e3107875cc3b"

/var/log/connector/connector.log:time="2019-11-06T14:58:12.970006791Z" level=info msg="[ips-

mgmt-ch1-01.wuintranet.net][sm.go:482 registration:(*device).updateStatus] Changing device

status: REGISTERED to ENROLLED"

5단계. 모든 단계가 부족할 경우 FMC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SSE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admin@firepower:~$ curl -s http://localhost:8989/v1/contexts/default

{

  "clientInfo": {

    "version": "6.4.0.6",

    "description": "10.46.194.70 ips-mgmt-ch1-01.wuintranet.net",

    "name": "ips-mgmt-ch1-01.wuintranet.net",

    "guid": "0f0fdba0-dc00-11e6-8431-d83b778ca293",

    "type": "Cisco Firepower Management Center 3500",

    "ip": "10.46.194.70"

  },(...)

FTD - 직접 CTR 통합 로그 파일

a.이벤트 처리기:

통계 파일:●

/ngfw/var/log/EventHandlerStats.<date>



   (일요일부터 매주 통계 파일 1개)
로그 파일: ●

/ngfw/var/log/messages

EventHandler 찾기:항목
    예:" EventHandler:E ventHandler [INFO] 소비자 SSEConnector 초기화 완료"
시스템 구성 파일:●

/ngfw/var/sf/detection_engines/<UUID>/ids_alert.conf

/ngfw/var/sf/detection_engines/<UUID>/threshold.con
b.SSE 커넥터:

로그 파일:●

/ngfw/var/log/connector/connector.log

커넥터가 SSE 클라우드와 연결되었는지 확인●

root@firepower:~# lsof -i | grep conn

connector  3701   www    9u  IPv4    20899      0t0  TCP localhost:8989 (LISTEN) connector  3701

  www   10u  IPv4    24751      0t0  TCP firepower:59707->ec2-100-25-93-234.compute-

1.amazonaws.com:https (ESTABLISHED)

위에서 강조 표시된 포트에 tcpdump를 사용하여 SSE 커넥터가 클라우드로 이벤트를 전송하는
지 확인합니다.

●

이벤트 서비스 확인●

root@firepower:~# curl http://localhost:8989/v1/contexts/default

{

"clientInfo": {

"version": "6.5.0",

"description": "10.5.0.50 firepower (FMC managed)",

"name": "firepower",

"guid": "e6e8d1cc-e633-11e9-9851-d7d99b327fc4",

"type": "Cisco Firepower Threat Defense for AWS",

"ip": "10.5.0.50"

},

{

"type": "Events",

"status": "Success",

"name": "",

"description": "Events service module star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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