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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IPS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IPS 5.x 이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IPS 이벤트 모니터링 방법

현재 센서 모니터링에는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IPS Manager Express(IME)는 Cisco.com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애플리케이션은 SDEE를 사용하여 IPS 센서에 안전하게 가입하고 일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
또는 서명의 결과로 생성된 이벤트/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IDM(IPS Device Manager)은
HTTPS를 통해 센서에 직접 액세스할 때 호출됩니다.IDM Monitoring 또는 IME Event

1.

//www.cisco.com/warp/customer/459/techtip_conventions.html
//www.cisco.com/cisco/web/download/index.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ips/7.0/configuration/guide/idm/idm_monitoring.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ips/7.0/configuration/guide/ime/ime_event_monitoring.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ips/7.0/configuration/guide/ime/ime_event_monitoring.html


   

Monitoring 툴을 사용하여 센서에서 직접 이벤트 저장소를 확인합니다.센서의 로컬 이벤트 저
장소가 30MB 순환 버퍼이고 30MB 제한에 도달하면 자체적으로 오버라이드되기 때문에 이벤
트를 장기간 저장해야 하는 경우 IDM 및 IME는 유효한 솔루션이 아닙니다.이 제한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센서에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끌어와 상관관계 분석하려면 CS-MARS 디바이스를 사용합니
다.CS-MARS는 SDE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센서에 안전하게 연결하여 이벤트를 검색하고 몇
초마다 새 이벤트를 검색합니다.CS-MARS 디바이스를 시연하려는 경우 어카운트 팀/리셀러
/SE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십시오.Cisco IPS 5.x 및 6.x 디바이스의 경우 MARS는 SSL을 통
해 SDEE로 로그를 가져옵니다.따라서 MARS는 센서에 대한 HTTPS 액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센서를 준비하려면 IDM/IME 관리 스테이션에서 HTTPS 트래픽을 허용해야 하며, MARS의
IP 주소가 센서에서 허용되는 호스트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sensor#conf t

 sensor(config)#service host

 sensor(config-hos)#network-settings

 sensor(config-hos-net)#access-list x.x.x.x/subnet_mask

 sensor(config-hos-net)#exit

 sensor(config-hos)#exit

 Apply Changes?[yes]:

 sensor(config)#

2.

IV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IDS 이벤트 뷰어는 최대 5개의 센서에 대한 경보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Java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IDS 이벤트 뷰어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또는 가져온 로그 파일에 연결하여 경보를 볼 수 있습니다.경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터 및 보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추가 분석을 위해 이벤트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MARS와 마찬가지로 IEV는 센서에 보안 연결을 설정하고 몇 초마다 이벤트를 검색
합니다.IEV는 이러한 이벤트를 IEIV가 설치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DB는 IV에
포함되어 있으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설치됩니다.다운로드하려면 IEV를 클릭합니다.참고:
IEIV에 대한 설명서는 설치 후 도움말 메뉴를 통해 제공됩니다.Readme에는 설치 정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3.

request-snmp-trap 작업을 수행하도록 센서의 서명을 구성하고 센서가 트랩을 SNMP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성합니다.그런 다음 이 서버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syslog로 다른 시스템에 릴레
이할 수 있습니다.SNMP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 관리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애플리케이
션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네트워크 관리자는 SNMP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관리하고 네트
워크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네트워크 성장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SNMP는 간단한
요청/응답 프로토콜입니다.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요청을 발행하고 관리되는 디바이스는
응답을 반환합니다.이 동작은 네 가지 프로토콜 작업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다운로
드다음 가져오기설정트랩SNMP를 통해 모니터링하도록 센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SNMP는
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에서 스위치, 라우터, 센서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의 상태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표준 방법을 정의합니다.

4.

관련 정보

Cisco IPS 4200 Series 센서●

Cisco 침입 방지 시스템●

보안 제품 필드 알림(CiscoSecure Intrusion Detection 포함)●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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