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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SecureX Cisco Orbeability Advanced Search       . 

기고자: Yeraldin Sanchez와 Uriel Torres, Jorge Navarrest,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

Cisco AMP for Endpoints Essentials with Orbability, Advantage  Premier ●

Cisco Orbeability Advanced Search●

SecureX   ●

    ●

사용되는 구성 요소

AMP for Endpoints Console  5.4.20200804●

AMP for Endpoints  ●

Orital Advanced Search Console  1.7●

SecureX Console  1.54●

SecureX  ●

Microsoft Edge  84.0.522.52●

        .     ()  .         .

/content/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advanced-malware-protection/amp-for-endpoints-quick-guide.pdf


배경 정보

Orbeth는 Cisco AMP for Endpoints의 고급 기능으로, 보안 조사 및 위협 추적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각 AMP 엔드포인트에서 강력한 Osquery 기술을 구현합니다.Orital을 사용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관심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맞춤형 쿼리를 만들 수 있지만, 사전 구성된
100개 이상의 쿼리를 통해 모든 엔드포인트에서 복잡한 쿼리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Orbeth 모듈에는 SecureX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는 타일 4개가 있습니다.

조직 쿼리 및 결과 통계: 조직 쿼리 및 결과를 설명하는 측정 단위 집합●

사용자 카탈로그 통계: 이 사용자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탈로그 쿼리를 설명하는 측정
단위 집합

●

조직 카탈로그 통계: 이 조직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탈로그 쿼리를 설명하는 일련의 메
트릭

●

사용자 쿼리 및 결과 통계: 사용자 쿼리 및 결과를 설명하는 측정 단위 집합 ●

구성

SecureX 콘솔에서 API 자격 증명 생성

SecureX에 로그인●

Integrations(통합) > Settings(설정) > API Clients(API 클라이언트)로 이동합니다.●

Generate API Client(API 클라이언트 생성)를 클릭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지정하고 Orital을 확인하고 API에 대해 설명하고 Add New Client(새 클
라이언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



API 자격 증명이 생성됩니다.●

참고:이 정보는 이 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백업 파일에 저장하십시오.



AMP 콘솔에서 SecureX 리본 활성화

SecureX는 중앙 집중식 콘솔이자 분산된 기능 집합으로, 가시성을 통합하고, 자동화를 구현하며,
사고 대응 워크플로를 가속화하고, 위협 추적을 개선합니다.이러한 분산형 기능은 SecureX 리본의
애플리케이션(앱) 및 툴 형태로 제공되며 SecureX 리본은 Orbability Console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궤도 콘솔에 로그인●

궤도 콘솔●

<Yout User> > Settings로 이동합니다. ●

SecureX 리본 활성화●

리본은 페이지 하단에 있으며 대시보드와 사용자 환경의 다른 보안 제품 사이를 이동할 때 계속
유지됩니다

●

SecureX에 Orbeth Module 통합

Orbeth는 호스트, IP, IP4, IP6, MAC, OS 등에 대한 추가 인텔리전스를 쿼리하고 수집하기 위해
Orbeth에서 Threat Response Relations 그래프에 표시되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Orbeth 앱
은 SecureX 리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브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오른쪽 창에서 측정 단
위 및 최근 질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SecureX에서●

Integrations(통합) > Add New Module(새 모듈 추가)로 이동합니다.●

Orital(궤도)을 선택하고 Add New Module(새 모듈 추가)을 클릭합니다.●

모듈의 이름을 지정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Orbability Advanced Se Console의 정보가 SecureX 대시보드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SecureX에서 Dashboard(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New Dashboard(새 대시보드)를 클릭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전에 생성한 Orbeability Module을 선택합니다.●

이 가이드의 모든 타일이 추가되었으므로 타일을 선택하십시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Timeframe(기간)을 선택하고 Orbeability의 데이터가 SecureX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SecureX 리본에서 조사 실행 가능●

SecureXRibbon> Orital > Perform an Orital Query로 이동합니다.●

관련 정보

제품 통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4Npr0SsZ_9W-G922WCqLmtMosZmBDbbq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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