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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ecureX와 Stealthwatch Enterprise 통합을 수행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Jesus Javier Martinez, Jorge Navarrete,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SMC(Stealthwatch Management Console) v7.2.1 이상

Stealthwatch 구축에서는 보안 이벤트 및 경보를 예상대로 생성합니다.

SMC는 Cisco 클라우드에 아웃바운드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미 클라우드:
api-sse.cisco.com, 포트 443
visibility.amp.cisco.com, 포트 443

●

EU 클라우드:
api.eu.sse.itd.cisco.com, 포트 443
visibility.eu.amp.cisco.com, 포트 443

●

아시아(APJC) 클라우드:
api.eu.sse.itd.cisco.com, 포트 443
visibility.apjc.amp.cisco.com, 포트 443

●

SecureX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SecureX 및 관련 툴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지역 클
라우드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Cisco 보안 계정●

AMP for Endpoints 어카운트●

Cisco Threat Grid 어카운트●

참고:사용하는 지역 클라우드에 위의 어카운트가 이미 있는 경우 기존 어카운트를 사용하십시
오.새 계정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SSE(Security Services Exchange) 콘솔●

Stealthwatch Management Console(SMC)●

SecureX 콘솔●

참고:통합을 수행하려면 모든 콘솔의 계정에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정보

Cisco SecureX는 여러 제품 및 소스에서 집계된 데이터로 위협을 탐지, 조사, 분석 및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Cisco 클라우드의 플랫폼입니다.이러한 통합을 통해 Stealthwatch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ureX 대시보드의 Stealthwatch 타일을 사용하여 주요 운영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SecureX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여 다른 Cisco 보안 및 타사 통합으로 전환합니다.●

SecureX 보안 리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tealthwatch 경보를 SecureX로 보냅니다.●

SecureX가 Stealthwatch에서 보안 이벤트를 요청하여 SecureX Threat Response 워크플로의
조사 컨텍스트를 강화하도록 허용합니다.

●

구성

SecureX 통합 구성

1단계. SecureX 포털에 로그인합니다.웹 브라우저를 통해 지역별 SecureX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북미 클라우드:securex.us.se보안.cisco.com●

유럽 클라우드:securex.eu.se보안.cisco.com●

아시아(APJC)클라우드:securex.apjc.security.cisco.com●

2단계. AMP for Endpoints, Cisco Threat Grid 또는 Cisco Security 어카운트의 자격 증명으로 로그
인합니다.

3단계. Integrations(통합) 탭으로 이동한 다음 Settings(설정) 메뉴에서 API Clients(API 클라이언트
)를 선택합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Generate API Client(API 클라이언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5단계. API 클라이언트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모든 범위를 선택합니다.
API 클라이언트가 생성된 후에는 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dd New Client(새 클라이언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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