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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수정: 3/29/16, OL-26134-01

이 서문에서는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의 목표, 대상 독자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다음 섹션에서 명령을 제공하는 규칙을 설명하고 다른 유형의 정보
를 제공합니다.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개요, vii페이지

• 목적, viii페이지

• 대상, viii페이지 

• 문서 구성, viii페이지 

• 문서 표기 규칙, ix페이지 

• 문서 업데이트, ix페이지 

• 제품 설명서, x페이지

• 관련 설명서, x페이지

• 설명서 받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xi페이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개요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는 기업들이 규정 준수를 시행하고, 인프라 보안을 향상하며, 
서비스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ID 및 액세스 제어 정책 플랫폼입니다. Cisco ISE의 
고유한 아키텍처를 통해 기업은 능동적인 거버넌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네트워크, 사용자 및 디바이
스로부터 실시간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ID를 액세스 스위치, WLC(Wireless 
LAN Controller), VPN(Virtual Private Network) 게이트웨이 및 데이터 센터 스위치 등의 다양한 네트
워크 요소에 연결하여 수집합니다.

Cisco ISE는 Cisco Security Group Access Solution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Cisco ISE는 다음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정책 기반 액세스 제어 솔루션입니다. 

• 1개의 어플라이언스에 AAA(인증, 권한 부여 및 계정 관리), 포스처, 프로파일러 및 게스트 관
리 서비스 통합 

• 802.1X 환경을 비롯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모든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포스처를 확인하
여 엔드포인트 규정 준수 시행 

•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발견, 프로파일링, 정책 기반 배치 및 모니터링 지원 제공

• 필요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중앙 집중식의 분산형 구축에서 일관된 정책 지원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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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T(Security Group Tag) 및 SG(Security Group) ACL(액세스 제어 목록)을 사용하여 
SGA(Security Group Access)를 비롯한 고급 시행 기능 채택 

• 소규모 사무실에서 대기업 환경에 이르는 다양한 구축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한 확장성 지원 

Cisco ISE 아키텍처는 독립형 및 분산형 구축을 지원하므로 중앙 집중식 포털에서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ISE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 가이드, 릴리스 1.3을 참고하십시오.

목적
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참조 가이드는 지원되는 API의 기능에 대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개요만 제공합니다. 이 API 참조 가이드의 목적은 개발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 
시스템 통합자에게 Cisco ISE 구축에서 설명된 API 사용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EST API 호출은 쿼리를 사용하여 다음 유형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활성 세션 수

• 활성 세션 유형

• 활성 세션의 인증 상태

• 사용 중인 MAC 주소

• 사용 중인 NAS IP 주소

• 노드 버전 및 유형

• 노드 세션 실패 사유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및 관련된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리소스에서 CRUD(생성, 읽
기, 업데이트,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 및 REST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Cisco ISE 네트워크, 노드 및 가상 사용자, 작업 개념 또는 사용 또는 Cisco ISE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 가이드, 릴리스 1.3
을 참고하십시오.

대상
이 API 참조 설명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Cisco ISE 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경험이 풍부한 시스
템 관리자, API 사용을 원하는 시스템 통합자 또는 Cisco ISE 구축의 관리 또는 트러블슈팅을 담당
하는 타사 파트너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 API 참조 가이드를 사용하려면 전제조건으로, 트러블슈팅 
및 진단 사례와 API 호출을 수행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서 구성
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1 — Cisco ISE 모니터링 REST API

– 1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 2장, "세션 관리 쿼리 API"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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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 4장, "CoA(권한 부여 변경) REST API"

• 2부 — Cisco ISE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 5장, "ERS API 소개"

– 7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 3부 — Cisco pxGrid API

– 부록 A,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

문서 표기 규칙
이 섹션에서는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표기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의 독자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장비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독자가 참고해야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참고 항목에는 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참조 또는 유용한 제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API 참조 가이드는 지침 및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음 표기 규칙을 사용합니다.

문서 업데이트
표 1은 이 문서의 시작 이후 수행된 업데이트를 나열하며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목록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항목 표기 규칙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선택해야 하는 명령, 키워
드, 특수 용어 및 옵션

굵은 글꼴

사용자가 제공하는 변수 및 새롭거나 중요한 용어 기울임꼴 글꼴

표시된 세션 및 시스템 정보, 경로 및 파일 이름 화면 글꼴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굵은 화면 글꼴

사용자가 입력하는 변수 기울임꼴 화면 글꼴

메뉴 항목 및 버튼 이름 굵은 글꼴

선택 메뉴 항목을 선택하는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Option(옵션) > Network Preferences(네트
워크 기본 설정)

표 1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의 업데이트

날짜 설명

8-25-2014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릴리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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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서

참고 Cisco는 간행물이 처음 발행된 후에 수시로 인쇄한 전자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업데이
트가 있는 경우 http://www.cisco.com 에 있는 설명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표 2는 www.cisco.com 에 있는 Cisco ISE 릴리스 1.3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제품 설명서를 나열
합니다. www.cisco.com 의 모든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 문서를 찾으려면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techdocs

관련 설명서
이 섹션에서는 릴리스별 설명서와 플랫폼별 설명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릴리스별 설명서
표 2는 Cisco ISE 릴리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설명서를 나열합니다. Cisco ISE에 대한 일반 제품 
정보는 http://www.cisco.com/go/is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설명서는 
Cisco.com(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2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제품 설명서

문서 제목 위치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릴리스 1.3 
릴리스 정보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release_notes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네트워크 구
성 요소 호환성,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ucts_device_support_tables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 설명서,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ucts_user_guide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하드웨어 설
치 설명서,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Cisco Secure ACS 5.5용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마이그레이션 설명서, 릴리
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후원자 포털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ucts_user_guide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CLI 참조 가이
드,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command_reference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
이드,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command_reference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트러블슈팅 
가이드, 릴리스 1.3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troubleshooting_guides_list.html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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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설명서
정책 관리 비즈니스 단위 설명서에 대한 링크는 http://www.cisco.com 의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isco ISE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 Cisco Secure ACS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9911/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 Cisco NAC Appliance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612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 Cisco NAC Profiler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8464/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 Cisco NAC Guest Server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160/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설명서 받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설명서 받기, 서비스 요청 제출 및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별 Cisco 제품 설명서
의 새로운 기능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신규 및 수정된 Cisco 기술 설명서가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general/whatsnew/whatsnew.html

Cisco 제품 설명서의 새로운 기능을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피드로 구독한 후 리더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에서 콘텐츠를 직접 전달받도록 설정하십시오. RSS 피드는 무료 서
비스이며 Cisco는 현재 RSS 버전 2.0을 지원합니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Cisco 1121 
Secure Access Control System, Cisco NAC 
Appliance, Cisco NAC Guest Server 및 
Cisco NAC Profiler용 규정 준수 및 보안 정보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In-Box 설명
서 및 중국 RoHS 포인터 카드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
products_documentation_roadmaps_list.html

표 2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제품 설명서 (계속)

문서 제목 위치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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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SE 모니터링 REST API



 



 

Cisco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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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모니터링 REST API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 노드를 사용하여 세션 및 노드별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세션은 원하는 노드에 액세스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의 지속시간으로 정의됩니다. 

다음의 모니터링 REST API 범주는 Cisco ISE 릴리스 1.4에서 지원됩니다.

 • 세션 관리 

 • 트러블슈팅

 • CoA(권한 부여 변경)

참고 모니터링 가상 사용자가 모니터링 중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원되는 범주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노드 유형이 Cisco ISE 릴리스 1.4 구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원되는 3가지 가상 사용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니터링 노드"
를 사용하여 Cisco ISE 노드의 모니터링 가상 사용자를 설명합니다.

Cisco ISE 어플라이언스의 정책 서비스 가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러한 범주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Cisco ISE 노드 및 가상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 가이드, 릴리스 1.4를 참고하십시오.

모니터링 REST API 호출을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개별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실시
간 세션 기반 정보를 찾고, 모니터링하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노드를 통해 이 정보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실시간, 세션 기반 정보는 Cisco ISE 운영을 이해하고 상태 또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 상태나 활동 또는 동작과 관련
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모니터링 REST API 호출은 모
니터링 노드에 액세스하고 Cisco ISE 구축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세션 기반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Cisco ISE 릴리스 1.2에 대한 모니터링 REST API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 통화
에 대한 URL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Cisco ISE 릴리스 1.4에 대한 모니터링 REST API를 사용
하십시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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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모니터링 노드 확인
그림 1-1 분산 구축에서의 모니터링 REST API 호출

모니터링 노드 확인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링 노드에서 API 호출을 성공적으로 호출하려면 먼저 모니터링할 노드가 유효한지 확인해
야 합니다. 

참고 공용 모니터링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Cisco ISE를 
인증해야 합니다.

1단계 Cisco ISE 로그인 창에 유효한 로그인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을 입력하고 Login(로
그인)을 클릭합니다.

Cisco ISE 대시보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2단계 Authorization(권한 부여) > System(시스템) > Deployment(구축)를 선택합니다.

구축된 모든 구성 노드를 나열하는 구축 노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단계 구축 노드 페이지의 역할 열에서 모니터링할 대상 노드에 대한 역할이 모니터링 노드로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API 호출
다음 표는 다양한 형식의 API 호출을 설명하고 API 호출 형식의 예를 제공합니다.

 • 표 1-1, 1-3페이지 — 세션 관리를 위한 API 호출을 정의합니다.

 • 표 1-2, 1-6페이지 — 트러블슈팅을 위한 API 호출을 정의합니다.

 • 표 1-3, 1-7페이지 — CoA API 호출을 정의합니다.

Adminstration
persona

Policy service
persona

Monitoring
persona

Web
server

Browser-based
client

Remote java
client

PHP-based
client

Cisco ISE Deployment

REST
(HTTPS)
APIs

31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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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지원되는 API 호출    
Cisco ISE에서 지원하는 모니터링 REST API를 인증하기 위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려는 경우, 먼저 Cisco ISE와 사용할 특정 툴을 연결하는 REST 기반 클라이언트를 생
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RES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Cisco ISE 모니터링 REST API를 인
증하고 API 요청을 마샬링하고 모니터링 노드에 전송한 다음 API 응답의 마샬링을 해제하고 지정
된 툴에 전달합니다.

표 1-1 Cisco ISE 세션 관리 API 호출 

API 호출 범주 설명 및 예시

세션 카운터

ActiveCount 활성 세션 수를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ActiveCount

PostureCount 포스처 엔드포인트의 수를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PostureCount

참고 포스처는 Cisco ISE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엔드포인트의 상태 
확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Cisco ISE는 디바이스의 포스처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NAC Agent를 활용합니다.

ProfilerCount 활성 프로파일러 서비스 세션의 수를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ProfilerCount

참고 프로파일러는 Cisco ISE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엔드포인트의 기
능 식별, 위치 찾기 및 판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세션 목록

참고 세션 목록에는 세션과 연결된 세션 ID 정보 및 MAC 주소, NAD(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 
IP 주소,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iveList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ActiveList

참고 Cisco ISE의 이 릴리스에서 표시 가능한 인증된 활성 엔드포인
트 세션의 최대 수는 250,000개로 제한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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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지원되는 API 호출
AuthList 현재 인증된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AuthList/<parameteroptions>

여러 값을 반환하는 다음의 매개변수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null/null — 인증된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합니다.

 • null/endtime — 지정된 종료 시간 이후에 인증된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합니다.

 • starttime/null — 지정된 시작 시간 이전에 인증된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합니다.

 • starttime/endtime — 지정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사이에 인증된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합니다.

다음 형식으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YYYY-MM-DD hh:mm:ss.s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 YYYY — 연도(4자리)

 • MM — 월(2자리, 01=1월 등)

 • DD — 일(2자리, 01~31)

 • hh — 시간(2자리, 00~23, a.m. 및 p.m.은 사용할 수 없음)

 • mm — 분(2자리, 00~59)

 • ss — 초(2자리, 00~59)

 • s — 초의 소수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숫자

참고 모든 Cisco ISE 노드는 표준 시간대로 구성됩니다. 권장되는 표
준 시간대는 UTC입니다.

모든 네 가지 매개변수 옵션을 보여주는 샘플의 경우 null/null 옵션을 사
용하여 Auth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2-8페이지를 참
고하십시오.

세션 특성

참고 이는 지정된 검색 특성을 포함하는 최신 세션에 대한 타임스탬프 기반 검색입니다.

MACAddress 지정된 MAC 주소를 포함하는 최신 세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MACAddress/<macaddress>

참고 XX:XX:XX:XX:XX:XX는 MAC 주소 형식으로 대소문자를 구분
하지 않습니다(예: 0a:0B:0c:0D:0e:0F).

참고 MAC 주소는 모니터링할 정확한 세션을 찾는 유일한 고유 키 역할
을 합니다. MAC 주소 검색 기반으로 사용할 MAC 주소와 모든 활
성 세션을 나열하려면 ActiveList API 호출을 사용하십시오.

표 1-1 Cisco ISE 세션 관리 API 호출 (계속)

API 호출 범주 설명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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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지원되는 API 호출    
세션 관리를 위한 Cisco ISE API 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세션 관리 쿼리 API"를 참고하
십시오.

UserName 지정된 사용자 이름을 포함하는 최신 세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UserName/<username>

참고 사용자 이름은 네트워크 사용자 이름에 사용되는 동일한 Cisco 
ISE 비밀번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REST API에 
유효하지 않은 유일한 문자는 백슬래시(\) 문자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1.1
에서 "사용자 비밀번호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IPAddress 지정된 NAS IP 주소를 포함하는 최신 세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IPAddress/<nasipaddress>

참고 xxx.xxx.xxx.xxx는 NAS IP 주소 형식(예: 10.10.10.10)입니다.

감사 세션 ID 지정된 감사 세션 ID를 포함하는 최신 세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Session/Active/SessionID/<audit-s
ession-id>/0

참고 감사 세션 ID 검색 기반으로 사용할 모든 활성 세션과 감사 세션 
ID를 나열하려면 ActiveList API 호출을 사용하십시오. 또는 관
리 포털의 라이브 세션 페이지에서 감사 세션 ID를 얻을 수 있습
니다.

표 1-1 Cisco ISE 세션 관리 API 호출 (계속)

API 호출 범주 설명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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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지원되는 API 호출
표 1-2 Cisco ISE 트러블슈팅 API 호출 - 트러블슈팅 

API 호출 설명 및 예시

버전 노드 버전 및 유형을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Version

노드 유형은 다음 값(0~3)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0—STAND_ALONE_MNT_NODE

1—ACTIVE_MNT_NODE

2—STAND_BY_MNT_NODE

3—NOT_AN_MNT_NODE

참고 STAND_ALONE_MNT_NODE는 모든 분산 구축에서 작동
하지 않는 모니터링 노드를 의미합니다. 
 
ACTIVE_MNT_NODE는 분산 구축의 기본-보조 관계에서 기
본 노드를 의미합니다.  
 
STAND_BY_MNT_NODE는 분산 구축의 기본-보조 쌍에서 
보조 노드를 의미합니다.  
 
NOT_AN_MNT_NODE는 모니터링 노드가 아님을 의미합니
다. 지원되는 ISE 노드 및 가상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1.1을 
참고하십시오.

FailureReasons 실패 사유를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FailureReasons

각 실패 사유는 다음 예에서와 같이 오류 코드(failureReason ID), 간
단한 설명(코드), 실패 사유(원인) 및 가능한 응답(문제 해결)을 표시
합니다.

<failureReason id="100009"> 
<code> 100009 WEBAUTH_FAIL 
<cause> 위반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solution> 조직 정책에 따라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십시오.

참고 모니터링 노드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FailureReasons 
API 호출이 한 번만 호출됩니다. 고유한 파일 시스템 또는 데
이터베이스에 반환된 모든 실패 사유의 내용을 저장해야 합
니다. 이 API 호출의 반환된 내용은 참조용으로 사용하기 위
한 것입니다. 인증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인증 응답에서 
제공된 실패 사유 코드를 고유한 파일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해둔 실패 사유 목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Cisco ISE 실패 사유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부록 A,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1-6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640/products_user_guide_list.html


 

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지원되는 API 호출    
트러블슈팅을 위한 Cisco ISE API 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세션 관리 쿼리 API"를 참고
하십시오.

AuthStatus 모든 세션에 대한 인증 상태를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AuthStatus/MACAddress/<macadd
ress>/<numberofseconds>/<numberofrecordspermacaddress>/All

참고 초 매개변수인 <numberofseconds>은(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으며 범위는 0~432000초(5일)입니다.

세션 계정 상태 보기

AcctStatus 특정 기간 내 모든 세션의 계정 상태를 나열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AcctStatusTT/MACAddress/ 
<macaddress>/<numberof seconds>

참고 초 매개변수인 <numberofseconds>은(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으며 범위는 0~432000초(5일)입니다.

표 1-2 Cisco ISE 트러블슈팅 API 호출 - 트러블슈팅 (계속)

API 호출 설명 및 예시

표 1-3 Cisco ISE CoA(권한 부여 변경) API 호출 

API 호출 설명 및 예시
Reauth 세션 재인증 명령 및 유형을 전송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CoA/Reauth/<serverhostname>/ 
<macaddress>/<reauthtype>/<nasipaddress>/ 
<destinationipaddress>

<ISEhost>은(는) ISE 호스트의 IP 주소를, <serverhostname>은(는) 
ISE 서버의 이름을, <nasipaddress>은(는) NAS의 IP 주소 식별을, 
<destinationipaddress>은(는) 대상의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재인증 유형은 다음 값(0~2)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0—REAUTH_TYPE_DEFAULT

1—REAUTH_TYPE_LAST

2—REAUTH_TYPE_RERUN

참고 NAS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필수 값을 입력하
면 API는 검색 쿼리에서 이 값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API 호
출을 수행하기 위해 MAC 주소를 알아야 하지만 NAS IP 주소
에서 시작되는 기타 매개변수를 null로 둘 수 있습니다. NAS IP 
주소가 제공되는 경우, 대상 IP 주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API 호출은 CoA를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청을 제출하는 모니터
링 ISE 노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ISE 노드는 관련이 없거
나 이러한 CoA API 호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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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모니터링 REST API 소개          
  지원되는 API 호출
Cisco ISE CoA(권한 부여 변경) API 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CoA(권한 부여 변경) REST 
API"를 참고하십시오.

HTTP PUT API 호출
표 1-2에서의 AuthStatus API 호출과 유사하게 클라이언트가 계정 상태를 검색할 수 있는 API 호출의 
HTTP PUT 버전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REST API는 HTTP GET 호출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 가이드
의 예시와 함께 HTTP PUT와 HTTP GET 호출을 모두 지원합니다. HTTP PUT는 매개변수 입력이 필
요한 호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합니다. 다음 스키마 파일 예시는 계정 상태에 대한 요청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acctRequest" type="mnTRESTAcctRequest"/>

  <xs:complexType name="mnTRESTAcctRequest">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mnTRESTRequest">
        <xs:sequence>
          <xs:element name="dura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mnTRESTRequest" abstract="true">
    <xs:sequence>
      <xs:element name="valueList">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value" type="xs:string"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searchCriteria" type="xs:string"/>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세션 연결 끊기

연결 끊기 세션 연결 끊기 명령 및 포트 옵션 유형을 전송합니다.

https://<ISEhost>/admin/API/mnt/CoA/Disconnect/<serverhostname>/ 
<macaddress>/<disconnecttype>/<nasipaddress>/<destinationipaddress>

포트 옵션 유형은 다음 값(0~2)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0—DYNAMIC_AUTHZ_PORT_DEFAULT

1—DYNAMIC_AUTHZ_PORT_BOUNCE

2—DYNAMIC_AUTHZ_PORT_SHUTDOWN

참고 NAS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필수 값을 입력하면 
API가 검색 쿼리에서 이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API 호출
을 수행하기 위해 MAC 주소를 알아야 하지만 기타 매개변수를 
null로 둘 수 있습니다.

표 1-3 Cisco ISE CoA(권한 부여 변경) API 호출 (계속)

API 호출 설명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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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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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

세션 관리 쿼리 API

이 장에서는 Cisco ISE 구축의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중요한 세션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세션 관리 API 호출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션 카운터 API 호출
다음의 세션 카운터 API 호출을 사용하면 Cisco ISE 구축의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세션 관련 정보의 현재 수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활성 세션(ActiveCount) — 네트워크에서 인증된 활성 세션입니다. 

• 포스처 세션(PostureCount) — 포스처가 종료될 때(준수/비준수) 포스처 상태가 어설션됩니다. 
포스처는 선택 사항이며 예를 들어, IP 전화기/프린터는 포스처 상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포스
처된 이후에 포스처 상태는 단기간의 임시 상태로, 계정 관리 시작이 설정된 경우 시작됨 상태
로 이동합니다.

• 프로파일링된 세션(ProfilerCount)

이렇게 다양한 상태는 엔드포인트가 특정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성 세션 카운터
ActiveCount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모든 활성 세션 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는 스키마 파일 출력 예제, ActiveCount API 호출을 통한 모든 활성 세션의 수를 계산하는 절차, 
이 API 호출 실행 이후 반환되는 활성 세션 데이터의 샘플을 제공합니다.

ActiveCount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ISE 노드의 대상 모니터링 가상 사용자에서 활성 세션 수를 검색하기 위한 
ActiveCount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Count" type="activeCount"/>
  <xs:complexType name="activeCount">
    <xs:sequence>
      <xs:element name="count" type="xs:i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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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세션 관리 쿼리 API
  세션 카운터 API 호출
ActiveCount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로 바꿔 대상 노드
의 URL 주소 필드에 ActiveCount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ActiveCount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
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ActiveCoun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ActiveCount API 호출 시 반환되는 데이터(활성 세
션 수)를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sessionCount>
<count>5</count>
</sessionCount>

포스처 세션 카운터
PostureCount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모든 활성 포스처 세션 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PostureCount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현재의 활성 포스처 세션 수를 검색하
기 위한 PostureCount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Count" type="posture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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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name="postureCount">
    <xs:sequence>
      <xs:element name="count" type="xs:i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PostureCount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ession/<specific-api-call>)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PostureCount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PostureCount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
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PostureCoun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PostureCount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
(현재 활성 포스처 세션 수)를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sessionCount>
<count>3</count>
</sessionCount>

프로파일러 세션 카운터
PostureCount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모든 활성 프로파일러 세션 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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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rCount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현재의 활성 프로파일러 세션 수를 검
색하기 위한 ProfilerCount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Count" type="profilerCount"/>

  <xs:complexType name="profilerCount">
    <xs:sequence>
      <xs:element name="count" type="xs:i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ProfilerCount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ession/<specific-api-call>)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ProfilerCount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ProfilerCount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ProfilerCoun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ProfilerCount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
(활성 프로파일러 세션 수)를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sessionCount>
<count>1</count>
</session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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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세션 목록 API 호출
다음의 간단한 세션 목록 API 호출을 사용하면 MAC 주소, NAD(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 IP 주
소, 사용자 이름 및 Cisco ISE 구축 시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의 현재 활성 세션과 연결된 
세션 ID 등 세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활성 세션 목록(ActiveList)

• 인증된 세션 목록(AuthList)

활성 세션 목록
ActiveList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모든 활성 세션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표시 가능한 인증된 활성 엔드포인트 세션의 최대 수는 100,000개로 제한됩니다.

ActiveList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현재의 활성 세션(및 세션 관련 정보) 
목록을 검색하기 위한 ActiveList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activeSessionList" type="simpleActiveSessionList"/>

<xs:complexType name="simpleActiveSession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activeSession" type="simpleActiveSession"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attribute name="noOfActiveSession" type="xs:int" use="required"/>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simpleActiveSession">
    <xs:sequence>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2-5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2 장      세션 관리 쿼리 API
  간단한 세션 목록 API 호출
ActiveList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ession/<specific-api-call>)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ActiveList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ActiveList

참고 API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입력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Active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ActiveList API 호출 수행 시 활성 세션 목록에서 반
환되는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activeSessionList noOfActiveSession="5">
-
<activeSession>
<calling_station_id>00:0C:29:FA:EF:0A</calling_stat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calling_station_id>70:5A:B6:68:F7:CC</calling_stat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tom_wolfe</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2</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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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name>graham_hancock</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50:56:8E:28:BD</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2C</acct_session_id>
<audit_session_id>0ACB6BA10000002A165FD0C8</audi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ipepvpnuser</user_name>
<calling_station_id>172.23.130.89</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45</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A2000070</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activeSessionList>

인증된 세션 목록
AuthList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모든 인증된 활성 세션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표시 가능한 인증된 활성 엔드포인트 세션의 최대 수는 100,000개로 제한됩니다.

AuthList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지정된 기간 이내에(또는 "null/null" 매
개변수를 사용하여 지정되지 않은 시간 동안) 현재 인증된 모든 활성 세션 목록을 검색하기 위한 
AuthList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activeSessionList" type="simpleActiveSessionList"/>

<xs:complexType name="simpleActiveSession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activeSession" type="simpleActiveSession"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attribute name="noOfActiveSession" type="xs:int" use="required"/>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simpleActiveSession">
    <xs:sequence>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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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List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ession/<specific-api-call>)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AuthList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참고 다음 두 가지 예제 중 첫 번째 예제는 지정된 시작 시간 이후에 인증된 현재의 활성 세션 목
록을 표시하는 정의된 시작 시간 및 null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현재 인
증된 모든 활성 세션의 목록을 표시하는 null/null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API 호출에 
대한 네 가지 매개변수 설정 유형의 샘플을 표시하는 null/null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2-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AuthList/2010-12-14 15:33:15/null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AuthList/null/null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
여 입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
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null/null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null/null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현재 인증된 활성 세션 
목록을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activeSessionList noOfActiveSession="3">
-
<activeSession>
<user_name>ipepwlcuser</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26:82:7B:D2:51</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0</nas_ip_address>
<audit_session_id>0acb6b0c000000174D07F487</audi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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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Session>
<user_name>tom_wolfe</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50:56:8E:28:BD</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5</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graham_hancock</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3</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activeSessionList>

endtime/null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endtime/null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현재 인증된 활성 세
션 목록을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activeSessionList noOfActiveSession="3">
-
<activeSession>
<user_name>ipepwlcuser</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26:82:7B:D2:51</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0</nas_ip_address>
<audit_session_id>0acb6b0c0000001F4D08085A</audi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hunter_thompson</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50:56:8E:28:BD</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5</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bob_ludlum</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3</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activeSessionList>

null/starttime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null/starttime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현재 인증된 활성 
세션 목록을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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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SessionList noOfActiveSession="3">
-
<activeSession>
<user_name>ipepwlcuser</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26:82:7B:D2:51</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0</nas_ip_address>
<audit_session_id>0acb6b0c0000001F4D08085A</audi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bob_ludlum</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50:56:8E:28:BD</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5</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tom_wolfe</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3</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activeSessionList>

statttime/endtime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statttime/endtime 옵션을 사용하여 AuthList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현재 인증된 활
성 세션 목록을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activeSessionList noOfActiveSession="3">
-
<activeSession>
<user_name>ipepwlcuser</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26:82:7B:D2:51</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0</nas_ip_address>
<audit_session_id>0acb6b0c0000001F4D08085A</audi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graham_hancock</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50:56:8E:28:BD</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5</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
<activeSession>
<user_name>hunter_thompson</user_name>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acct_session_id>00000033</acct_session_id>
<server>HAREESH-R6-1-PDP2</server>
</activeSession>
</activeSessio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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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세션 특성 API 호출
다음의 자세한 세션 특성 API 호출을 통해 최신 세션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MAC 주소 세션 검색(MACAddress)

• 사용자 이름 세션 검색(UserName)

• NAS IP 주소 세션 검색(대상 모니터링 ISE 노드와 연결된 IPAddress)

• 감사 세션 ID 검색(감사 세션 ID)

MAC 주소 세션 검색
MACAddress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MAC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API 호출은 노드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가져온 여러 세션 관련 정보를 나열합니다.

MACAddress API 출력 스키마

다음의 샘플 스키마 파일은 현재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MAC 주소 검색을 위한 MACAddress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Parameters" type="restsdStatus"/>

  <xs:complexType name="restsd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pass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ure_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grou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ess_servi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metho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ecution_ste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dentifi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licy_complian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message_cod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selec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oriza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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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service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ts_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use_ca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av_pai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d_domai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o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sture_toke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adius_is_user_auth"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posture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zn_exp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t_pol_server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grp_mapping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policy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_exp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ap_tunne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unnel_detail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ssg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other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failure"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destination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tatus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cla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erminate_cau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multi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uthentic"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ermination_a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ssion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le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terim_interva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delay_ti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vent_timestam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conne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packet_los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setup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dis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tart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stopp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ckp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typ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vlan" type="xs:string"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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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dac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nterfa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ndpoint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MACAddress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macaddress>)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MACAddress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MACAddress/0A:0B:0C:0D:0E:0F

참고 XX:XX:XX:XX:XX:XX 형식을 사용하여 MAC 주소를 지정하십시오.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MACAddress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ActiveList API 호출 수행 시 활성 세션 목록에서 반환되는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sessionParameters>
<passed xsi:type="xs:boolean">true</passed>
<failed xsi:type="xs:boolean">false</failed>
<user_name>hunter_thompson</user_name>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port>50115</nas_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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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_group>Profiled</identity_group>
<network_device_name>Core-Switch</network_device_name>
<acs_server>HAREESH-R6-1-PDP2</acs_server>
<authen_protocol>Lookup</authen_protocol>
-
<network_device_groups>
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All Locations
</network_device_groups>
<access_service>RADIUS</access_service>
<auth_acs_timestamp>2010-12-15T02:11:12.359Z</auth_acs_timestamp>
<authentication_method>mab</authentication_method>
-
<execution_steps>
11001,11017,11027,15008,15048,15004,15041,15004,15013,24209,24211,22037,15036,15048,15048,
15004,15016,11022,11002
</execution_steps>
<audit_session_id>0ACB6BA1000000351BBFBF8B</audit_session_id>
<nas_port_id>GigabitEthernet1/0/15</nas_port_id>
<nac_policy_compliance>Pending</nac_policy_compliance>
<auth_id>1291240762077361</auth_id>
<auth_acsview_timestamp>2010-12-15T02:11:12.360Z</auth_acsview_timestamp>
<message_code>5200</message_code>
<acs_session_id>HAREESH-R6-1-PDP2/81148292/681</acs_session_id>
<service_selection_policy>MAB</service_selection_policy>
<identity_store>Internal Hosts</identity_store>
-
<response>
{UserName=00-14-BF-5A-0C-03; User-Name=00-14-BF-5A-0C-03; 
State=ReauthSession:0ACB6BA1000000351BBFBF8B; 
Class=CACS:0ACB6BA1000000351BBFBF8B:HAREESH-R6-1-PDP2/81148292/681; 
Termination-Action=RADIUS-Request; cisco-av-pair=url-redirect-acl=ACL-WEBAUTH-REDIRECT; 
cisco-av-pair=url-redirect=https://HAREESH-R6-1-PDP2.cisco.com:8443/guestportal/gateway?se
ssionId=0ACB6BA1000000351BBFBF8B&action=cwa; 
cisco-av-pair=ACS:CiscoSecure-Defined-ACL=#ACSACL#-IP-ACL-DENY-4ced8390; }
</response>
<service_type>Call Check</service_type>
<use_case>Host Lookup</use_case>
<cisco_av_pair>audit-session-id=0ACB6BA1000000351BBFBF8B</cisco_av_pair>
<acs_username>00:14:BF:5A:0C:03</acs_username>
<radius_username>00:14:BF:5A:0C:03</radius_username>
<selected_identity_store>Internal Hosts</selected_identity_store>
<authentication_identity_store>Internal Hosts</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identity_policy_matched_rule>Default</identity_policy_matched_rule>
<nas_port_type>Ethernet</nas_port_type>
<selected_azn_profiles>CWA</selected_azn_profiles>
-
<other_attributes>
ConfigVersionId=44,DestinationIPAddress=10.203.107.162,DestinationPort=1812,Protocol=Radiu
s,Framed-MTU=1500,EAP-Key-Name=,CPMSessionID=0ACB6BA1000000351BBFBF8B,CPMSessionID=0ACB6BA
1000000351BBFBF8B,EndPointMACAddress=00-14-BF-5A-0C-03,HostIdentityGroup=Endpoint Identity 
Groups:Profiled,Device Type=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Location#All 
Locations,Model Name=Unknown,Software Version=Unknown,Device IP 
Address=10.203.107.161,Called-Station-ID=04:FE:7F:7F:C0:8F
</other_attributes>
<response_time>77</response_time>
<acct_id>1291240762077386</acct_id>
<acct_acs_timestamp>2010-12-15T02:12:30.779Z</acct_acs_timestamp>
<acct_acsview_timestamp>2010-12-15T02:12:30.780Z</acct_acsview_timestamp>
<acct_session_id>00000038</acct_session_id>
<acct_status_type>Interim-Update</acct_status_type>
<acct_session_time>78</acct_session_time>
<acct_input_octets>13742</acct_input_octets>
<acct_output_octets>6277</acct_output_octets>
<acct_input_packets>108</acct_input_p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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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t_output_packets>66</acct_output_packets>
-
<acct_class>
CACS:0ACB6BA1000000351BBFBF8B:HAREESH-R6-1-PDP2/81148292/681
</acct_class>
<acct_delay_time>0</acct_delay_time>
<started xsi:type="xs:boolean">false</started>
<stopped xsi:type="xs:boolean">false</stopped>
</sessionParameters>

사용자 이름 세션 검색
UserName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API는 노드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가져온 여러 세션 관련 정보를 나열합니다.

UserName API 출력 스키마

다음의 샘플 스키마 파일은 현재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UserName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Parameters" type="restsdStatus"/>

  <xs:complexType name="restsd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pass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ure_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grou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ess_servi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metho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ecution_ste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dentifi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licy_complian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message_cod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selec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oriza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ts_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use_case" type="xs:string"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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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cisco_av_pai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d_domai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o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sture_toke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adius_is_user_auth"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posture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zn_exp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t_pol_server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grp_mapping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policy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_exp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ap_tunne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unnel_detail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ssg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other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failure"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destination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tatus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cla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erminate_cau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multi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uthentic"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ermination_a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ssion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le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terim_interva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delay_ti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vent_timestam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conne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packet_los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setup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dis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tart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stopp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ckp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typ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vla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dac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nterfa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2-16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2 장      세션 관리 쿼리 API
  자세한 세션 특성 API 호출
      <xs:element name="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ndpoint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UserName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username>)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UserName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UserName/graham_hancock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UserName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UserName API 호출 수행 시 활성 세션 목록에서 반환되는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sessionParameters>
<passed xsi:type="xs:boolean">true</passed>
<failed xsi:type="xs:boolean">false</failed>
<user_name>graham_hancock</user_name>
<nas_ip_address>10.203.107.161</nas_ip_address>
<calling_station_id>00:14:BF:5A:0C:03</calling_station_id>
<nas_port>50115</nas_port>
<identity_group>Profiled</identity_group>
<network_device_name>Core-Switch</network_device_name>
<acs_server>HAREESH-R6-1-PDP2</acs_server>
<authen_protocol>Lookup</authen_protocol>
-
<network_device_groups>
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All Locations
</network_device_groups>
<access_service>RADIUS</access_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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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_acs_timestamp>2010-12-15T02:11:12.359Z</auth_acs_timestamp>
<authentication_method>mab</authentication_method>
-
<execution_steps>
11001,11017,11027,15008,15048,15004,15041,15004,15013,24209,24211,22037,15036,15048,15048,
15004,15016,11022,11002
</execution_steps>
<audit_session_id>0ACB6BA1000000351BBFBF8B</audit_session_id>
<nas_port_id>GigabitEthernet1/0/15</nas_port_id>
<nac_policy_compliance>Pending</nac_policy_compliance>
<auth_id>1291240762077361</auth_id>
<auth_acsview_timestamp>2010-12-15T02:11:12.360Z</auth_acsview_timestamp>
<message_code>5200</message_code>
<acs_session_id>HAREESH-R6-1-PDP2/81148292/681</acs_session_id>
<service_selection_policy>MAB</service_selection_policy>
<identity_store>Internal Hosts</identity_store>
-
<response>
{UserName=graham_hancock; User-Name=graham_hancock; 
State=ReauthSession:0ACB6BA1000000351BBFBF8B; 
Class=CACS:0ACB6BA1000000351BBFBF8B:HAREESH-R6-1-PDP2/81148292/681; 
Termination-Action=RADIUS-Request; cisco-av-pair=url-redirect-acl=ACL-WEBAUTH-REDIRECT; 
cisco-av-pair=url-redirect=https://HAREESH-R6-1-PDP2.cisco.com:8443/guestportal/gateway?se
ssionId=0ACB6BA1000000351BBFBF8B&action=cwa; 
cisco-av-pair=ACS:CiscoSecure-Defined-ACL=#ACSACL#-IP-ACL-DENY-4ced8390; }
</response>
<service_type>Call Check</service_type>
<use_case>Host Lookup</use_case>
<cisco_av_pair>audit-session-id=0ACB6BA1000000351BBFBF8B</cisco_av_pair>
<acs_username>graham_hancock</acs_username>
<radius_username>00:14:BF:5A:0C:03</radius_username>
<selected_identity_store>Internal Hosts</selected_identity_store>
<authentication_identity_store>Internal Hosts</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identity_policy_matched_rule>Default</identity_policy_matched_rule>
<nas_port_type>Ethernet</nas_port_type>
<selected_azn_profiles>CWA</selected_azn_profiles>
-
<other_attributes>
ConfigVersionId=44,DestinationIPAddress=10.203.107.162,DestinationPort=1812,Protocol=Radiu
s,Framed-MTU=1500,EAP-Key-Name=,CPMSessionID=0ACB6BA1000000351BBFBF8B,CPMSessionID=0ACB6BA
1000000351BBFBF8B,EndPointMACAddress=00-14-BF-5A-0C-03,HostIdentityGroup=Endpoint Identity 
Groups:Profiled,Device Type=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Location#All 
Locations,Model Name=Unknown,Software Version=Unknown,Device IP 
Address=10.203.107.161,Called-Station-ID=04:FE:7F:7F:C0:8F
</other_attributes>
<response_time>77</response_time>
<acct_id>1291240762077386</acct_id>
<acct_acs_timestamp>2010-12-15T02:12:30.779Z</acct_acs_timestamp>
<acct_acsview_timestamp>2010-12-15T02:12:30.780Z</acct_acsview_timestamp>
<acct_session_id>00000038</acct_session_id>
<acct_status_type>Interim-Update</acct_status_type>
<acct_session_time>78</acct_session_time>
<acct_input_octets>13742</acct_input_octets>
<acct_output_octets>6277</acct_output_octets>
<acct_input_packets>108</acct_input_packets>
<acct_output_packets>66</acct_output_packets>
-
<acct_class>
CACS:0ACB6BA1000000351BBFBF8B:HAREESH-R6-1-PDP2/81148292/681
</acct_class>
<acct_delay_time>0</acct_delay_time>
<started xsi:type="xs:boolean">false</started>
<stopped xsi:type="xs:boolean">false</stopped>
</session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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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IP 주소 세션 검색
IPAddress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 세션에서 지정된 NAS IP 주소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이 API는 노드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가져온 여러 세션 관련 정보를 나열합니다.

IPAddress API 출력 스키마

다음의 샘플 스키마 파일은 현재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NAS IP 주소를 검색하기 위한 IPAddress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Parameters" type="restsdStatus"/>

  <xs:complexType name="restsd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pass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ure_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grou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ess_servi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metho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ecution_ste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dentifi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licy_complian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message_cod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selec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oriza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ts_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use_ca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av_pai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d_domai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o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sture_toke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adius_is_user_auth"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posture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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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azn_exp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t_pol_server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grp_mapping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policy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_exp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ap_tunne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unnel_detail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ssg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other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failure"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destination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tatus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cla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erminate_cau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multi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uthentic"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ermination_a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ssion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le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terim_interva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delay_ti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vent_timestam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conne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packet_los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setup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dis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tart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stopp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ckp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typ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vla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dac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nterfa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ndpoint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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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세션 특성 API 호출
NAS IPAddress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nasipaddress>)
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IPAddress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IPAddress/10.10.10.10

참고 xxx.xxx.xxx.xxx 형식을 사용하여 NAS IP 주소를 지정하십시오.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IPAddress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IPAddress API 호출 수행 시 활성 세션 목록에서 반환되는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보여
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sessionParameters>
<passed xsi:type="xs:boolean">true</passed>
<failed xsi:type="xs:boolean">false</failed>
<user_name>ipepvpnuser</user_name>
<nas_ip_address>10.10.10.10</nas_ip_address>
<calling_station_id>172.23.130.90</calling_station_id>
<nas_port>1015</nas_port>
<identity_group>iPEP-VPN-Group</identity_group>
<network_device_name>iPEP-HA-Routed</network_device_name>
<acs_server>HAREESH-R6-1-PDP2</acs_server>
<authen_protocol>PAP_ASCII</authen_protocol>
-
<network_device_groups>
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All Locations
</network_device_groups>
<access_service>RADIUS</access_service>
<auth_acs_timestamp>2010-12-15T19:57:29.885Z</auth_acs_timestamp>
<authentication_method>PAP_ASCII</authentication_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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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on_steps>
11001,11017,15008,15048,15048,15004,15041,15004,15013,24210,24212,22037,15036,15048,15048,
15004,15016,11002
</execution_steps>
<audit_session_id>0acb6be4000000044D091DA9</audit_session_id>
<nac_policy_compliance>NotApplicable</nac_policy_compliance>
<auth_id>1291240762083580</auth_id>
<auth_acsview_timestamp>2010-12-15T19:57:29.887Z</auth_acsview_timestamp>
<message_code>5200</message_code>
<acs_session_id>HAREESH-R6-1-PDP2/81148292/693</acs_session_id>
<service_selection_policy>iPEP-VPN</service_selection_policy>
<identity_store>Internal Users</identity_store>
-
<response>
{User-Name=ipepvpnuser; State=ReauthSession:0acb6be4000000044D091DA9; 
Class=CACS:0acb6be4000000044D091DA9:HAREESH-R6-1-PDP2/81148292/693; 
Termination-Action=RADIUS-Request; }
</response>
<service_type>Framed</service_type>
-
<cisco_av_pair>
audit-session-id=0acb6be4000000044D091DA9,ipep-proxy=true
</cisco_av_pair>
<acs_username>ipepvpnuser</acs_username>
<radius_username>ipepvpnuser</radius_username>
<selected_identity_store>Internal Users</selected_identity_store>
<authentication_identity_store>Internal Users</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identity_policy_matched_rule>Default</identity_policy_matched_rule>
<nas_port_type>Virtual</nas_port_type>
<selected_azn_profiles>iPEP-Unknown-Auth-Profile</selected_azn_profiles>
<tunnel_details>Tunnel-Client-Endpoint=(tag=0) 172.23.130.90</tunnel_details>
-
<other_attributes>
ConfigVersionId=44,DestinationIPAddress=10.203.107.162,DestinationPort=1812,Protocol=Radiu
s,Framed-Protocol=PPP,Proxy-State=Cisco Secure 
ACS9e733142-070a-11e0-c000-000000000000-2906094480-3222,CPMSessionID=0acb6be4000000044D091
DA9,CPMSessionID=0acb6be4000000044D091DA9,Device Type=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Location#All Locations,Model Name=Unknown,Software Version=Unknown,Device 
IP Address=10.203.107.228,Called-Station-ID=172.23.130.94
</other_attributes>
<response_time>20</response_time>
<acct_id>1291240762083582</acct_id>
<acct_acs_timestamp>2010-12-15T19:57:30.281Z</acct_acs_timestamp>
<acct_acsview_timestamp>2010-12-15T19:57:30.283Z</acct_acsview_timestamp>
<acct_session_id>F1800007</acct_session_id>
<acct_status_type>Start</acct_status_type>
-
<acct_class>
CACS:0acb6be4000000044D091DA9:HAREESH-R6-1-PDP2/81148292/693
</acct_class>
<acct_delay_time>0</acct_delay_time>
<framed_protocol>PPP</framed_protocol>
<started xsi:type="xs:boolean">true</started>
<stopped xsi:type="xs:boolean">false</stopped>
</session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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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세션 관리 쿼리 API
  자세한 세션 특성 API 호출
감사 세션 ID 검색
감사 세션 ID API 호출을 사용하여 현재의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감사 세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API 호출은 노드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가져온 여러 세션 관련 정보를 나열합니다.

감사 세션 ID API 출력 스키마

다음의 샘플 스키마 파일은 현재 활성 세션에서 지정된 감사 세션 ID를 검색하기 위한 감사 세션 
ID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sessionParameters" type="restsdStatus"/>

  <xs:complexType name="restsd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pass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ure_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grou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ess_servi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metho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ecution_ste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dentifi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licy_complian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message_cod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selec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oriza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ts_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use_ca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av_pai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d_domai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o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sture_toke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adius_is_user_auth"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posture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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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azn_exp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t_pol_server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grp_mapping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policy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_exp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ap_tunne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unnel_detail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ssg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other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failure"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destination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tatus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session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octet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output_packets"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cla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erminate_cau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multi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authentic"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ermination_a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ssion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le_timeou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interim_interva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delay_ti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vent_timestam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connec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t_tunnel_packet_los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setup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disconnect_time"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protoco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tart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stopp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ckpt_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typ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vla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dac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nterfa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ndpoint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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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세션 관리 쿼리 API
  자세한 세션 특성 API 호출
감사 세션 ID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
(/admin/API/mnt/Session/Active/SessionID/<audit-session-id>/0)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감사 세션 ID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Session/Active/SessionID/0A000A770000006B609A13A9/0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감사 세션 ID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감사 세션 ID API 호출 수행 시 활성 세션 목록에서 반환되는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보여
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activeSessionList noOfActiveSession="1">

-<activeSession>
<calling_station_id>00:50:56:10:13:02</calling_station_id>
<session_state_bit>0</session_state_bit>
<session_source>0</session_source>
<acct_session_time>0</acct_session_time>
<nas_ip_address>10.0.10.119</nas_ip_address>
<nas_port_id>GigabitEthernet1/0/15</nas_port_id>
<auth_method>dot1x</auth_method>
<auth_protocol>PEAP (EAP-MSCHAPv2)</auth_protocol>
<posture_status>Compliant</posture_status>
<endpoint_policy>Undetermined</endpoint_policy>
<server>acme123</server>
<paks_in>0</paks_in>
<paks_out>0</paks_out>
<bytes_in>0</bytes_in>
<bytes_out>0</bytes_out>

</activeSession>
</activeSessio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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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세션
오래된 세션
일부 디바이스(예: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오래된 세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TTP DELETE API 호출을 사용하여 비활성 세션을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기 위해 URL(HTTP, HTTPS) 구문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료 타사 명령줄 도구인 
cURL을 사용하십시오. 

ISE는 더 이상 해당 세션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는 ISE가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이 끊어지고 WLC/NAD에서 많은 계정 관리 중지를 누락한 경우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ISE에서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GNU Wget는 HTTP 및 HTTPS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색하기 위한 무료 유틸리티로, HTTP 
DELETE API 호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세션 제거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참고 API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주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변수 <mntnode>은(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4단계 수동으로 MAC 주소의 오래된 세션을 삭제하려면 명령줄에서 다음 API 호출을 실행합니다.

curl -X DELETE https://<mntnode>/admin/API/mnt/Session/Delete/MACAddress/<madaddress>

5단계 세션 ID의 오래된 세션을 수동으로 삭제하려면 명령줄에서 다음 API 호출을 실행합니다.

curl -X DELETE https://<mntnode>/admin/API/mnt/Session/Delete/SessionID/<sid#>

6단계 모니터링 노드에서 모든 세션을 수동으로 삭제하려면 명령줄에서 다음 API 호출을 실행합니다.

curl -X DELETE https://<mntnode>/admin/API/mnt/Session/Delete/All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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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이 장에서는 예시와 함께 개별 Cisco Prime NCS(Network Control System) REST API 호출을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Prime NCS API 호출
Cisco Prime NCS API 호출은 노드 버전 및 유형, 실패 사유, 인증 상태 및 계정 관리 상태를 포함
하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 세션에 대한 주요 트러블슈팅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메커니
즘을 제공합니다.

쿼리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트러블슈팅
Cisco Prime NCS 트러블슈팅 API 호출은 Cisco ISE 구축에서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상태 요청을 전송하고 다음의 진단 관련 정보를 검색합니다.

• 노드 버전 및 유형(버전 API 호출 사용)

• 실패 사유(FailureReasons API 호출 사용)

• 인증 상태(AuthStatus API 호출 사용)

• 계정 관리 상태(AcctStatus API 호출 사용)

노드 버전 및 유형 API 호출
버전 API 호출을 사용하여 각 노드의 자격 증명 및 REST PI(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테
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키마 파일 출력 예제, 이 API 호출을 수행하여 노드 유형 및 
Cisco ISE 소프트웨어 버전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이 API 호출이 실행된 이후에 반환되는 노드 
버전 및 유형의 샘플을 제공합니다. 

노드 유형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STANDALONE_MNT_NODE = 0

• ACTIVE_MNT_NODE = 1

• BACKUP_MNT_NODE = 2

• NOT_AN_MNT_NOD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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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쿼리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트러블슈팅
버전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버전 API 호출을 전송한 이후의 해당 호
출에 대한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product" type="product"/>

  <xs:complexType name="product">
    <xs:sequence>
      <xs:element name="vers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ype_of_node" type="xs:int"/>
    </xs:sequence>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xs:complexType>
</xs:schema>

버전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실패하면 Login(로그인) 페이지에서 Problem logging in?(로그인 문제) 링크를 클릭하
고 2단계 의 지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로 교체하여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버전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Version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버전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버전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 API 호출은 대상 노드에 대해 다음 두 개의 값을 반환합니다. 

• 노드 버전(이 예는 1.0.3.032 표시).

•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 유형(이 예는 활성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의미하는 "1"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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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쿼리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트러블슈팅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product name="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version>1.0.3.032</version>
<type_of_node>1</type_of_node>
</product>

실패 사유 API 호출
FailureReasons API 호출을 사용하여 대상 노드에서 수행한 인증 상태 확인에서 반환되는 실패 
사유 목록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키마 파일 출력 예시, 이 API 호출을 수행하여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기록한 모든 실패 사유 목록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이 API 호출이 
실행된 이후에 반환되는 실패 사유의 샘플을 제공합니다. 반환되는 각 실패 사유는 표 3-1에 표시
된 다음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참고 실패 사유의 전체 목록에 액세스하기 위한 Cisco ISE 실패 사유 편집기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 A-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또한 실패 사유 보고서를 표시하는 Cisco ISE 사용자 인터페이스(Monitor(모니터링) > Reports
(보고서) > Catalog(카탈로그) > Failure Reasons(실패 사유))를 사용하여 실패 사유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ilureReasons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요청을 전송한 이후의 FailureReasons 
API 호출에 대한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failureReasonList" type="failureReasonList"/>

  <xs:complexType name="failureReason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failureReason" type="failureReason"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표 3-1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제품 설명서

실패 사유 요소 예

실패 사유 ID <failureReason id="11011">

코드 <11011 RADIUS listener failed>

원인 <Could not open one or more of the ports 
used to receive RADIUS requests>

해결책 <Ensure that the ports 1812, 1813, 1645 and 
1646 are not being used by another process 
o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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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쿼리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트러블슈팅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failureReason">
    <xs:sequence>
      <xs:element name="cod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u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olu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xs:complexType>
</xs:schema>

FailureReasons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실패하면 Login(로그인) 페이지에서 Problem logging in?(로그인 문제) 링크를 클릭하
고 2단계 의 지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로 바꿔 대상 노드
의 URL 주소 필드에 FailureReasons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FailureReasons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FailureReasons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FailureReasons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
를 보여줍니다. 이 API 호출은 대상 노드에서 실패 사유 목록을 반환하며 각 실패 사유는 실패 ID, 
실패 코드, 원인 및 해결책(알 수 있는 경우)으로 정의됩니다.

참고 다음의 FailureReasons API 호출 예는 반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일부 샘플만 표시합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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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ReasonList>
-
<failureReason id="100001">
-
<code>
100001 AUTHMGR-5-FAIL Authorization failed for client
</code>
<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
<failureReason id="100002">
-
<code>
100002 AUTHMGR-5-SECURITY_VIOLATION Security violation on the interface
</code>
<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
<failureReason id="100003">
-
<code>
100003 AUTHMGR-5-UNAUTHORIZED Interface unauthorized
</code>
<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
<failureReason id="100004">
-
<code>
100004 DOT1X-5-FAIL Authentication failed for client
</code>
<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
<failureReason id="100005">
<code>100005 MAB-5-FAIL Authentication failed for client</code>
<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
<failureReason id="100006">
-
<code>
100006 RADIUS-4-RADIUS_DEAD RADIUS server is not respond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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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
<failureReason id="100007">
-
<code>
100007 EPM-6-POLICY_APP_FAILURE Interface ACL not configured
</code>
<cause>This may or may not be indicating a violation</cause>
-
<resolution>
Please review and resolve according to your organization's policy
</resolution>
</failureReason>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 부록 A,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

인증 상태 API 호출
AuthStatus API 호출을 사용하여 대상 노드에서 세션의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PI 
호출과 관련된 쿼리에는 일치 여부를 검색할 하나 이상의 MAC 주소가 필요하며 지정된 MAC 주
소에 대해 가장 최신 레코드의 사용자 구성 가능한 제한사항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키마 파일 출력 예시, 이 API 호출을 수행하여 대상 모니터링 노드에서 세션 인
증 상태에 대한 검색 요청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 이 API 호출이 실행된 이후에 반환되는 데이터 
샘플을 제공합니다. 

AuthStatus API 호출을 통해 다음의 검색 관련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지정된 MAC 주소와 관련된 인증 상태 레코드를 검색할 시간(초)을 정의합니다. 사용
자 구성 가능한 유효한 값의 범위는 1~864,000초(10일)입니다. 값에 0을 입력하는 경우 10일
의 기본 기간이 지정됩니다.

• 레코드 — MAC 주소별로 검색할 세션 레코드의 수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구성 가능한 유효한 
레코드 값의 범위는 1~500입니다. 0을 입력하는 경우 200개의 레코드가 기본 설정으로 지정
됩니다. 

참고 기간 및 레코드 매개변수 값 모두에 대해 0을 지정하는 경우, 이 API 호출은 지정된 
MAC 주소와 관련된 가장 최신 인증 세션 레코드만 반환합니다.

다음은 기간 및 레코드 특성이 포함된 URL의 일반적인 양식의 예입니다. 

https://10.10.10.10/admin/API/mnt/AuthStatus/MACAddress/01:23:45:67:89:98/900000/2/All

• 특성 — AuthStatus API 호출을 사용하여 인증 상태 검색에서 반환되는 인증 상태 표의 특성 수를 
정의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0(기본값), All(모두) 또는 user_name+acs_timestamp(AuthStatus 
스키마 예 참조, AcctStatus API 출력 스키마, 3-12페이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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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입력하면 표 3-2에 정의된 특성이 반환됩니다. 해당 특성은 출력 스키마의 
restAuthStatus 섹션에 나열됩니다.

– "All"을 입력하면 특성의 충분한 집합이 반환됩니다. 해당 특성은 출력 스키마의 
fullRESTAuthStatus 섹션에 나열됩니다.

– user_name+acs_timestamp의 스키마에 나열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특성만 반환됩니
다. user_name 및 acs_timestamp 특성은 출력 스키마의 restAuthStatus 섹션에 나열됩니다.

표 3-2 인증 상태 표 특성

특성 설명

name=”passed” 또는 
name=”failed”

인증 상태 결과:

• 성공

• 실패

name=”user_name” 사용자 이름

name=”nas_ip_address”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에 대한 IP 주소/호스트 이름

name=”failure_reason” 세션 인증 실패 사유

name=”calling_station_id” 소스 IP 주소

name=”nas_port”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포트

name=”identity_group” 관련 사용자 및 호스트로 구성된 논리 그룹

name=”network_device_name”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이름

name=”acs_server” Cisco ISE 어플라이언스의 이름

name=”eap_authentication” 인증 요청에 사용된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방식

name=”framed_ip_address” 특정 사용자를 위해 구성된 주소

network_device_groups” 관련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구성된 논리 그룹

name=”access_service” 적용된 액세스 서비스

name=”acs_timestamp” Cisco ISE 인증 요청과 관련된 타임스탬프

name=”authentication_method” 인증에 사용되는 방식 식별

name=”execution_steps”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기록된 각 진단 메시지의 메시지 코드 
목록

name=”radius_response” RADIUS 응답 유형(예: VLAN 또는 ACL)

name=”audit_session_id” 인증 세션 ID

name=”nas_identifier” 특정 리소스와 관련된 NAS(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name=”nas_port_id” 사용된 NAS 포트 ID

name=”nac_policy_compliance” 포스처 상태 반영(준수 또는 비준수)

name=”selected_azn_profiles” 권한 부여에 사용된 프로파일 식별

name=”service_type” 형식화된 사용자 표시

name=”eap_tunnel” EAP 인증에 사용된 터널 또는 외부 방식

name=”message_code” 처리된 요청 결과를 정의하는 감사 메시지의 식별자

name=”destination_ip_address” 대상 IP 주소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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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Status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의 지정된 세션에 호출을 전송한 이후의 
AuthStatus API 호출의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authStatusOutputList" type="fullRESTAuthStatusOutputList"/>

  <xs:complexType name="fullRESTAuthStatusOutput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authStatusList" type="fullRESTAuthStatusList"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fullRESTAuthStatus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authStatusElements" type="fullRESTAuthStatus"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attribute name="key" type="xs:string"/>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fullRESTAuthStatus">
    <xs:complexContent>
      <xs:extension base="restAuth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id"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view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selec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orization_policy"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ts_secur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use_ca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av_pai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d_domai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o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sture_toke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radius_is_user_auth"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posture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identity_stor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zn_exp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t_pol_server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grp_mapping_pol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policy_matched_rul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_exp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query_identity_stor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tunnel_detail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h323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isco_ssg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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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other_attribut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esponse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d_failure" type="xs:anyType" minOccurs="0"/>
        </xs:sequence>
      </xs:extension>
    </xs:complexContent>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restAuth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pass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ed" type="xs:anyType" minOccurs="0"/>
      <xs:element name="user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ailure_reas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identity_group"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ap_authentication"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framed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etwork_device_grou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cess_servi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cs_timestamp" type="xs:dateTime" minOccurs="0"/>
      <xs:element name="authentication_metho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xecution_step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radius_respons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identifier"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s_port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nac_policy_complianc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lected_azn_profiles"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ice_typ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eap_tunnel"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message_cod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destination_ip_address"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AuthStatus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실패하면 Login(로그인) 페이지에서 Problem logging in?(로그인 문제) 링크를 클릭하
고 2단계 의 지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specific-api-call>/MACAddress/
<macaddress>/<seconds>/<numberofrecordspermacaddress>/All)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
소 필드에 AuthStatus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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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me123/admin/API/mnt/AuthStatus/MACAddress/00:50:56:10:13:02/120/100/All

참고 REST API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
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AuthStatus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AuthStatus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를 보
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authStatusOutputList>
-
<authStatusList key="00:0C:29:46:F3:B8"><authStatusElements>
-
<passed xsi:type="xs:boolean">true</passed>
<failed xsi:type="xs:boolean">false</failed>
<user_name>suser77</user_name>
<nas_ip_address>10.77.152.209</nas_ip_address>
<calling_station_id>00:0C:29:46:F3:B8</calling_station_id>
<identity_group>User Identity Groups:Guest</identity_group>
<acs_server>guest-240</acs_server>
<acs_timestamp>2012-10-05T10:50:56.515Z</acs_timestamp>
<execution_steps>5231</execution_steps>
<message_code>5231</message_code>
<id>1349422277270561</id>
<acsview_timestamp>2012-10-05T10:50:56.517Z</acsview_timestamp>
<identity_store>Internal Users</identity_store>
<response_time>146</response_time>
<other_attributes>ConfigVersionId=81,EndPointMACAddress=00-0C-29-46-F3-B8,PortalName=Defau
ltGuestPortal,
CPMSessionID=0A4D98D1000001F26F0C04D9,CiscoAVPair=</other_attributes>
</authStatusElements>
-
<authStatusElements>
<passed xsi:type="xs:boolean">true</passed>
<failed xsi:type="xs:boolean">false</failed>
<user_name>00:0C:29:46:F3:B8</user_name>
<nas_ip_address>10.77.152.209</nas_ip_address>
<calling_station_id>00:0C:29:46:F3:B8</calling_station_id>
<identity_group>Guest_IDG</identity_group>
<network_device_name>switch</network_device_name>
<acs_server>guest-240</acs_server>
<authentication_method>mab</authentication_method>
<authentication_protocol>Lookup</authentication_protocol>
<acs_timestamp>2012-10-05T10:49:47.915Z</acs_timestamp>
<execution_steps>11001,11017,11027,15049,15008,15048,15048,15004,15041,15006,15013,24209,2
421
1,22037,15036,15048,15004,15016,11022,11002</execution_steps>
<response>{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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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C:29:46:F3:B8; User-Name=00-0C-29-46-F3-B8; 
State=ReauthSession:0A4D98D1000001F26F0C04D9; 
Class=CACS:0A4D98D1000001F26F0C04D9:guest-240/138796808/76; 
Termination-Action=RADIUS-Request; Tunnel-Type=(tag=1) VLAN; 
Tunnel-Medium-Type=(tag=1) 802; Tunnel-Private-Group-ID=(tag=1) 2; 
cisco-av-pair=url-redirect-acl=ACL-WEBAUTH-REDIRECT; 
cisco-av-pair=url-redirect=https://guest-240.cisco.com:8443/guestportal/gateway?
sessionId=0A4D98D1000001F26F0C04D9&action=cwa; 
cisco-av-pair=ACS:CiscoSecure-Defined-ACL=#ACSACL#-IP-pre-posture-506e980a; 
cisco-av-pair=profile-name=WindowsXP-Workstation;}</response
><audit_session_id>0A4D98D1000001F26F0C04D9</audit_session_id><nas_po
rt_id>GigabitEthernet1/0/17</nas_port_id><posture_status>Pending</posture_status>
<selected_azn_profiles>CWA_Redirect</selected_azn_profiles>
<service_type>Call Check</service_type>
<message_code>5200</message_code>
<nac_policy_compliance>Pending</nac_policy_compliance>
<id>1349422277270556</id>
<acsview_timestamp>2012-10-05T10:49:47.915Z</acsview_timestamp>
<identity_store>Internal Endpoints</identity_store>
<response_time>13</response_time>
<other_attributes>ConfigVersionId=81,DestinationPort=1812,Protocol=Radius,AuthorizationPol
icyMatchedRule=CWA_Redirect,
NAS-Port=50117,Framed-MTU=1500,NAS-Port-Type=Ethernet,EAP-Key-N
ame=,cisco-nas-port=GigabitEthernet1/0/17,AcsSessionID=guest-240/138796808/76,Us
eCase=Host Lookup,SelectedAuthenticationIdentityStores=Internal 
Endpoints,ServiceSelectionMatchedRule=MAB,IdentityPolicyMatchedRule=Default,CPMS
essionID=0A4D98D1000001F26F0C04D9,EndPointMACAddress=00-0C-29-46-F3-B8,EndPointM
atchedProfile=WindowsXP-Workstation,ISEPolicySetName=Default,HostIdentityGroup=E
ndpoint Identity Groups:Guest_IDG,Device Type=Device Type#All Device 
Types,Location=Location#All Locations,Device IP 
Address=10.77.152.209,Called-Station-ID=00:24:F7:73:9A:91,CiscoAVPair=audit-sess
ion-id=0A4D98D1000001F26F0C04D9</other_attributes>
-
</authStatusElements>
-
</authStatusList>
-
</authStatusOutputList>

계정 상태 API 호출
AcctStatus API 호출을 사용하여 대상 노드의 최신 디바이스 및 세션 계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키마 파일 출력 예시, 이 API 호출을 통해 최신 디바이스 및 세션 정보에 대
한 요청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 이 API 호출이 실행된 이후에 반환되는 데이터 샘플을 제공합니다. 
AcctStatus API 호출을 통해 시간 관련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지정된 MAC 주소와 관련된 최신 계정 디바이스 레코드를 검색할 시간(초)을 정의합
니다. 사용자 구성 가능한 유효한 값의 범위는 1~432000초(5일)입니다. 예:

– 값에 2400초(40분)를 입력하는 경우, 지난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MAC 주소
에 대한 최신 계정 디바이스 레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값에 0초를 입력하는 경우, 15분(900초)의 기본 기간이 지정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MAC 주소에 대한 최신 계정 디바이스 레코드가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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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tList API 호출은 API 출력으로 다음의 계정 상태 데이터 필드를 제공합니다(표 3-3 참조).

AcctStatus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의 지정된 세션에 호출을 전송한 이후의 
AcctStatus API 호출에 대한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acctStatusOutputList" type="restAcctStatusOutputList"/>

  <xs:complexType name="restAcctStatusOutput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acctStatusList" type="restAcctStatusList"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restAcctStatusList">
    <xs:sequence>
      <xs:element name="acctStatusElements" type="restAcctStatus"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sequence>
    <xs:attribute name="macAddress" type="xs:string"/>
    <xs:attribute name="username" type="xs:string"/>
  </xs:complexType>

  <xs:complexType name="restAcctStatus">
    <xs:sequence>
      <xs:element name="calling_stat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audit_session_id"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paks_in"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paks_out"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bytes_in"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bytes_out"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ssion_time" type="xs:long" minOccurs="0"/>
      <xs:element name="username" type="xs:string" minOccurs="0"/>
  <xs:element name="server" type="xs:string"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schema>

표 3-3 계정 관리 상태 데이터 필드

데이터 필드 설명

MAC 주소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

audit-session-id 인증 세션 ID

패킷 인 수신된 패킷 총계

패킷 아웃 전송된 패킷 총계

바이트 인 수신된 바이트 총계

바이트 아웃 전송된 바이트 총계

세션 시간 현재 세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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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쿼리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트러블슈팅
AcctStatus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실패하면 Login(로그인) 페이지에서 Problem logging in?(로그인 문제) 링크를 클릭하
고 2단계 의 지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
((/admin/API/mnt/<specific-api-call>/MACAddress/<macaddress>/
<durationofcurrenttime>)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AcctStatus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AcctStatus/MACAddress/00:26:82:7B:D2:51/1200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AcctStatus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AcctStatus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를 보
여줍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acctStatusOutputList>
-
<acctStatusList macAddress="00:25:9C:A3:7D:48">
-
<acctStatusElements>
<calling_station_id>00:25:9C:A3:7D:48</calling_station_id>
<audit_session_id>0acb6b0b0000000B4D0C0DBD</audit_session_id>
<paks_in>0</paks_in>
<paks_out>0</paks_out>
<bytes_in>0</bytes_in>
<bytes_out>0</bytes_out>
<session_time>240243</session_time>
<server>HAREESH-R6-1-PDP1</server>
</acctStatusElements>
</acctStatusList>
</acctStatusOutpu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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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트러블슈팅을 위한 쿼리 API
  쿼리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 트러블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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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권한 부여 변경) REST API

이 장에서는 예시와 함께 이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개별 CoA
(권한 부여 변경) REST API 호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개
CoA API 호출은 Cisco ISE 구축의 지정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세션 인증 및 세션 연결 끊
기 명령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CoA 세션 관리 API 호출
CoA 세션 관리 API 호출을 사용하면 Cisco ISE 구축의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지정된 
세션으로 재인증 및 연결 끊기 명령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세션 재인증(Reauth)

• 세션 연결 끊기(Disconnect)

세션 재인증 API 호출
세션 재인증 API 호출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REAUTH_TYPE_DEFAULT = 0

• REAUTH_TYPE_LAST = 1

• REAUTH_TYPE_RERU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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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CoA(권한 부여 변경) REST API
  CoA 세션 관리 API 호출
Reauth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의 지정된 세션에 호출을 전송한 이후의 
Reauth API 호출에 대한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remoteCoA" type="coAResult"/>
<xs:complexType name="coAResult">
    <xs:sequence>
      <xs:element name="results" type="xs:boolean" minOccurs="0"/>
    </xs:sequence>
    <xs:attribute name="requestType" type="xs:string"/>
  </xs:complexType>
</xs:schema>

Reauth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CoA/<specific-api-call>/<macaddress>/
<reauthtype>)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Reauth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CoA/Reauth/server12/00:26:82:7B:D2:51/1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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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CoA(권한 부여 변경) REST API
  CoA 세션 관리 API 호출
Reauth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Reauth API 호출을 수행할 때 반환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다음 명령을 호출하여 가능한 두 가지 결과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 True는 이 명령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False는 이 명령이 여러 조건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remoteCoA requestType="reauth">
<results>true</results>
</remoteCoA>

세션 연결 끊기 API 호출
세션 연결 끊기 API 호출은 다음과 같은 연결 끊기 포트 옵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YNAMIC_AUTHZ_PORT_DEFAULT = 0

• DYNAMIC_AUTHZ_PORT_BOUNCE = 1

• DYNAMIC_AUTHZ_PORT_SHUTDOWN = 2

연결 끊기 API 출력 스키마

이 샘플 스키마 파일은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의 지정된 세션에 연결 끊기 API 호출을 전
송한 이후의 해당 호출에 대한 출력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xs:schema version="1.0"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xs:element name="remoteCoA" type="coAResult"/>

  <xs:complexType name="coAResult">
    <xs:sequence>
      <xs:element name="results" type="xs:boolean" minOccurs="0"/>
    </xs:sequence>
    <xs:attribute name="requestType" type="xs:string"/>
  </xs:complexType>
</xs:schema>

연결 끊기 API 호출 수행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초기 Cisco ISE 설정 시 지정 및 구성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me123의 호스트 이름으로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 처음 로그인할 때 이 노드에 
대해 다음의 URL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https://acme123/admin/LoginAction.do#pageId=com_cisco_xmp_web_page_tmpd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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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CoA(권한 부여 변경) REST API
  CoA 세션 관리 API 호출
4단계 "/admin/" 구성 요소를 API 호출 구성 요소(/admin/API/mnt/CoA/<Disconnect>/<serverhostname>/
<macaddress>/<portoptiontype>/<nasipaddress>/<destinationipaddress>)로 바꿔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연결 끊기 API 호출을 입력합니다.

https://acme123/admin/API/mnt/CoA/Disconnect/server12/00:26:82:7B:D2:51/2/10.10.
10.10/192.168.1.1

참고 이 호출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상 노드의 URL 주소 필드에 각 API 호출을 주의하여 입
력해야 합니다. API 호출 규칙에 사용되는 "mnt"는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를 나타냅니다.

5단계 API 호출을 실행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관련 주제

•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

연결 끊기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샘플 데이터

다음 예는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에서 연결 끊기 API 호출 수행 시 반환되는 데이터를 보
여줍니다. 두 개의 가능한 결과는 다음 명령을 호출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True는 이 명령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False는 이 명령이 여러 조건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t. The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
<remoteCoA requestType="reauth">
<results>true</results>
</remote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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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 API 소개 

• 개요, 5-1페이지

• 지원되는 Cisco ISE 리소스, 5-1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인증 및 권한 부여, 5-2페이지

• GUI에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활성화, 5-2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상태, 5-3페이지

• 데이터 검증, 5-3페이지

• 네임 공간, 5-3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SDK, 5-4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스키마 파일, 5-4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요청 및 응답, 5-5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통한 버전 제어, 5-7페이지

• 검색 및 필터링, 5-8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시스템 흐름, 5-10페이지

• 하이퍼링크, 5-11페이지

• 대량 작업, 5-12페이지

개요
이 장에서는 지원되는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및 관련 API 호출 사용에 대한 지침과 예시를 제
공합니다. 이러한 호출을 통해 Cisco ISE 리소스에서 CRUD(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Cisco ISE 리소스
Cisco ISE 외부 RESTful 서비스를 통해 다음 유형의 ISE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 엔드포인트 ID 그룹

• 게스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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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인증 및 권한 부여
• ID 그룹

• 내부 사용자

• 포털

• 프로파일러 정책

• 네트워크 디바이스

•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 보안 그룹

전체 요청 및 응답 예시는 7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에서 제공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인증 및 권한 부여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는 HTTPS 프로토콜 및 REST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며 포트 9060을 사
용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는 기본 인증을 지원합니다. 인증 자격 증명은 암호화되어 있으며 요청 
헤더의 일부입니다.

ISE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특수 권한을 
할당해야 합니다. ISE 관리자는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다음의 
두 가지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외부 RESTful 서비스 관리자 — 모든 ERS API(GET, POST, DELETE, PUT)에 대한 전체 액세스용

• 외부 RESTful 서비스 운영자 — 읽기 전용 액세스용(GET 요청만)

필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려고 계속 시도
하는 경우, 오류 응답을 수신합니다.

관련 주제

• 새로운 Cisco ISE 관리자 생성

• 후원자 인증 및 권한 부여, 6-1페이지

GUI에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활성화
Cisco ISE REST API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서 Cisco ISE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Cisco ISE 
REST API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isco REST API는 기본적으로 HTTPS 포트 9060을 사용합니다. 
Cisco ISE REST API가 Cisco ISE 관리자 서버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
션은 모든 게스트 REST API 요청에 대해 서버에서 시간 초과 오류를 수신합니다. 

모든 유형의 외부 RESTful 서비스 요청은 기본 ISE 노드에만 유효합니다. 보조 노드에는 읽기-액
세스 권한(GET 요청)이 있습니다.

절차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사용자 이름과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5-2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ise/1-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13/b_ise_admin_guide_sample_chapter_0110.html#ID45


 

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상태
4단계 Administration(관리) > Settings(설정) > ERS Settings(ERS 설정)를 선택합니다.

5단계 기본 관리 노드에 대해 Enable ERS for Read/Write(읽기/쓰기를 위해 ERS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단계 보조 노드가 있는 경우 모든 기타 노드에 대해 Enable ERS for Read(읽기를 위해 ERS 활성화)
를 선택합니다.

7단계 제출을 클릭합니다.

참고 모든 REST 작업이 감사되며 로그는 시스템 로그에 기록됩니다.

관련 주제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7-1페이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상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기본 및 보조 노드에 대해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GUI의 Administration
(관리) > Settings(설정) > ERS Settings(ERS 설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
출을 활성화하기 전에 호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오류 응답이 표시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에는 디버그 로깅 범주가 있으며 이는 Cisco ISE GUI의 디버그 로깅 페
이지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디버그 로그 컨피그레이션 옵션 섹션(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 가이드, 
릴리스 1.4)을 참고하십시오.

데이터 검증
서버로 전송된 CRUD 데이터는 Cisco ISE가 GUI용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검증 규칙을 통해 검증
되었습니다. 모든 검증은 검증 레이어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수행됩니다. 게시 중인 모든 XML 데
이터는 스키마에 대해 검증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검증인, 데이터 검증 및 구조 검증이 수행됩니다. 데이터 검증은 데이터가 필수 필
드, 필드 길이, 유형 등의 ISE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며, 구조 검증은 필드 순서, 이름 등의 스
키마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네임 공간
다음과 같이 리소스 이름 및 URI 내에서 엄격한 네임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내부 사용자,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그룹 및 ID 그룹의 ID

• SGT에 대한 SGA

• 응답 메시지(클라이언트는 요청에서 ERS 네임 공간을 전송할 필요 없음)에 나타나는 검색 결
과와 같이 기타 모든 객체 리소스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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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SDK
Accept/Content-Type 헤더는 다음과 같은 네임 공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예: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요청 XML은 다음과 같이 네임 공간 정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identity.ers.ise.cisco.com

sga.ers.ise.cisco.com

예: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endpoint xmlns:ns="identity.ers.ise.cisco.com" id="id">

<group>Profiled</group>

…

</ns:endpoint>

외부 RESTful 서비스 SDK
외부 RESTful 서비스 SDK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고유한 도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https://<ISE-ADMIN-NODE>:9060/ers/sdk URL에서 외부 RESTful 서비스 SDK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SDK에는 외부 RESTful 서비스 관리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DK는 
다음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빠른 참조 API 설명서

• 사용 가능한 모든 API 작업 목록

• 다운로드에 사용 가능한 스키마 파일

• 다운로드에 사용 가능한 Java의 샘플 애플리케이션

• Curl 스크립트 형식의 활용 사례

• Chrome Postman 사용에 대한 지침

외부 RESTful 서비스 스키마 파일
외부 RESTful 서비스 SDK는 ISE ERS 인터페이스에서 지원되는 객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3가지 
XSD 스키마 파일과 함께 제공됩니다.

3가지 XSD 파일:

• ers.xsd

• identity.xsd

• sga.xsd

• network.xsd

JAXB와 같은 사용 가능한 도구가 있는 스키마를 사용하여 스키마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거나 모든 서드파티 HTTP 클라이언트 코드를 사용하여 XSD 파일에
서 생성된 스키마 클래스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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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요청 및 응답
참고 콘텐츠에 전송된 XML은 스키마에 대해 검증되므로 XML의 필드 순서 및 구문은 스키마에 표시되
는 필드 순서 및 구문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된 요청 상태 코드가 표시됩니다.

스키마 파일 다운로드

절차

1단계 외부 RESTful 서비스 SDK 페이지에 로그인하려면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https://<ISE-ADMIN-NODE>:9060/ers/sdk URL을 입력합니다.

2단계 외부 RESTful 서비스 관리자와 일치하는 사용자 이름과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4단계 Downloads(다운로드) 범주에서 Schema Jar (ers-schema-1.4-iteration-01-SNAPSHOT.jar)
(스키마 Jar(ers-schema-1.4-iteration-01-SNAPSHOT.jar)을 클릭합니다.

5단계 파일을 로컬 머신에 저장합니다.

관련 주제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인증 및 권한 부여, 5-2페이지

외부 RESTful 서비스 요청 및 응답
이 섹션에서는 요청 및 응답 헤더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ERS에서 반환한 상태 코드에 대해 설
명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요청 헤더

표 5-1 ERS 요청 헤더

헤더 지원되는 값 사용 설명 필수 

Accept 게스트 REST API 리소스 미디어 
유형

이 클라이언트에서 허용하려는 미
디어 유형을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
여 서버에 표시합니다.

예, GET/GET 
ALL/DELETE/GET 
VERSION 작업(메시지 본
문 포함하지 않음) 시 필요
합니다.

Authorization "기본"과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
호(RFC 2617당)

이 요청을 수행하는 허가받은 사용
자를 나타냅니다.

예, 모든 요청 시 필요합니다. 

Content-Length 게스트 REST API 리소스 미디어 
유형

이 클라이언트에서 허용하려는 미
디어 유형을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
여 서버에 표시합니다.

예, 메시지 본문을 포함하는 
요청 시 필요합니다.

Content-Type 요청 메시지 본문을 설명하는 미
디어 유형

요청 메시지 본문의 표시 및 구문을 
설명합니다.

예, 메시지 본문을 포함하는 
요청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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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요청 및 응답
외부 RESTful 서비스 응답 헤더

공통 외부 RESTful 서비스 HTTP 상태 코드

표 5-2 ERS 필수 응답 헤더

헤더 지원되는 값 사용 설명 필수 

Content-Length 응답 메시지 본문 길이(바이트) 메시지 본문 크기를 설명합니다. 예, 메시지 본문을 포함하는 
응답 시 필요합니다.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을 설명하는 
미디어 유형 

응답 메시지 본문의 표시 및 구
문을 설명합니다. 

예, 메시지 본문을 포함하는 
응답 시 필요합니다. 

Location 새로 생성한 리소스의 정식 
URI 

새로 생성한 리소스의 표시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
로운 URI를 반환합니다. 

예, URI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서버 측 리소스를 
생성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 시 
필요합니다. 

표 5-3 ERS 에서 반환된 HTTP 응답 코드 설명

HTTP 상태 설명 

200 OK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요청이 URI를 통해 주소 지정 가능
한 새 리소스를 생성한 경우, 새 리소스의 표시를 포함하는 응답 본문이 반
환되며 200 상태는 새로 생성한 리소스의 정식 URI를 포함하는 Location 헤
더와 함께 반환됩니다. 

201 Created 새 리소스를 생성한 요청이 완료되었고 새 리소스의 표시를 포함하는 응답 
본문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성한 리소스의 정식 URI를 포함하는 
Location 헤더도 반환되어야 합니다. 

202 Accepted 요청이 처리를 위해 수락되었지만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HTTP/1.1 
사양별로, 반환된 엔터티(있는 경우)는 요청의 현재 상태에 대한 표시 또는 
상태 모니터에 대한 포인터나 사용자가 요청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시기의 추정치 일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204 No Content 서버에서 요청을 완료했지만 응답 메시지 본문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400 Bad Request 요청에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예: 입력 필드의 검증 오류, 필수 값 누락 등). 

401 Unauthorized 이 요청에 포함된 인증 자격 증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되었습니다. 

403 Forbidden 서버가 자격 증명을 인식했지만 사용자에게 이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습니다. 

404 Not Found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의 URI를 지정했습니다. 

405 Method Not 
Allowed 

요청에 지정된 HTTP 동사(DELETE, GET, HEAD, POST, PUT)가 이 요청 
URI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406 Not 
Acceptable 

이 요청에서 확인된 리소스는 요청의 Accept 헤더 내 미디어 유형 중 하나
와 일치하는 표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409 Conflict 생성 또는 업데이트 요청이 서버에서 지원되는 리소스의 현재 상태에서 충
돌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예: 일부 기존 리소스
에 이미 할당된 고유 식별자가 있는 새 리소스를 생성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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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통한 버전 제어
참고 응답 헤더에 포함되어 반환되는 상태 코드 외에 각 요청은 요청의 특성에 따라 추가 xml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통한 버전 제어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는 이전 Cisco ISE 버전과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외부 RESTful 서비
스 API에는 API 버전 관리를 위한 버전 관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게스트 이외의 모든 리소스는 
버전 1.0이며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RESTful 리소스는 모델 버전(major.minor)을 지닙니다. 버전은 다음과 같이 구문이 있는 요청 
헤더에 속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예를 들어, 내부 사용자 리소스 버전 1.0을 얻기 위해 다음 요청이 전달됩니다.

DELETE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nternaluser/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요청을 인증 및 권한 부여한 후에 다음 표에 언급된 일치 결과가 있는 버전 일치 검사가 수행됩니다.

415 Unsupported 
Media Type

Accept 헤더에 지정된 미디어 유형이 이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클라
이언트 리소스 버전이 이 서버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일반
적인 응답입니다.

429 Too many 
requests

동시에 너무 많은 ERS 요청이 있습니다.

500 Internal 
Server Error 

서버에서 요청 완료를 방해하는 예기치 않은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501 Not 
Implemented 

서버에서 요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503 Service 
Unavailable 

서버의 일시적인 과부하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해 서버에서 현재 이 요청을 처
리할 수 없습니다. 

표 5-3 ERS 에서 반환된 HTTP 응답 코드 설명 ( 계속 )

HTTP 상태 설명 

버전 일치 결과

전송된 버전 없음 서버가 415 "Unsupported Media Type" 상태를 반
환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이 서버 버전과 일치 서버가 요청 처리를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 부 버전이 서버 부 부전과 일치
하지 않음

서버가 버전 차이를 설명하는 응답 경고 메시지를 
추가하고 요청 처리를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주요 버전이 일치하지 
않음 

서버는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상태 415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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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검색 및 필터링
참고 각 리소스에는 서버가 지원하는 버전 목록을 검색하는 API가 있습니다.

검색 및 필터링
모든 필터링 및 검색 작업은 필터링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리소스 URI에 GET 요청을 전송하여 리소스를 검색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결과는 기본 크기가 20인 
첫 페이지(페이지 인덱스 = 0)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필터링, 정렬 및 
페이징 매개변수를 URI에 추가하여 이 검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페이징, 필터링 또는 정렬 요청의 결과에 해당하는 리소스는 <resources> 모음에 번들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각 리소스에 대한 이름, ID, 설명 및 전체 표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
음은 클라이언트가 리소스를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에 대한 필터링 매개변수
필터 쿼리 문자열 매개변수를 통해 간단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필터
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터 기준에 공통적인 논리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AND입니다. 이는 
"filtertype=or" 쿼리 문자열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리소스 데이터 모델 설명은 특성이 필터링된 필드인지 여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a'로 시작되는 내부 사용자를 ID 그룹인 'Finance'로 가져오기 위해 다음 요청
이 전달됩니다.

GET 
/ers/config/internaluser/?page=0&size=20&sortacs=name&filter=name.STARTSW.a&filter=identit
yGroup.EQ.Finance

다음 표는 사용 가능한 필터 연산자를 보여줍니다.

매개변수 설명

EQ 같음

GT 보다 큼

LT 보다 작음

STARTSW 다음으로 시작

ENDSW 다음으로 끝남

CONTAINS 이(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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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검색 및 필터링
다음 표는 각 리소스에 대해 필터링 가능한 특성 목록을 보여줍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에 대한 페이징 매개변수
모든 외부 RESTful 서비스 검색 결과가 페이징됩니다. 페이징 매개변수는 쿼리 매개변수를 사용
하여 URI에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name"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내부 사용자의 첫 20개 레코드를 얻기 
위해 다음 요청이 전달됩니다.

GET /ers/config/internaluser?page=0&size=20&sortasc=name

다음 표는 사용 가능한 페이징 매개변수를 보여줍니다.

리소스 필터링 가능한 특성

엔드포인트 mac, portalUser, profile, profileId, 
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

내부 사용자 name

엔드포인트 ID 그룹 name

ID 그룹 name

SGT name

매개변수 설명 기본값

page 페이지 시작 인덱스 0

size 페이지 크기 20개(최대값 = 100)

sortasc 정렬에 사용 가능한 필드의 집합에서 오름차순 
방향의 정렬 필드 (알파벳 문자의 경우 A에서 Z
순으로 정렬됨)

name

sortdsc 정렬에 사용 가능한 필드의 집합에서 내림차순 
방향의 정렬 필드 (알파벳 문자의 경우 Z에서 A
순으로 정렬됨)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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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외부 RESTful 서비스 시스템 흐름
외부 RESTful 서비스 시스템 흐름
공통 외부 RESTful 서비스 흐름은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HTTPS 요청과 서버의 HTTPS 응답으
로 구성됩니다. 이 흐름은 요청 유형, URI, 요청 헤더, 응답 헤더 및 응답 콘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그림 5-1 ERS 성공 흐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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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하이퍼링크
그림 5-2 ERS 실패 흐름 순서

하이퍼링크
XML 표시에 포함된 하이퍼링크의 사용은 HATEOS(Hypermedia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e)의 가장 강력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지정된 URI에서 표시되는 리소스를 클
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링크는 다음 네임 공간에서 선언된 링크의 Atom 정의와 함께 배열됩니다.

http://www.w3.org/2005/Atom namespace.
5-11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http://www.w3.org/2005/Atom namespace


 

5 장      ERS API 소개
  대량 작업
다음 표는 외부 RESTful 서비스에 대한 필수적인 링크 특성을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에 포함된 링크 예시 
다음 예시는 검색 결과에 포함된 링크를 보여줍니다.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1163">
<link rel="self" 
href="http://cisco.com/ers/config/internaluser?page=0&size=20"             
type="application/xml"/>
<link rel="next" href="http://cisco.com/ers/config/internaluser?page=20&size=20"       
type="application/xml"/>
<resources>
<link rel="john doe" href="http://cisco.com/ers/config/internaluser/333"       
type="application/xml"/>
<link rel="jeff smit" href="http://cisco.com/ers/config/internaluser/444"       
type="application/xml"/>
.
.
.
</resources>
</ns2:searchResult>

대량 작업
대량 요청을 통해 최대 500개의 단일 요청 작업(또는 ID별로 5000개의 작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작업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등록과 같은 일부 리소스에 
특정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모든 작업은 동일한 유형이어야 하며 이는 혼합된 리소스 요청을 전송할 수 없음을 의미합
니다.

각 리소스에는 고유한 트랜잭션이 있으며 트랜잭션의 순서는 멀티스레드 실행이므로 보장되지 않
습니다.

Cisco ISE 서버는 요청을 분석하고 구조를 검증합니다. 요청이 유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기타 대
량 작업이 없는 경우, 실행이 시작되고 서버가 상태 코드 202 (ACCEPTED) 및 위치 응답 헤더의 고
유한 대량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이 ID를 사용하여 대량 상태 가져오기 작업 사용 시 이후에 대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보고서는 작업 시작 후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 설명

Href 링크의 URI를 포함합니다.

Rel 이 특성은 원래 "관계"를 의미하며 다음 유형의 
링크를 나타냅니다.

• "self" — 현재 표시를 새로 고치기 위한 링크

• "next" —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모음

• "info" — 리소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 얻기

Type 서버에서 링크의 URI에 대해 반환할 수 있는 표
시의 미디어 유형에 대한 힌트로, 보통 
"application/xm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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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대량 작업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는 상태 보고서에 기록되며 다음 리
소스로 실행이 진행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량 실행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량 실행이 계속 실행되는 동안 대량 요청
이 게시되는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이후에 다시 시도할지 묻는 메시지와 함께 응답 상태 503 
(Service Unavailable)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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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ERS API 소개
  대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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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REST API

 • 게스트 사용자 리소스의 API, 6-1페이지

 • 후원자 인증 및 권한 부여, 6-1페이지

 • 게스트 REST API 요청, 6-3페이지

 • 게스트 REST API 응답, 6-5페이지

 • 검색 및 필터링, 6-9페이지

게스트 사용자 리소스의 API
Cisco 게스트 API는 REST(표시 상태 전송) 기반의 작업 집합으로, Cisco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안전하고 인증된 액세스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API를 통해 게스트 사용자 생성, 읽기, 업데
이트, 삭제 및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I를 호출할 때 게스트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Cisco ISE 후원자 포털을 사용하여 후원자인 것
처럼 호출하는 것입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먼저 액세스가 가능해야 하고 ISE의 후원자 인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체 요청 및 응답 예시는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24페이지에서 제공
됩니다.

후원자 인증 및 권한 부여
후원자는 후원자 포털을 사용하여 게스트 사용자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Cisco ISE 사용자의 
특수한 유형입니다. 게스트 REST API에는 후원자 포털과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게스트 REST 
API에 대한 인증은 후원자 인증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또한 후원자 그룹의 정책에 지정된 권한은 
게스트 REST API에 적용됩니다.

참고 게스트 REST API를 사용하는 후원자는 ERS-ADMIN 역할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후원자 및 후원자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SE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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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게스트 REST API         
  후원자 인증 및 권한 부여
시작하기 전에

다른 ISE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Cisco ISE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또는 외부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ID 저장소를 통해 
후원자를 인증합니다. 외부 ID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Cisco ISE(Administration(관리) > 
Identity Management(ID 관리) > Identities(ID) > Users(사용자))에서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절차

1단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Cisco ISE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ise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admin/).

2단계 사용자 이름과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Enter를 누릅니다.

4단계 적절한 ID 그룹에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a. Administration(관리) > Identity Management(ID 관리) > Group(그룹) > Identity Group 
(ID 그룹)을 선택합니다. 

b. 새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그룹을 수정합니다. Cisco ISE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후원자 사용
자 ID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ponsorAllAccount

 • SponsorGroupAccounts

 • SponsorOwnAccounts

c. 멤버 목록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d. 저장을 클릭합니다.

5단계 후원자 그룹에 사용자 ID 그룹을 추가합니다.

a. Guest Access(게스트 액세스) > Configure(구성) > Sponsor Group(후원자 그룹)을 선택
합니다.

b. 새 후원자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그룹을 수정합니다.

c. Members(멤버)를 클릭합니다.

d. 사용자 ID 그룹을 후원자 그룹 멤버 목록에 추가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 사용자가 후원할 수 있는 게스트 유형과 위치를 추가합니다.

f. Access ISE guest accounts via the programatic interface(REST API)(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REST API)를 통해 ISE 게스트 계정에 액세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g. 저장을 클릭합니다.

6단계 Sponsor_Portal_Sequencer가 사용자의 ID 소스에 액세스하는지 확인합니다.

a. Administration(관리) > Identity Management(ID 관리) > Identity Source Sequences 
(ID 소스 순서) > Sponsor_Portal_Sequence를 선택합니다.

b. 인증 검색 목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ID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c.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주제

후원자 및 후원자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SE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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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게스트 REST API
  게스트 REST API 요청     
게스트 REST API 요청
API에 대한 요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 사용자 요청은 Cisco ISE 서버에 HTTPS를 통해 전송되고 응답은 반환됩니다.

 • 모든 API에 액세스하기 위한 URI는 기본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의 도메
인 이름입니다.

 • API 요청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이 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각 게스트 요청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 각 게스트 요청은 다음과 같이 수락을 설정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 각 게스트 대량 요청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 각 게스트 대량 요청은 다음과 같이 수락을 설정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 응답 페이로드를 압축하는 Accept-Encoding:gzip 헤더(선택 사항)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 구조
다음 표에는 Cisco 게스트 REST API에 사용할 수 있는 요청 작업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요청에 대한 필수 헤더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제

Content-Type 및 Accept 헤더, 7-25페이지

표 6-1 요청 방법 유형

요청 유형 운영

GET 모든 리소스 가져오기(검색), ID별로 리소스 가져오기, 리소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POST 새 게스트 사용자 생성

PUT 게스트 사용자 업데이트 

DELETE 게스트 사용자 삭제

표 6-2 필수 요청 헤더

헤더 값 설명

ACCEPT 게스트 REST API 리소스 미디
어 유형

이 클라이언트에서 허용하려는 미디어 
유형을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여 서버에 
표시합니다.

AUTHORIZATION "기본"과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
호(RFC 2617당)

이 요청을 수행하는 허가받은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CONTENT-TYPE 요청 메시지 본문을 설명하는 
미디어 유형

요청 메시지 본문의 표시 및 구문을 설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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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콘텐츠
아래의 XML 콘텐츠는 사용자 지정 필드를 포함하는 게스트 사용자 계정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guestuser name="guestUser" id="123456789" description="ERS Example user "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customFields>
        <entry>
            <key>some key</key>
            <value>some value</value>
        </entry>
        <entry>
            <key>another key</key>
            <value>and its value</value>
        </entry>
    </customFields>
    <guestInfo>
        <emailAddress>email@some.uri.com</emailAddress>
        <enabled>true</enabled>
        <password>asdlkj324ew</password>
        <phoneNumber>3211239034</phoneNumber>
        <smsServiceProvider>GLobal Default</smsServiceProvider>
        <userName>DS3ewdsa34wWE</userName>
    </guestInfo>
    <guestType>Contractor</guestType>
    <portalId>23423432523</portalId>
    <sponsorUserName>Mr Spons</sponsorUserName>
</ns3:guestuser>

아래의 요청 예시는 POST(생성) 작업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필
요한 XML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참고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이 필드는 후원자 포털에 표시된 필수 필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원자 포털이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게스트 REST API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POST 요청 예시
POS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 

<?xml version="1.0" encoding="UTF-8"?>
<ns2:guestuser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guestAccessInfo>
        <fromDate>08/06/2014 23:22</fromDate>
        <toDate>08/07/2014 23:22</toDate>
        <validDays>1</validDays>
    </guestAccessInfo>
    <guestInfo>
        <company>New Company</company>
        <emailAddress>john@example.com</emailAddress>
        <firstName>John</firstName>
        <lastName>Doe</lastName>
        <notificationLanguage>English</notificationLanguage>
        <password>12345</password>
        <phoneNumber>9999998877</phon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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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ServiceProvider>Global Default</smsServiceProvider>
        <userName>autoguestuser1</userName>
    </guestInfo>
    <guestType>Daily</guestType>
    <personBeingVisited>sponsor</personBeingVisited>
    <portalId>portal101</portalId>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ns2:guestuser>

참고 JSON은 게스트 REST API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량 실행
대량 요청을 통해 최대 500개의 단일 요청 작업(또는 ID별로 5000개의 작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모든 작업은 동일한 유형이어야 하며 이는 혼합된 리소스 요청을 전송할 수 없음을 의미합
니다.

각 리소스에는 고유한 트랜잭션이 있으며 트랜잭션의 순서는 멀티스레드 실행이므로 보장되지 않
습니다.

Cisco ISE 서버는 요청을 분석하고 구조를 검증합니다. 요청이 유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기타 대
량 작업이 없는 경우, 실행이 시작되고 서버가 상태 코드 202 (ACCEPTED) 및 위치 응답 헤더의 고
유한 대량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이 ID를 사용하여 대량 상태 가져오기 작업 사용 시 이후에 대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보고서는 작업 시작 후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는 상태 보고서에 기록되며 다음 리
소스로 실행이 진행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량 실행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량 실행이 계속 실행되는 동안 대량 요청
이 게시되는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이후에 다시 시도할지 묻는 메시지와 함께 응답 상태 503 
(Service Unavailable)을 반환합니다.

대량 실행은 대량 상태 가져오기를 포함하여 다른 헤더를 사용합니다.

 •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관련 주제

 • 게스트 사용자의 대량 실행 시작, 7-39페이지

게스트 REST API 응답
각 요청 다음에는 표준 헤더와 응답 콘텐츠가 있는 서버 HTTPS 응답이 옵니다.

응답 상태 코드
응답에는 HTTP 상태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REST API의 경우, 상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x - 성공적인 작업

 • 4xx - 클라이언트 오류

 • 5xx - 서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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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는 상태 코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련 주제

응답 오류 메시지, 6-7페이지

응답 구조

다음 표에는 응답 헤더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비밀번호
ISE는 게스트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resetpassword 작업을 호출하여 게
스트 REST API를 통해 게스트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특정 문자열로 게스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GET 작업을 사용하여 게스트 사용자 정보를 검색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비밀번호가 다
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GET 작업에 대한 응답에 Cisco ISE 게스트 비밀번호가 표시됩니다.

1. ISE에서 자동으로 생성됨

2. 이 API를 통해 또는 후원자 포털을 통해 재설정됨

표 6-3 응답 콘텐츠 유형 

요청 유형 상태 응답 페이로드

ID별로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200 해당 XML 표시의 게스트 사용자

모두 4xx 
(클라이언트 
오류)

오류(예: 지원되지 않는 버전 또는 잘못된 URI)를 설명하는 메
시지가 있는 응답

모두 5xx 
(서버 오류)

오류(예: 런타임 예외)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있는 응답

게스트 사용자 
생성 [POST]

201 정보 또는 경고가 없는 경우 콘텐츠가 다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새 게스트 사용자 ID가 응답 "위치" 헤더에서 전송됩니다. 추가 
정보 또는 경고가 있는 경우 응답에 캡슐화됩니다.

게스트 사용자 
업데이트 [PUT]

200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반환

게스트 사용자 
삭제 [Delete]

204 콘텐츠 없음

표 6-4 필수 응답 헤더

헤더 값 설명

LOCATION 새로 생성한 리소스 ID POST 전용 - 새 리소스 ID 보류(URI 표
시로)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을 설명하는 
미디어 유형

응답 메시지 본문의 표시 및 구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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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게스트 흐름에서 게스트는 자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가 변경한 Cisco ISE 
게스트 비밀번호가 후원자 포털에 표시되지 않으며 REST API를 통해 표시되지 않습니다. 

관련 주제

 • 게스트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 7-38페이지

 • 게스트 사용자 비밀번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SE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응답 오류 메시지
POST 또는 PUT 요청을 수행할 때 특정 헤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헤더를 하나 제외시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 메시지를 포함하는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다음 위치에서 Cisco ISE UI의 작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s(작업) > Node(노드) > Debug Logs(디버그 로그) > guest.log

표 6-5 오류 코드

오류 코드 설명
HTTP 
상태

리소스 버전 예외 요청 콘텐츠로 전송된 리소스 버전은 서버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415

리소스 미디어 유형 예외 클라이언트를 통해 ACCEPT 또는 
Content-Type 헤더로 전송된 미디어 유형이 
잘못되었습니다.

415

지원되지 않는 리소스 예외 URI에 나열된 리소스가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400

지원되지 않는 방법 예외 요청 방법 유형이 지정된 URI에 대해 지원되
지 않습니다.

400

쿼리 문자열 검증 예외 검색 필터 또는 페이징 매개변수가 잘못되
었습니다.

400

스키마 검증 예외 요청의 XML 콘텐츠가 리소스에 대한 API의 
스키마 규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API
가 인식하지 못하는 필드 포함 또는 필수 필
드 제외 등)

400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검증 예외 API가 특성 값의 잘못된 문자 사용과 같이 
요청의 콘텐츠 일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400

무단 사용자 후원자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올바
르지 않습니다.

401

내부 예외 임의의 예기치 못한 내부 서버 오류가 런타
임 시 발생합니다.

500

변환 예외 일부 내부 변환은 내부 예외로 처리해야 합
니다.

500

CRUD 작업 예외 CRUD 작업 실행은 내부 예외로 처리해야 
합니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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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지 않는 미디어 유형 예시

다음의 예시는 클라이언트가 지원되지 않는 미디어 유형을 ACCEPT 헤더로 전송한 경우 발생하
는 응답을 보여줍니다. 

응답 

STATUS 415 Unsupported Media Type

Cache-Control: no-cache

Content-Length: 411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ersresponse.1.0+xml

Date: Wed, 11 Dec 2013 05:27:37 GMT

Expires: Wed, 31 Dec 2015 16:00:00 PST

Pragma: No-cache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ersResponse 

    xmlns:ns2="ers.ise.cisco.com" operation="GET-getAll-guestuser">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 rel="related"/>

    <messages>

        <ns2:message type="ERROR" code="Resource media type exception">

            <title>Wrong media type, check Accept request header.</title>

        </ns2:message>

    </messages>

</ns2:ersResponse>

버전 관리
Cisco ISE 릴리스 1.4에 대한 게스트 REST API는 버전 2.0입니다. 이 버전은 후속 버전과 호환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REST API는 게스트 REST API의 이전 알파 및 베타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각 RESTful 리소스는 모델 버전(major.minor)을 지닙니다. 버전은 다음과 같이 구문이 있는 요청 
헤더에 속해야 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예를 들어, 게스트 사용자 리소스 버전 2.0을 얻기 위해 다음 요청이 전달됩니다.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요청을 인증 및 권한 부여한 후에 다음의 일치 결과 중 하나를 사용한 버전 일치 검사가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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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필터링
모든 필터링 및 검색 작업은 필터링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리소스 URI에 GET 요청을 전송하여 리소스를 검색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결과는 기본 크기가 20인 
첫 페이지(페이지 인덱스 = 0)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필터링, 정렬 및 
페이징 매개변수를 URI에 추가하여 이 검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페이징, 필터링 또는 정렬 요청의 결과에 해당하는 리소스는 <resources> 모음에 번들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각 리소스에 대한 이름, ID, 설명 및 전체 표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
음은 클라이언트가 리소스를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필터링 매개변수
필터링은 필터 쿼리 문자열 매개변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터의 구조는 점으로 구분되는 필드 연산
자, 매개변수 및 값의 3자리 ID입니다. 예를 들어, filter=name.STARTSW.g를 사용하여 문자 'g'로 시
작하는 사용자 이름의 모든 게스트 사용자를 찾으십시오.

필터에서 여러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결과는 해당 매개변수의 AND가 됩니다. 이는 결과가 API
에 전송된 모든 매개변수와 일치하는 사용자임을 의미합니다. 각 리소스 설명은 특성이 필터링된 필
드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참고 잘못된 필터 값의 결과는 일치하는 메시지가 있는 상태 400 (Bad Request)입니다.

다음 표는 필터 쿼리에서 사용 가능한 매개변수를 보여줍니다.

표 6-6 버전 일치 결과

버전 일치 결과

전송된 버전 없음 서버가 415 "지원되지 않는 미디어 유형" 상태를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이 서버 버전과 일치 서버가 요청 처리를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 부 버전이 서버 부 부전과 일치하
지 않음 

서버가 버전 차이를 설명하는 응답 경고 메시
지를 추가하고 요청 처리를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주요 버전이 일치하지  
않음 

서버가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상태 415
를 반환합니다.

표 6-7 필터링 매개변수 

매개변수 설명

firstName 게스트의 이름

lastName 게스트의 성

emailAddress 게스트의 이메일 주소

userName 게스트 계정 사용자 이름

creationTime 게스트 계정이 생성된 시간

toDate 게스트 계정의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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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및 필터링
다음 표에는 필터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터링 예시

'br'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닌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GET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filter=firstName.STARTSW.br 

이메일 주소에 'bob'이 포함되며 'b'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닌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GET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filter=firstName.STARTSW.b&filter=email
Address.CONTAINS.bob 

"Approved" 상태이며 10월이 만료일인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GET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filter=status.EQ.Approved&filter=toDate.
STARTSW.10

관련 주제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7-25페이지

guestType 게스트 유형

company 게스트의 회사

phoneNumber 게스트의 전화 번호

groupTag 그룹

sponsor 게스트의 후원자

status 게스트 계정 상태

name 리소스 식별자

표 6-7 필터링 매개변수 (계속)

매개변수 설명

표 6-8 사용 가능한 필터 작업

매개변수 설명

EQ 같음

GT 보다 큼

LT 보다 작음

STARTSW 다음으로 시작

ENDSW 다음으로 끝남

CONTAINS 이(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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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게스트 REST API
  검색 및 필터링    
페이지 크기 매개변수
검색 결과는 페이지당 20개의 리소스가 기본값입니다. 페이지 번호 매기기는 페이지 '0'부터 시작
됩니다. 페이지당 리소스의 최대 수는 10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매개변수 값의 결과는 
일치하는 메시지가 있는 상태 400 (Bad Request)입니다.

페이지 크기 매개변수는 페이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기본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표 6-9 설
명 참조). 

다음 예시에서 페이지 크기가 50개의 리소스로 변경되었습니다.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filter=name.STARTSW.b&filter=emailAddre
ss.CONTAINS.bob&size=50&page=0

정렬 매개변수
기본적으로, 정렬 열은 name이고 정렬 방향은 sortasc입니다. 아래 예시의 설명대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기본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size=50&page=0&sortdsc=name 

표 6-7, 6-9페이지에서 정렬에 사용할 수 있는 값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게스트 사용자의 첫 20개 레코드 가져오기 및 성 기준의 오름차순 정렬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page=0&size=20&sortasc=lastName 

응답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22">
    <nextPage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page=1&size=20&sortasc=lastName" 
rel="next"/>
    <resources>
        <resource name="aname001" id="8e4bf290-6229-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8e4bf290-6229-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표 6-9 사용 가능한 페이징 및 정렬 기본 설정

매개변수 설명 기본값

page 페이지 시작 인덱스 0

size 페이지 크기 20개(최대값 = 100)

sortasc 정렬에 사용 가능한 필드의 집합에서 오름차순 
방향의 정렬 필드 (알파벳 문자의 경우 A에서 Z
순으로 정렬됨)

name

sortdsc 정렬에 사용 가능한 필드의 집합에서 내림차순 
방향의 정렬 필드 (알파벳 문자의 경우 Z에서 A
순으로 정렬됨)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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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게스트 REST API         
  검색 및 필터링
        <resource name="aname002" id="8fe86480-6229-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8fe86480-6229-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
        <resource name="aname020" id="908b5b40-6229-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908b5b40-6229-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관련 주제

 • "ilucky"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 기준 필터링 예시, 7-26페이지

 • "ilucky"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 및 "J"로 시작하는 성 기준 필터링 예시, 7-27페이지

 • "John" 이름 기준 필터링 및 사용자 이름 기준 정렬 예시, 7-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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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 개요, 7-1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7-1페이지

• GetVersion, 7-2페이지

• 내부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3페이지

• 엔드포인트용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8페이지

• 엔드포인트 인증서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16페이지

•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18페이지

•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22페이지

•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24페이지

• 포털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43페이지

• 프로파일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46페이지

•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48페이지

•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53페이지

• SGT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7-55페이지

• REST API 클라이언트, 7-57페이지

개요
이 장에서는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의 예시와 함께 이 호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을 실행하기 위해 지침이 제공될뿐만 아니라 API 출력 스
키마 파일 예시 및 샘플 데이터가 반환됩니다.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GUI에서 외부 RESTful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외부 RESTful 서비스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JAVA, curl linux 명령, python 또는 기타 모든 클라이언트와 같은 임의 REST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여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호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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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GetVersion
관련 주제

• GUI에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활성화, 5-2페이지

•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인증 및 권한 부여, 5-2페이지

GetVersion
GetVersion 작업은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에 공통적인 작업으로, 필수 리소스의 버전 정보를 가
져옵니다. 다음 표에는 이 작업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GetVersion 작업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resource-type>/versioninfo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1.0+xml

GetVersion 작업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versoininfo.1.0+xml
Content-Length: 122
{
<?xml version="1.0" encoding="UTF-8"?>
<ns2:versionInfo xmlns:ns2="ers.ise.cisco.com">

<currentServerVersion>1.2</currentServerVersion>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resource-type>/versioninfo" rel="self"/>
<supportedVersions>1.0,1.1,1.2,1.3<supportedVersion>

</ns2:versionInfo>
}

표 7-1 GetVersion 작업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리소스의 버전 정보를 검색합니다.

개요 GET/ers/config/<resource-name>/versioninfo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버전 정보

응답 상태 200, 400, 401,403,404,4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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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내부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내부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내부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는 전체 CRUD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음 표에는 내
부 사용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부 사용자 검색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 존재하는 모든 내부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
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부 사용자 검색 API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nternaluser?page=0&size=20&sortacs=nam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표 7-2 내부 사용자에 대해 사용 가능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HTTP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사용자 가
져오기

GET /ers/config/internaluser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사용자 가져오기 GET /ers/config/internaluser/{internal
user-id1 }

1. 내부 사용자 ID는 Cisco IS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UUID 유형입니다.

해당 없음

사용자 생성 POST /ers/config/internaluser/ internaluser

사용자 업데이트 PUT /ers/config/internaluser/{internal
user-id}

internaluser

사용자 삭제 DELETE /ers/config/internaluser/{internal
user-id}

해당 없음

InternalUser 리
소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internaluser/version 해당 없음

표 7-3 모든 내부 사용자 검색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내부 사용자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internaluser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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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모든 내부 사용자 검색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resources>
        <ns2:resource description="description1" name="name1" id="id1"/>
        <ns2:resource description="description2" name="name2" id="id2"/>
    </resources>
</ns2:searchResult>
}

ID별로 내부 사용자 가져오기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ID별로 내부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읽기 API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nternaluser/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nternaluser.1.0+xml

내부 사용자 읽기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internaluser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changePassword>true</changePassword>
    <customAttributes>
        <entry>
            <key>key2</key>
            <value>value3</value>

표 7-4 내부 사용자 읽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내부 사용자 검색 

개요 GET /ers/config/internaluser/{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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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entry>
        <entry>
            <key>key1</key>
            <value>value1</value>
        </entry>
    </customAttributes>
    <email>email@example.com</email>
    <enabled>true</enabled>
    <firstName>John</firstName>
    <identityGroups>identityGroups</identityGroups>
    <lastName>Doe</lastName>
    <password>12345</password>
</ns3:internaluser>
}

내부 사용자 생성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내부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사용하여 내부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생성 API의 샘플 요청 

POS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nternaluser/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internaluser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changePassword>true</changePassword>
    <customAttributes>
        <entry>
            <key>key2</key>
            <value>value3</value>
        </entry>
        <entry>
            <key>key1</key>
            <value>value1</value>
        </entry>
    </customAttributes>
    <email>email@example.com</email>

표 7-5 내부 사용자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내부 사용자 생성 

개요 POST /ers/config/internaluser/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Location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1, 400, 401, 403,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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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true</enabled>
    <firstName>John</firstName>
    <identityGroups>identityGroups</identityGroups>
    <lastName>Doe</lastName>
    <password>12345</password>
</ns3:internaluser>
}

내부 사용자 생성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1 OK  (see the location header for the new user's ID)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Location: https://<ISE-ADMIN-NODE>/ers/config/internaluser/444

내부 사용자 업데이트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내부 사용자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외부 RESTful 서
비스 API를 사용하여 내부 사용자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비밀번
호를 ‘********’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업데이트 API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nternaluser/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internaluser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333"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changePassword>true</changePassword>
    <customAttributes>
        <entry>
            <key>key2</key>
            <value>value3</value>
        </entry>
        <entry>
            <key>key1</key>
            <value>value1</value>
        </entry>
    </customAttributes>
    <email>email@example.com</email>

표 7-6 내부 사용자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내부 사용자 업데이트 

개요 PUT /ers/config/internaluser/{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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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true</enabled>
    <firstName>John</firstName>
    <identityGroups>IdentityGroups</identityGroups>
    <lastName>Doe</lastName>
    <password>********</password>
</ns3:internaluser>
}

내부 사용자 업데이트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updatedfields.1.0+xml
Content-Length: 529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updatedFields xmlns:ns2="ers.ise.cisco.com">
    <updatedField field="lastname">
        <newValue>Doe</newValue>
        <oldValue>name</oldValue>
    </updatedField>
    <updatedField field="dentityGroups">
        <newValue>IdentityGroups</newValue>
        <oldValue>zzz</oldValue>
    </updatedField>
</ns2:updatedFields>
}

내부 사용자 삭제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내부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삭제 API의 샘플 요청 

DELETE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nternaluser/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표 7-7 내부 사용자 삭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내부 사용자 삭제 

개요 DELETE  
/ers/config/internaluser/{internaluser-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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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용자 삭제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엔드포인트용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용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엔드포인트 가져오기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든 API 가져오기는 필터에서 지정된 사용자 관련 엔드포인트를 검색하기 위
해서만 작동합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7-8 엔드포인트에 사용 가능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엔드포인트 가
져오기

GET /ers/config/endpoint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엔드포인트 가져오기 GET /ers/config/endpoint/{id1 }

1. 엔드포인트 ID는 Cisco IS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UUID 유형입니다.

해당 없음

엔드포인트 생성 POST /ers/config/endpoint/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PUT /ers/config/endpoint/{id}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삭제 DELETE /ers/config/endpoint/{id} 해당 없음

엔드포인트 등록 PUT2

2. 엔드포인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등록됩니다. 엔드포인트가 없는 경우, 먼저 생성된 다음 등록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반환 상태는 204입니다.

/ers/config/endpoint/register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PUT /ers/config/endpoint/{id}/deregister 해당 없음

엔드포인트 리소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endpoint/version 해당 없음

표 7-9 모든 엔드포인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내부 사용자와 관련된 엔드포인트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endpoint/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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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엔드포인트 가져오기 API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filter=userid.EQ.12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모든 엔드포인트 가져오기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resources>
<resource name=name1" id="id1">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id1"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name2" id="id2">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id2"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

ID별로 엔드포인트 가져오기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ID별로 엔드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읽기 API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표 7-10 엔드포인트 읽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검색 

개요 GET /ers/config/endpoint/{endpoint-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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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읽기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endpoint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group>group</group>
    <groupId>groupId</groupId>
    <identityStore>identityStore</identityStore>
    <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
    <mac>00:01:02:03:04:05</mac>
    <portalUser>portalUser</portalUser>
    <profile>profile</profile>
    <profileId>profileId</profileId>
    <staticGroupAssignment>true</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false</staticProfileAssignment>
</ns3:endpoint>
}

엔드포인트 생성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
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생성 API의 샘플 요청 

POS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endpoint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group>group</group>
    <groupId>groupId</groupId>
    <identityStore>identityStore</identityStore>
    <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
    <mac>00:01:02:03:04:05</mac>
    <portalUser>portalUser</portalUser>

표 7-11 엔드포인트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생성 

개요 POST /ers/config/endpoint/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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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profile</profile>
    <profileId>profileId</profileId>
    <staticGroupAssignment>true</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false</staticProfileAssignment>
</ns3:endpoint>
}

엔드포인트 생성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1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Location: https://cisco.com/ers/config/endpoint/444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API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endpoint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description="updated" 
name="Endpoint">
    <mac>AA:AA:AA:AA:AA:AA</mac>
    <staticGroupAssignment>false</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false</staticProfileAssignment>
</ns2:endpoint>}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updatedfields.1.0+xml
Content-Length: 529
{

표 7-12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개요 PUT /ers/config/endpoint/{endpoint-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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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updatedFields xmlns:ns2="ers.ise.cisco.com">
<updatedField field="mac">
  <newValue>AA:AA:AA:AA:AA:AA</newValue>
  <oldValue>BB:BB:BB:BB:BB:BB</oldValue>
 </updatedField>
 <updatedField field="staticGroupAssignment">
  <newValue>false</newValue>
  <oldValue>true</oldValue>
 </updatedField>
<updatedField field="staticProfileAssignment">
  <newValue>false</newValue>
  <oldValue>true</oldValue>
 </updatedField>
</ns2:updatedFields>
}

엔드포인트 삭제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삭제 API의 샘플 요청 

DELETE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엔드포인트 삭제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엔드포인트 등록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엔드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가 아직 없
는 경우 생성됩니다. GUI 등록 흐름과 유사하게 엔드포인트는 등록된 디바이스 그룹에 정적으로 
할당되며 포털 사용자 및 ID 저장소가 콘텐츠에 지정된 대로 설정됩니다.

표 7-13 엔드포인트 삭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삭제

개요 DELETE /ers/config/endpoint/{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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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등록 API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register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endpoint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group>group</group>
    <groupId>groupId</groupId>
    <identityStore>identityStore</identityStore>
    <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
    <mac>00:01:02:03:04:05</mac>
    <portalUser>portalUser</portalUser>
    <profile>profile</profile>
    <profileId>profileId</profileId>
    <staticGroupAssignment>true</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false</staticProfileAssignment>
</ns3:endpoint>
}

엔드포인트 등록 API의 샘플 응답
HTTP/1.1 204 No Content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엔드포인트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예상되
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7-14 엔드포인트 등록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등록 

개요 PUT /ers/config/endpoint/register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응답 상태 202, 400, 401, 403, 404, 415, 429, 500

표 7-15 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개요 PUT  /ers/config/endpoint/{id}/de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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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API 호출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123/deregister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1.0+xml

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4 No Content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실행 시작
대량 실행을 통해 단일 요청으로 최대 500개의 동일한 유형의 CRUD 작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올바른 경우, 서버는 LOCATION 응답 헤더에서 대량 상태 가져오기 작업을 사용하여 대량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대량 식별자 및 상태 코드 202 (ACCEPTED)를 반환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량 작업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량 실행이 계속 수행되는 동안 대량 요청
이 게시된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이후에 다시 시도할지 묻는 해당하는 설명 메시지와 함께 응
답 상태 503 (Service Unavailable)을 반환합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실행 시작 API 호출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bulk HTTP/1.1
Host: {some-ise-node-ip}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endpointbulkrequest.1.0+xml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2, 400, 401, 403, 404, 415, 429, 500

표 7-15 엔드포인트 등록 해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 (계속)

표 7-16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실행 시작의 주요 특성

설명 실행 시작

개요 PUT /ers/config/endpoint/bulk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BulkRequest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2,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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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용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
<ns3:endpointBulkRequest
resourceMediaType = "vnd.com.cisco.ise.ers.identity.endpoint.1.0+xml" operationType = 
"create"
xmlns:ns2 = "ers.ise.cisco.com"
xmlns:ns3 = "identity.ers.ise.cisco.com">
<resourcesList> <resource
xsi:type = "ns3:ersEndPoint"
description = "created by bulk request"
xmlns:xsi = "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mac>11:22:33:44:55:66</mac> 
<staticGroupAssignment>false</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false</staticProfileAssignment>
</resource>
. . .
<resource
xsi:type = "ns3:ersEndPoint"
description = "created by bulk request"
xmlns:xsi = "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group>Profiled</group> 
<groupId>804f5350-7808-11e2-bdd0-0050568e01f0</groupId> <identityStore></identityStore> 
<identityStoreId></identityStoreId> <mac>11:22:33:44:55:77</mac>
<portalUser></portalUser>
<profile>Apple-iPod</profile> <profileId>b8128870-7808-11e2-bdd0-0050568e01f0</profileId> 
<staticGroupAssignment>true</staticGroupAssignment> 
<staticProfileAssignment>true</staticProfileAssignment>
</resource> </resourcesList>
</ns3:endpointBulkRequest>
}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실행 시작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2 ACCEPTED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Location: https://ise-node-ip:9060/ers/config/endpoint/123443545334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상태 가져오기
대량 실행 요청이 유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기타 대량 작업이 없는 경우, 서버가 LOCATION 응답 
헤더의 고유한 대량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이 ID를 사용하여 대량 상태를 추적하십시오. 상태 보
고서는 작업 시작 후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7-17 대량 상태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대량 실행 진행 상태 모니터링

개요 GET /ers/config/endpoint/bulk/{bulk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BulkStatus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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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 인증서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상태 가져오기 예시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bulk/53454354534 HTTP/1.1
    Host: {some-ise-node-ip}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bulkStatus.1.0+xml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bulkStatus.1.0+xml Content-Length: 16347
{
<ns2:bulkStatus
           xmlns:ns2 = "ers.ise.cisco.com"
           successCount = "750"
           startTime = "Thu Mar 07 17:17:35 IST 2013"
           resourcesCount = "750"
           operationType = "create"
           mediaType =
    "vnd.com.cisco.ise.ers.identity.endpoint.1.0+xml"
           failCount = "0"
           executionStatus = "COMPLETED"
           bulkId = "1362669455284">
           <resourcesStatus>
                  <resourceStatus status = "SUCCUESS"
                         description = "created by bulk request"

                         id = "23d068d0-873a-11e2-bad4-00215edbb2a8”  />
. . . .
                  <resourceStatus
                         status = "SUCCUESS"
                         description = "created by bulk request"
                         id = "23cfa580-873a-11e2-bad4-00215edbb2a8"/>
           </resourcesStatus>
    </ns2:bulkStatus>
}
}

엔드포인트 인증서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 인증서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7-18 엔드포인트 인증서에 사용 가능한 ERS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엔드포인트 인증서 
생성

POST /ers/config/endpointcert/
certRequest/

ZIP 파일을 나
타내는 8진수 
스트림

인증서 리소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endpointcert 
/version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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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 인증서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 인증서 생성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 인증서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인증서 생성 API 호출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ers/config/endpointcert/certRequest
HTTP Content-Type header:
application/vnd.com.cisco.ise.ca.endpointcert.1.0+xml; charset=utf-8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endpointcert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ca.ers.ise.cisco.com">
    <certTemplateName>Certificate_Template_Name</certTemplateName>
    <certificateRequest>
        <entry>
            <key>san</key>
            <value>11-22-33-44-55-66</value>
        </entry>
        <entry>
            <key>cn</key>
            <value>userName [or] machineName</value>
        </entry>
    </certificateRequest>
    <format>PKCS8 [or] PKCS8_CHAIN [or] PKCS12 [or] PKCS12_CHAIN</format>
    <password>password</password>
</ns3:endpointcert>

엔드포인트 인증서 생성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 Status: 200 (OK)
Content:
[Response is returned as an Octet Stream representing a ZIP file.]

표 7-19 엔드포인트 ID 그룹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엔드포인트 인증서 생성

개요 POST /ers/config/endpointcert/certRequest/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인증서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Location

응답 메시지 본문 ZIP 파일을 나타내는 8진수 스트림

응답 상태 201, 400, 401, 403,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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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모든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group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group.1.0+xml

모든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표 7-20 엔드포인트 ID 그룹에 사용 가능한 ERS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엔드포인트 그룹 
가져오기

GET /ers/config/endpointgroup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엔드포인트 그룹 가져
오기

GET /ers/config/endpointgroup
/{id1 }

1. 엔드포인트 그룹 ID는 Cisco IS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UUID 유형입니다.

해당 없음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 POST /ers/config/endpointgroup/ Endpointgroup

엔드포인트 그룹 업데
이트

PUT /ers/config/endpointgroup/
{id}

Endpointgroup

엔드포인트 그룹 삭제 DELETE /ers/config/endpointgroup/
{id}

해당 없음

IdentityGroup 리소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 endpointgroup 
/version

해당 없음

표 7-21 모든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엔드포인트 그룹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endpoint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asc, sortdsc,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응답 상태 202,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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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resources>
  <resource name="name1" id="id1" description="description1">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group/id1"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name2" id="id2" description="description2">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group/id2"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

ID별로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ID별로 엔드포인트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ID 그룹 읽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group.1.0+xml

엔드포인트 ID 그룹 읽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group.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endpointgroup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systemDefined>true</systemDefined>
</ns3:endpointgroup>
}

표 7-22 엔드포인트 ID 그룹 읽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그룹 검색

개요 GET /ers/config/endpoint/{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7-19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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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 ID 그룹 생성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 ID 그룹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ID 그룹 생성 API 호출의 샘플 요청
POS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group.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endpointgroup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systemDefined>true</systemDefined>
</ns3:endpointgroup>
}

엔드포인트 ID 그룹 생성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1 OK  (see the location header for the new endpoint ID)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Location: https://cisco.com/ers/config/endpointgroup/444

엔드포인트 ID 그룹 업데이트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 ID 그룹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7-23 엔드포인트 ID 그룹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

개요 POST /ers/config/endpoint/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그룹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Location

응답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그룹

응답 상태 201, 400, 401, 403, 415, 429, 500

표 7-24 엔드포인트 ID 그룹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그룹 업데이트

개요 PUT /ers/config/endpoint/{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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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 ID 그룹 업데이트 API 호출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 endpoint /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group.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endpointgroup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description="updated" id="0" 
name="Group">
    <systemDefined>false</systemDefined>
</ns2:endpointgroup>
}

엔드포인트 ID 그룹 업데이트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updatedfields.1.0+xml
Content-Length: 529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updatedFields xmlns:ns2="ers.ise.cisco.com">
 <updatedField field="description">
  <newValue>updated</newValue>
  <oldValue>Group</oldValue>
 </updatedField>
</ns2:updatedFields>
}

엔드포인트 ID 그룹 삭제
다음 표에는 엔드포인트 ID 삭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표 7-24 엔드포인트 ID 그룹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 (계속)

표 7-25 엔드포인트 ID 그룹 삭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엔드포인트 그룹 삭제

개요 DELETE /ers/config/endpointgroup/{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NA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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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ID 그룹 삭제 API 호출의 샘플 요청
DELETE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endpoint/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endpointgroup.1.0+xml

엔드포인트 ID 그룹 삭제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ID 그룹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ID 그룹 검색
이 API 호출을 사용하여 Cisco ISE에서 모든 ID 그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7-26 ID 그룹에 사용 가능한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ID 그룹 가져오기 GET /ers/config/identitygroup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ID별로 ID 그룹 가져오기 GET ers/config/identitygroup/
{id}

해당 없음

IdentityGroup 리소스 버
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identitygroup/
version

해당 없음

표 7-27 모든 ID 그룹 검색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ID 그룹 리소스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identitygroup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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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D 그룹 검색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dentitygroup?page=0&size=20&sortacs=nam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dentitygroup.1.0+xml

모든 ID 그룹 검색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resources>

<resource name="name1" id="id1" description="description1">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dentitygroup/id1"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name2" id="id2" description="description2">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dentitygroup/id2"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

ID별로 ID 그룹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ID별로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D별로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identitygroup/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dentitygroup.1.0+xml

표 7-28 엔드포인트 ID 그룹 읽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ID 그룹 검색

개요 GET /ers/config/identitygroup/{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엔드포인트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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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별로 ID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identitygroup name="name" id="id" description="description"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parent>parent</parent>
</ns3:identitygroup>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7-29 지원되는 시나리오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특정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GET /ers/config/guestuser/{id} 해당 없음

모든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GET /ers/config/guestuser/ 해당 없음

게스트 사용자 생성 POST /ers/config/guestuser / 게스트 사용
자 정보
(XML)

게스트 사용자 업데이트 PUT /ers/config/guestuser/{id} 부분 또는 전
체 게스트 사
용자 정보
(XML)

게스트 사용자 삭제 DELETE /ers/config/guestuser/{id} 해당 없음

게스트 사용자 일시 중단 PUT /ers/config/guestuser/suspend/{id} 사유

게스트 사용자 복구 PUT /ers/config/guestuser/reinstate/{id} 해당 없음

이메일 전송 PUT /ers/config/guestuser/email/{id}/
portalId/{portalId}

senderEmail

SMS 전송 PUT /ers/config/guestuser/sms/{id}/portalId
/{portalId}

해당 없음

게스트 사용자 승인 PUT /ers/config/guestuser/approve/{id} 해당 없음

게스트 사용자 거부 PUT /ers/config/guestuser/deny/{id} 해당 없음

비밀번호 재설정 PUT /ers/config/guestuser/resetpassword/
{id}

해당 없음

대량 실행 시작 PUT /ers/config/ guestuser/bulk BulkRequest

대량 상태 가져오기 GET /ers/config/ guestuser/bulk/{bulkId} 해당 없음

후원자 비밀번호 변경 PUT /ers/config/guestuser/changeSponsor
Password/{portalId}

operationAd
ditionalData

모든 포털 가져오기 GET /ers/config/portal 해당 없음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GET /ers/config/portal/{id} 해당 없음

게스트 API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guestuser/versioninfo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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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Type 및 Accept 헤더
각 게스트 계정 요청은 다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각 대량 실행 요청은 다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GET 작업을 사용하여 게스트의 사용자 이름 또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ID를 사용하여 ISE 데이
터베이스에서 특정 게스트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예시

• ID별로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예시, 7-25페이지

• "ilucky"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 기준 필터링 예시, 7-26페이지

• "ilucky"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 및 "J"로 시작하는 성 기준 필터링 예시, 7-27페이지

• "John" 이름 기준 필터링 및 사용자 이름 기준 정렬 예시, 7-28페이지

• curl을 사용하는 게스트 사용자 요청 및 응답 예시, 7-28페이지

ID별로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예시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3333

Content-Type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ccept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uthorization - Basic xxxxxxxxxxxxxxxxxxx

표 7-30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검색

개요 GET /ers/config/guestuser/{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Guest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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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xml version="1.0" encoding="UTF-8"?>
<ns3:guestuser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name="fzvhervocnz" id="af827350-1f0f-11e4-b961-005056103001">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10.0.10.130:9060/ers/config/guestuser/3333" 
rel="self"/>
 <customFields/>
 <guestAccessInfo>

  <fromDate>08/08/2014 오전 8:21</fromDate>
  <toDate>08/09/2014 오전 8:21</toDate>
  <validDays>1</validDays>
 </guestAccessInfo>
 <guestInfo>
  <company>Cisco</company>
  <creationTime>08/08/2014 08:21</creationTime>
  <emailAddress>doe@example.com</emailAddress>
  <enabled>true</enabled>
  <firstName>John</firstName>
  <lastName>Doe</lastName>
  <notificationLanguage>English</notificationLanguage>
  <password>12345</password>
  <phoneNumber>9999998877</phoneNumber>
  <smsServiceProvider>ATT</smsServiceProvider>
  <userName>Guest1</userName>
 </guestInfo>
 <guestType>Daily (default)</guestType>
 <personBeingVisited>sponsor@example.com</personBeingVisited>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sponsorUserName>SponsoredUser1</sponsorUserName>
 <status>Awaiting Initial Login</status>
</ns3:guestuser>

관련 주제

API의 비밀번호 가시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스트 비밀번호, 6-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ilucky"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 기준 필터링 예시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filter=userName.STARTSW.ilucky

응답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8">
    <resources>
        <resource name="ilucky101" id="a0957160-6224-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a0957160-6224-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102" id="e14f4460-6224-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e14f4460-6224-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201" id="123581f0-6227-11e3-9bc2-000c2932c7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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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23581f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301" id="154f933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54f933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401" id="172c698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72c698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501" id="19631fa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9631fa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601" id="1b44b0e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b44b0e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602" id="2e1ac60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2e1ac60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ilucky"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 및 "J"로 시작하는 성 기준 필터링 예시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filter=userName.STARTSW.ilucky&filter=
lastName.STARTSW.j

응답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8">
    <resources>
        <resource name="ilucky101" id="a0957160-6224-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a0957160-6224-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102" id="e14f4460-6224-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e14f4460-6224-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201" id="123581f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23581f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301" id="154f9330-6227-11e3-9bc2-000c2932c7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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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54f933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401" id="172c698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72c698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501" id="19631fa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9631fa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601" id="1b44b0e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b44b0e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ilucky602" id="2e1ac600-6227-11e3-9bc2-000c2932c73c">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2e1ac600-6227-11e3-9bc2-000c2932c73
c"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John" 이름 기준 필터링 및 사용자 이름 기준 정렬 예시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page=0&size=10&sortdsc=name&filter=fir
stName.eq.john

응답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2">
    <resources>
        <resource name="jdoe0002" id="886f5b40-5ece-11e3-8faf-000c29c56fc6">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886f5b40-5ece-11e3-8faf-000c29c56fc
6"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jdoe0001" id="79e5a5a0-5df9-11e3-84f5-000c29c56fc6">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79e5a5a0-5df9-11e3-84f5-000c29c56fc
6"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curl을 사용하는 게스트 사용자 요청 및 응답 예시

다음의 예시는 curl Linux 명령을 사용하여 ISE에 전송된 게스트 사용자를 ID별로 가져오기 위한 
요청과 응답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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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명령
$ curl -v -k -H 'ACCEPT: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https://username:password@<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user1
* About to connect() to <ISE-ADMIN-NODE> port 9060
*   Trying 111.11.11.111... * connected
* Connected to <ISE-ADMIN-NODE> (<ISE-ADMin-NODE-IP>) port 9060
* successfully set certificate verify locations:
*   CAfile: /usr/share/ssl/certs/ca-bundle.crt
  CApath: none
* SSL connection using DHE-RSA-AES256-SHA
* Server certificate:
*        subject: /CN=<ISE-ADMIN-NODE>
*        start date: 2013-11-26 00:56:55 GMT
*        expire date: 2014-11-26 00:56:55 GMT
*        common name: <ISE-ADMIN-NODE> 
*        issuer: /CN=<ISE-ADMIN-NODE>
* Server auth using Basic with user 'username'

ID별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요청
> GET /ers/config/guestuser/444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
User-Agent: curl/7.12.1 (i386-redhat-linux-gnu) libcurl/7.12.1 OpenSSL/0.9.7a zlib/1.2.1.2 
libidn/0.5.6
Host: <ISE-ADMIN-NODE>:9060
Pragma: no-cache
ACCEPT: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응답
< HTTP/1.1 200 OK
< Pragma: No-cache
< Cache-Control: no-cache
< Expires: Wed, 31 Dec 1969 16:00:00 PST
< Set-Cookie: JSESSIONIDSSO=0FCBC2621A0897193FE3105B3FBA8F16; Path=/; Secure
< Set-Cookie: JSESSIONID=5B6092B3FCCE047F7282C52592FAFC7A; Path=/ers; Secure
< Date: Thu, 02 Jan 2014 23:01:59 GMT
<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 Content-Length: 1162
< Server: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guestuser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name="user1" id="b4bdf2b0-73e1-11e3-8cdf-000c29c56fc6">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444" 
rel="self"/>
<guestAccessInfo>

<fromDate>08/06/2014 오후 11:26</fromDate>
<toDate>08/07/2014 오후 11:26</toDate>
<validDays>1</validDays>
</guestAccessInfo>
<guestInfo>
<company>New Company</company>
<emailAddress>john@example.com</emailAddress>
<firstName>John</firstName>
<lastName>Doe</lastName>
<notificationLanguage>English</notificationLanguage>
<phoneNumber>9999998877</phoneNumber>
<smsServiceProvider>Global Default</smsServiceProvider>
<userName>user1</userName>
</guestInfo>
<guestType>Daily (default)</guestType>
<personBeingVisited>sponsor@example.com</personBeingVisited>
<portalId>ff2d99e0-2101-11e4-b5cf-005056bf2f0a</portalId>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ns3:gues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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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API의 비밀번호 가시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스트 비밀번호, 6-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모든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
GET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게스트 사용자를 검색하고 이름,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응답에는 게스트의 사용자 이름, 
ID 및 전체를 표시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제

필터링 매개변수, 6-9페이지

모든 예시 가져오기

다음 예시에서 GET 작업은 ilu로 시작하는 사용자 이름과 b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닌 모든 게스트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page=0&size=10&sortasc=name&filter=nam
e.STARTSW.ilu&filter=firstName.STARTSW.b

Content-Type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ccept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uthorization - Basic xxxxxxxxxxxxxxxxxxx

응답
HTTP/1.1 200 OK;

Date:Sat, 15 Dec 2012 오후 9:55:05 GMT;
Content-Length:1439;
Content-Type: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6">
  <resources>
    <ns2:resource name="ilucky01" id="61dc9060-46a1-11e2-b141-000c290fcf9a">

표 7-31 모든 게스트 사용자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게스트 사용자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guestuser/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asc, sortdsc,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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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61dc9060-46a1-11e2-b141-000c290fc
f9a" rel="self"/>
    </ns2:resource>
    <ns2:resource name="ilucky02" id="3f43bb40-468e-11e2-8f92-000c290fcf9a">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3f43bb40-468e-11e2-8f92-000c290fc
f9a" rel="self"/>
    </ns2:resource>
    <ns2:resource name="ilucky03" id="6c65d6d0-468e-11e2-8f92-000c290fcf9a">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6c65d6d0-468e-11e2-8f92-000c290fc
f9a" rel="self"/>
    </ns2:resource>
    <ns2:resource name="ilucky04" id="6948bdb0-46a1-11e2-b141-000c290fcf9a">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6948bdb0-46a1-11e2-b141-000c290fc
f9a" rel="self"/>
    </ns2:resource>
    <ns2:resource name="ilucky05" id="abbb6440-46a1-11e2-b141-000c290fcf9a">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abbb6440-46a1-11e2-b141-000c290fc
f9a" rel="self"/>
    </ns2:resource>
    <ns2:resource name="ilucky06" id="4d9a1530-46fd-11e2-b70b-000c290fcf9a">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4d9a1530-46fd-11e2-b70b-000c290fc
f9a" rel="self"/>
    </ns2: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게스트 사용자 생성
POST 작업을 사용하여 게스트가 게스트 흐름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려면 guestType이 필요합니다.

게스트 사용자 XML 구조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guestuser name="guestUser" id="123456789" description="ERS Example user "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customFields>

표 7-32 게스트 사용자 생성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내부 사용자 생성

개요 POST  /ers/config/guestuser/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GuestUser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Location

응답 메시지 본문 Guest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1, 400, 401, 403,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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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key>some key</key>
            <value>some value</value>
        </entry>
        <entry>
            <key>another key</key>
            <value>and its value</value>
        </entry>
    </customFields>
    <guestInfo>
        <emailAddress>email@some.uri.com</emailAddress>
        <enabled>true</enabled>
        <password>asdlkj324ew</password>
        <phoneNumber>3211239034</phoneNumber>
        <smsServiceProvider>GLobal Default</smsServiceProvider>
        <userName>DS3ewdsa34wWE</userName>
    </guestInfo>
    <guestType>Contractor</guestType>
    <portalId>23423432523</portalId>
    <sponsorUserName>Mr Spons</sponsorUserName>
</ns3:guestuser>

게스트 사용자 생성 예시

요청 
POS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 

Content-Type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ccept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uthorization - Basic xxxxxxxxxxxxxxxxxxx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guestuser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guestAccessInfo>
        <fromDate>08/08/2014 08:15</fromDate>
        <toDate>08/09/2014 08:15</toDate>
        <validDays>1</validDays>
    </guestAccessInfo>
    <guestInfo>
        <company>New Company</company>
        <emailAddress>doe@example.com</emailAddress>
        <firstName>John</firstName>
        <lastName>Doe</lastName>
        <notificationLanguage>English</notificationLanguage>
        <phoneNumber>9999998877</phoneNumber>
        <smsServiceProvider>Global Default</smsServiceProvider>
        <userName>guestuser1</userName>
    </guestInfo>
    <guestType>Daily (default)</guestType>
    <personBeingVisited>sponsor@example.com</personBeingVisited>
    <portalId>ff2d99e0-2101-11e4-b5cf-005056bf2f0a</portalId>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ns2:guestuser>

응답 
HTTP/1.1 201 Created;
Date:Sat, 15 Dec 2012 21:20:51 GMT;
Content-Length:0;
Location:https://<ISE-ADMIN-NODE>/ers/config/guestuser/e1bb8290-6ccb-11e3-8cdf-000c29c56f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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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Cookie:JSESSIONID=28CF43F1ACCC7448BED7255DC7B787EE; Path=/ers; 
Secure;JSESSIONIDSSO=DB6D6900088D1863CA84863570392E4C; Path=/; Secure;
Content-Type:application/xml;

관련 주제

API의 비밀번호 가시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스트 비밀번호, 6-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게스트 사용자 업데이트
PUT 작업을 사용하는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의 게스트 사용자 특성을 변경하는 기능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또는 부분 업데이트는 게스트 사용자의 특성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업데이트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name/ilucky101

Content-Type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ccept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uthorization - Basic xxxxxxxxxxxxxxxxxxx

<?xml version="1.0" encoding="UTF-8"?>
<ns2:guestuser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portalId>ff2d99e0-2101-11e4-b5cf-005056bf2f0a</portalId>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ns2:guestuser>

응답
Status:200 OK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updatedFields xmlns:ns2="ers.ise.cisco.com">
 <updatedField field="ReasonForVisit">
  <newValue>Interview</newValue>
  <oldValue>no reason</oldValue>
 </updatedField>
 <updatedField field="validDays">
  <newValue>0</newValue>
  <oldValue>1</oldValue>
 </updatedField>
</ns2:updatedFields>

표 7-33 게스트 사용자 업데이트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업데이트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GuestUser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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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사용자 삭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ID를 사용하여 ISE 데이터베이스에서 게스트 사용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시도 중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 사용자 삭제 예시

요청
DELETE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3333

Content-Type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ccept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Authorization - Basic xxxxxxxxxxxxxxxxxxx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게스트 사용자 일시 중단
PUT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게스트 사용자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시도 중에 로
그인할 수 없습니다. 일시 중단 사유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유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표 7-34 게스트 사용자 삭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삭제

개요 DELETE  /ers/config/guestuser/{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500

표 7-35 게스트 사용자 일시 중단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일시 중단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suspend/{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사유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Guest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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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별로 게스트 사용자 일시 중단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suspend/3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Content-Type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ns3:operationAdditionalData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xmlns:ns3="ers.ise.cisco.com">
    <requestAdditionalAttributes>
        <additionalAttribute name="reason" value="AUP not accepted"/>
    </requestAdditionalAttributes>
</ns3:operationAdditionalData>

응답
HTTP/1.1 204 No Content 
Sat, 15 Dec 2012 10:14:38 GMT

게스트 사용자 복구
PUT 작업을 사용하여 일시 중단된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사용자 복구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reinstate/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2 10:20:48 GMT

표 7-36 게스트 사용자 복구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복구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reinstate/{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Guest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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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PUT 작업을 사용하여 게스트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에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
면 SMTP 서버를 Cisco ISE에 구성해야 합니다.

포털 컨피그레이션이 이메일 본문 및 제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 요청에는 포털 ID가 필
요합니다.

게스트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email/4444/portalId/ff2d99e0-2101-11e4-
b5cf-005056bf2f0a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ns3:operationAdditionalData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xmlns:ns3="ers.ise.cisco.com">
       <requestAdditionalAttributes>
           <additionalAttribute name="senderEmail" value="sender Email"/>
       </requestAdditionalAttributes>
</ns3:operationAdditionalData>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2 10:20:48 GMT

게스트 사용자에게 SMS 문자 메시지 전송
PUT 작업을 사용하여 게스트 사용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
면 SMTP 서버를 Cisco ISE에 구성해야 합니다.

포털 컨피그레이션이 텍스트 본문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 요청에는 포털 ID가 필요합니다.

표 7-37 게스트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email/{id}/portalId/

{portal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senderEmail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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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전송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sms/444/portalId/ff2d99e0-2101-11e4-b5c
f-005056bf2f0a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2 10:20:48 GMT

게스트 사용자 승인
이 작업을 통해 게스트 사용자 계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게스트 계정 ID를 사용해
야 합니다.

표 7-38 게스트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에게 SMS 전송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sms/{id}/portalId/

{portal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4, 400, 401, 403, 404, 415, 500

표 7-39 API 버전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승인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approve/{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API 버전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7-37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PI 참조 가이드, 릴리스 1.4

OL-26134-01



 

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게스트 사용자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게스트 사용자 승인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approve/3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2 10:20:48 GMT

게스트 사용자 계정에 대한 승인 거부
이 작업을 통해 게스트 사용자 계정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게스트 계정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게스트 사용자의 승인 거부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deny/7777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2 10:20:48 GMT

게스트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
이 작업을 통해 게스트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게스트 계
정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새로 생성한 비밀번호를 반환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표 7-40 API 버전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 거부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deny/{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API 버전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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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설정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resetpassword/7777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4 10:20:48 GMT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operation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attributesList>
        <attribute value="DdsAASDs%$##@ssds12" name="password"/>
    </attributesList>
</ns2:operationResult>

게스트 사용자의 대량 실행 시작
대량 요청을 통해 최대 500개의 단일 요청 작업(또는 ID별로 5000개의 작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올바른 경우, 서버는 LOCATION 응답 헤더에서 대량 상태 가져오기 작업을 사용하여 대량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대량 식별자 및 상태 코드 202 (ACCEPTED)를 반환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량 작업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량 실행이 계속 수행되는 동안 대량 요청
이 게시된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이후에 다시 시도할지 묻는 해당하는 설명 메시지와 함께 응
답 상태 503 (Service Unavailable)을 반환합니다.

표 7-41 API 버전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게스트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설정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resetpassword/{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새 비밀번호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표 7-42 대량 실행 시작의 주요 특성

설명 실행 시작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bulk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BulkRequest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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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대량 생성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bulk
Authorization: Basic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bulkRequest xsi:type="ns2:guestUserBulkRequest"
                resourceMediaType="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1.0+xml"
                operationType="create"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xmlns:ns3="ers.ise.cisco.com">
<resourcesList>
<resource xsi:type="ns2:GuestUser" description="created by bulk">
<portalId>6ab68890-d0f1-11e3-a1d5-005056bf4687</portalId>
<guestAccesstInfo>

<groupTag>group</groupTag>
<validDays>2</validDays>
<location>London</location>
<ssid>guest_ssid</ssid>

</guestAccesstInfo>
<guestInfo>
        <company>new company</company>
        <emailAddress>joe@example.com</emailAddress>
        <enabled>true</enabled>
        <firstName>John</firstName>
        <lastName>Doe</lastName>
        <phoneNumber>6033203311</phoneNumber>
        <userName>lucky7</userName>
        <password>1234</password>
        <notificationLanguage>English</notificationLanguage>
        <smsServiceProvider>ATT</smsServiceProvider>
    </guestInfo>
  <guestType>DAILY</guestType>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personBeingVisited>sponsor@cisco.com</personBeingVisited>

</resource>

...

<resource xsi:type="ns2:GuestUser" description="created by bulk">
<portalId>6ab68890-d0f1-11e3-a1d5-005056bf4687</portalId>
<guestAccesstInfo>

<groupTag>group</groupTag>
<validDays>3</validDays>
<location>London</location>
<ssid>guest_ssid</ssid>

</guestAccesstInfo>
    <guestInfo>
        <company>new company</company>
        <emailAddress>mary@example.com</emailAddress>
        <enabled>true</enabled>
        <firstName>Mary</firstName>
        <lastName>Sue</lastName>
        <phoneNumber>6039990000</phoneNumber>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2, 400, 401, 403, 404, 415, 500

표 7-42 대량 실행 시작의 주요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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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lucky13</userName>
        <password>1234</password>
        <notificationLanguage>English</notificationLanguage>
        <smsServiceProvider>ATT</smsServiceProvider>
    </guestInfo>
  <guestType>DAILY</guestType>
  <reasonForVisit>interview</reasonForVisit>
  <personBeingVisited>sponsor@cisco.com</personBeingVisited>

</resource>
</resourcesList>

</ns3:bulkRequest>

응답
HTTP/1.1 202 ACCEPTED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Location: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123443545334

관련 주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량 상태 가져오기, 7-15페이지

게스트 사용자의 대량 상태 가져오기
대량 실행 요청이 유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기타 대량 작업이 없는 경우, 서버가 LOCATION 응답 
헤더의 고유한 대량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이 ID를 사용하여 대량 상태를 추적하십시오. 상태 보
고서는 작업 시작 후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사용자의 대량 상태 가져오기 예시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bulk/53454354534 HTTP/1.1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bulkrequest.1.0+xml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Mar 07 18:17:35 IST 2013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guestuserbulkrequest.1.0+xml 
Content-Length: 16347
{
<ns2:bulkStatus

표 7-43 대량 상태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대량 실행 진행 상태 모니터링

개요 GET /ers/config/guestuser/bulk/{bulk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BulkStatus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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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s:ns2 = "ers.ise.cisco.com"
successCount = "50"
startTime = "Thu Mar 07 17:17:35 IST 2013"
resourcesCount = "50"
operationType = "create"
resourceMediaType = "vnd.com.cisco.ise.ers.identity.guestuser.1.0+xml"
failCount = "0"
executionStatus = "COMPLETED"
bulkId = "53454354534">

<resourcesStatus>
<resourceStatus
status = "SUCCUESS"
description = "created by bulk request"
id = "23d068d0-873a-11e2-bad4-00215edbb2a8"/>

...

<resourceStatus
status = "SUCCUESS"
description = "created by bulk request"
id = "23cfa580-873a-11e2-bad4-00215edbb2a8"/>

</resourcesStatus>
</ns2:bulkStatus>
}

후원자 비밀번호 변경
이 작업을 통해 현재 로그인한 후원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포털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후원자 비밀번호 변경 예시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guestuser/changeSponsorPassword/88888
    Host: cisco.com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guestuser.2.0+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표 7-44 API 버전 가져오기의 주요 특성

설명 로그인 후원자의 비밀번호 업데이트

개요 PUT 
/ers/config/guestuser/changeSponsorPassword/
{portal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API 버전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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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3:operationAdditionalData xmlns:ns2="identity.ers.ise.cisco.com" 
xmlns:ns3="ers.ise.cisco.com">
    <requestAdditionalAttributes>
        <additionalAttribute name="newPassword" value="Cisco1234"/>
        <additionalAttribute name="currentPassword" value="Autom8me"/>
    </requestAdditionalAttributes>
</ns3:operationAdditionalData>

응답
HTTP/1.1 204 OK 
Date: Sat, 15 Dec 2012 10:20:48 GMT

포털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포털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털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모든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털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ortal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portal.1.0+xml

표 7-45 포털에 사용 가능한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포털 가져오기 GET /ers/config/portal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GET /ers/config/portal/{id} 해당 없음

표 7-46 모든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포털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portal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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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포털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resources>
            <resource name="portal1" id="id1">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ortal/id1"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portal2" id="id2">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ortal/id2"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ortal/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portal.1.0+xml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portal.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portal name="sponsor" id="d7b703f0-b073-11e3-bd6c- 005056a15fa7"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표 7-47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포털 검색

개요 GET /ers/config/portal/{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포털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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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ortal/333" rel="self"/>
    <allowSponsorToChangeOwnPassword>false</allowSponsorToChangeOwnPassword>
        <GuestUserFieldList>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DROPDOWN</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sms_provider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SMS Service Provider</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TEXT</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company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Company</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TEXT</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first_name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First name</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TEXT</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reason_visit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Reason for visit</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true</customType>
    <dataType>TEXT</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ssn-number_text_label</dictionaryLabelKey>
                <instructionText>social </instructionText>
                <labelName>ssn-number</labelName>
                <required>fals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PHONE</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phone_number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Phone number</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EMAIL</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person_visited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Person being visited</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EMAIL</dataType>
    <dictionaryLabelKey>ui_email_address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Email address</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
                <customType>false</customType>
                <dataType>TEXT</data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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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LabelKey>ui_last_name_label</dictionaryLabelKey>
                <labelName>Last name</labelName>

<required>true</required>
        </GuestUserField>
    </GuestUserFieldList>
</ns3:portal>
}

프로파일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프로파일을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파일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모든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파일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rofilerprofil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profilerprofile.1.0+xml

표 7-48 포털에 사용 가능한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프로파일 가져오기 GET /ers/config/profilerprofile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ID별로 프로파일 가져
오기

GET /ers/config/profilerprofile/{id} 해당 없음

표 7-49 모든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프로파일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profilerprofile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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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파일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4 23:59:59 GMT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nextPage type="application/xml" href="link-to-next-page" rel="next"/>
    <previousPage type="application/xml" href="link-to-previous-page" rel="previous"/>
    <resources>
        <resource name="name1" id="id1" description="description1"/>
        <resource name="name2" id="id2" description="description2"/>
    </resources>
</ns2:searchResult>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ID별로 프로파일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profilerprofile/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profilerprofile.1.0+xml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4 23:59:59 GMT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profilerprofile name="name" id="id" description="description"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identity.ers.ise.cisco.com"/

표 7-50 ID별로 포털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프로파일 검색

개요 GET /ers/config/profilerprofile/{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프로파일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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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page=1&size=20&sortacs=nam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표 7-51 포털에 사용 가능한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GET /ers/config/networkdevice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
오기

GET /ers/config/networkdevice
/{id}

해당 없음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POST /ers/config/networkdevice networkde
vice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
이트

PUT /ers/config/networkdevice
/{id}

networkde
vice

네트워크 디바이스 삭제 DELETE /ers/config/networkdevice
/{id}

해당 없음

네트워크 디바이스 리소
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 networkdevice 
/versioninfo

해당 없음

표 7-52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네트워크 디바이스 리소스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networkdevice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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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1">
        <resources>
            <resource name="nd1" id="0d008bb0-2539-11e3-84ad-
    00215edbb2a8">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10.56.13.196:9060/ers/config/networkdevice/0d0
    08bb0-2539-11e3-84ad-00215edbb2a8"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

ID별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ID별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D별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ID별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networkdevice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network.ers.ise.cisco.com" name="nd1"
    id="0d008bb0-2539-11e3-84ad-00215edbb2a8">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10.56.13.196:9060/ers/config/networkdevice/0d0

표 7-53 ID별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검색

개요 GET /ers/config/networkdevice/{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네트워크 디바이스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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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bb0-2539-11e3-84ad-00215edbb2a8" rel="self"/>
        <authenticationSettings>
            <enableKeyWrap>false</enableKeyWrap>
            <keyInputFormat>ASCII</keyInputFormat>
            <networkProtocol>RADIUS</networkProtocol>
            <radiusSharedSecret>*****</radiusSharedSecret>
        </authenticationSettings>
<NetworkDeviceIPList>
        <NetworkDeviceIP>
            <ipaddress>1.2.3.4</ipaddress>
            <mask>32</mask>
        </NetworkDeviceIP>
    </NetworkDeviceIPList>
    <modelName>Unknown</modelName>
    <NetworkDeviceGroupList>
        <NetworkDeviceGroup>1d8c62b0-2539-11e3-84ad-
00215edbb2a8</NetworkDeviceGroup>
        <NetworkDeviceGroup>37053aa0-2539-11e3-84ad-
00215edbb2a8</NetworkDeviceGroup>
    </NetworkDeviceGroupList>
    <softwareVersion>Unknown</softwareVersion>
</ns3:networkdevice>
}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호출의 샘플 요청
POS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networkdevice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network.ers.ise.cisco.com" name="nd2">
        <authenticationSettings>
            <enableKeyWrap>false</enableKeyWrap>
            <keyInputFormat>ASCII</keyInputFormat>
            <networkProtocol>RADIUS</networkProtocol>
            <radiusSharedSecret>acsi</radiusSharedSecret>
        </authenticationSettings>
        <NetworkDeviceIPList>

표 7-54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개요 POST /ers/config/networkdevice/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NetworkDevice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Location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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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DeviceIP>
                <ipaddress>1.2.3.4</ipaddress>
                <mask>32</mask>
            </NetworkDeviceIP>
        </NetworkDeviceIPList>
        <modelName>Unknown</modelName>
        <NetworkDeviceGroupList>
            <NetworkDeviceGroup>1d8c62b0-2539-11e3-84ad-
    00215edbb2a8</NetworkDeviceGroup>
            <NetworkDeviceGroup>37053aa0-2539-11e3-84ad-
    00215edbb2a8</NetworkDeviceGroup>
        </NetworkDeviceGroupList>
        <softwareVersion>Unknown</softwareVersion>
    </ns3:networkdevice>
}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성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1 OK (see location header for the ID of the new device)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Location: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444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호출의 샘플 요청
PU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networkdevice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network.ers.ise.cisco.com"
    name="nd2_updated">
        <authenticationSettings>
            <enableKeyWrap>true</enableKeyWrap>
        </authenticationSettings>
    </ns3:networkdevice>
}

표 7-55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개요 PUT /ers/config/networkdevice/{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NetworkDevice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업데이트된 필드 목록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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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updatedfields.1.0+xml Content-Length: 529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updatedFields 
xmlns:ns2="ers.ise.cisco.com">
    <updatedField field="name">
        <newValue>nd2_updated</newValue>
        <oldValue>nd2</oldValue>
    </updatedField>
    <updatedField field="enableKeywrap">
        <newValue>true</newValue>
        <oldValue>false</oldValue>
    </updatedField>
</ns2:updatedFields>
}

네트워크 디바이스 삭제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삭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호출의 샘플 요청
DELETE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jdevice/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1.0+xml

네트워크 디바이스 업데이트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표 7-56 네트워크 디바이스 삭제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삭제

개요 DELETE /ers/config/networkdevice/{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상태 200, 204,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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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에 대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group?page=1&size=20&sortacs=nam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group.1.0+xml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xmlns:ns2="ers.ise.cisco.com" total="0">
                         <resources>
  <resource name="Location#All Locations#loc1" id="1d8c62b0-2539-11e3-84ad-00215edbb2a8" 
description="xxx">

표 7-57 SGT에 사용 가능한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네트워크 디바
이스 그룹 가져오기

GET /ers/config/networkdevice
group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GET /ers/config/networkdevice
group/{id}

해당 없음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리소스 버전 정
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networkdevice
group/versioninfo

해당 없음

표 7-58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리소스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networkdevicegroup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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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10.56.13.196:9060/ers/config/networkdevicegroup/1d8c62b0-2539-11e3-84ad-0021
5edbb2a8" rel="self"/>
                         </resource>
   <resource name="Device Type#All Device Types#device type 555" 
id="37053aa0-2539-11e3-84ad-00215edbb2a8" description="vvv">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10.56.13.196:9060/ers/config/networkdevicegrou
     p/37053aa0-2539-11e3-84ad-00215edbb2a8"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networkdevicegroup/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group.1.0+xml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network.networkdevicegroup.1.0 +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networkdevicegroup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network.ers.ise.cisco.com" name="Location#All
    Locations#loc1" id="1d8c62b0-2539-11e3-84ad-00215edbb2a8"
    description="xxx">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10.56.13.196:9060/ers/config/networkdevicegrou
    p/1d8c62b0-2539-11e3-84ad-00215edbb2a8" rel="self"/>
        <type>Location</type>
</ns3:networkdevicegroup>
}

표 7-59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검색

개요 GET /ers/config/networkdevicegroup/{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NetworkDeviceGroup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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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다음 표에는 SGT를 위한 외부 RESTful 서비스 API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SGT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모든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sgt?page=0&size=20&sortacs=name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sga.sgt.1.0+xml

모든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ers.searchresul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2:searchResult total="2" xmlns:ns2="ers.ise.cisco.com">
<resources>
  <resource name="name1" id="id1" description="description1">

표 7-60 SGT에 사용 가능한 API

작업 메서드 URL 콘텐츠 QueryString 

모든 SGT 가져오기 GET /ers/config/sgt 해당 없음 page, size, 
sortacs 또는 
sortdsn, filter

SGT 가져오기 GET /ers/config/sgt/{id1 }

1. SGT ID는 Cisco IS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UUID 유형입니다.

해당 없음

SGT 리소스 버전 
정보 가져오기

GET /ers/config/sgt/versioninfo 해당 없음

표 7-61 모든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SGT 리소스 모음 검색 

개요 GET /ers/config/sgt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page, size, sortbyacn, sortbydcn, filter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SearchResult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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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type="application/xml" href="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sgt/id1" 
rel="self"/>
  </resource>
 </resources>
</ns2:searchResult>
}

ID별로 SGT 가져오기
다음 표에는 ID별로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D별로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요청 

GET https://<ISE-ADMIN-NODE>:9060/ers/config/sgt/333
Authorization: Basic xxxxxxxxxxxxxxxxxxx
Accept: application/vnd.com.cisco.ise.sga.sgt.1.0+xml

ID별로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샘플 응답 

HTTP/1.1 200 OK
Date: Thu, 12 Jul 2012 23:59:59 GMT
Content-Type: application/vnd.com.cisco.ise.sga.sgt.1.0+xml
Content-Length: 16347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ns3:sgt description="description" name="name" id="id" xmlns:ns2="ers.ise.cisco.com" 
xmlns:ns3="sga.ers.ise.cisco.com">
    <generationId>generationId</generationId>
    <isTagFromRange>isTagFromRange</isTagFromRange>
    <value>1</value>
</ns3:sgt>
}

표 7-62 SGT 가져오기 API 호출의 주요 특성

설명 지정된 SGT 검색 

개요 GET /ers/config/sgt/{id}

요청 헤더 Accept, Authorization, Host

QueryString 해당 없음

요청 메시지 본문 해당 없음

응답 헤더 Content-Length, Content-Type

응답 메시지 본문 InternalUser 유형의 리소스

응답 상태 200, 400, 401, 403, 404, 415, 42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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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API 클라이언트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통해 Cisco ISE 리소스에서 CRUD(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ISE 서버와 통신하고 이 서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RESTful 
서비스 API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Google Chrome용 
POSTMAN 플러그인과 같은 업계 표준 REST API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ST 아키텍처 및 원칙에 따라 설계된 POSTMAN을 통해 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를 사용
하여 표준 HTTP 및 HTTPS 요청과 응답을 전송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준 HTTP 메
서드를 사용하여 Cisco ISE 리소스에서 CRUD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GET

• POST

• PUT

• DELETE

ERS API를 사용하면 다양한 API 호출에서 이러한 HTTP 요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Cisco ISE 
서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HTTP 요청이 사용되는 작업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
는 <ERS API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POSTMAN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려면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postman-rest-
client/fdmmgilgnpjigdojojpjoooidkmcomcm?hl=ko 로 이동하십시오. POSTMAN 플러그인 사용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a85/POSTMan-Chrome-Extension/wiki 를 참고하십시오.

GET 메서드
지정된 리소스의 표시를 요청합니다. GET을 사용하는 요청은 데이터 검색만 수행하며 다른 영향
을 미칩니다.

참고 이 섹션에서는 POSTMAN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ERS API 호출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API 호출은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ERS API의 다른 구성 요소 외에 GET HTTP 메서드
를 사용합니다. 특성, 요청 및 응답과 같은 다양한 ERS API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GET HTTPS 메서드를 사용하는 ERS API 호출의 요청 본문에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URI

• Accept 헤더

• Authorization 헤더

URI

GET 메서드는 Cisco ISE 서버에 URI를 전송하고 HTTP 회신은 원시 결과 데이터입니다. 일반적
인 URI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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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isco ISE 서버 주소:<포트>/<네임 공간>/config/<Cisco ISE 리소스 이름>

여기에서 <Cisco ISE 서버 주소>은(는) Cisco ISE 서버의 서버 주소를, <포트>은(는) 포트 
9060을, <네임 공간>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Cisco ISE 리소스 이름>은(는) 
Cisco ISE 리소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예시는 interaluser ISE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URI를 보여줍니다.

• https://10.56.13.196:9060/ers/config/internaluser.

참고 URI는 요청 본문이 아니며 URL입니다. 이 URL은 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서버로 전송됩니다.

Accept 헤더

Accept 헤더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여기에서 <resource-namespace>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resource-type>은(는) 
ISE 리소스의 유형을, <maj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주요 버전 번호를, <min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다음 예시는 일반적인 Accept 헤더를 보여줍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Authorization 헤더

Authorization 헤더에는 GET 요청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권한 부여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자격 증명을 지정한 후, 요청 본문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 암호화 키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OSTMAN을 사용하여 GET 요청하기, 7-58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POSTMAN을 사용하여 GET 요청하기

절차

1단계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POSTMAN 플러그인을 엽니다.

2단계 왼쪽 창의 옵션을 사용하여 새 모음을 생성합니다. 

참고 POSTMAN 플러그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a85/POSTMan-Chrome-Extension/wiki 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드롭다운 메뉴에서 GET을 선택합니다.

4단계 URL 표시줄에 URI를 입력합니다.

URI는 통신하려고 시도 중인 Cisco ISE 서버 및 액세스를 시도 중인 ISE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URI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I, 7-5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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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Basic Auth(기본 인증)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6단계 액세스 자격 증명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에 지정하고 Refresh Header(헤더 새로 고침)
를 클릭합니다.

POSTMAN은 암호화 키가 있는 권한 부여 헤더를 표시합니다.

7단계 다음 값을 지정하여 Accept 헤더를 추가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ers.<namespace>.<ise resource>.1.0+xml

참고 Accept 헤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ept 헤더, 7-5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8단계 Send(보내기)를 클릭합니다.

POSTMAN 플러그인은 요청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200 OK 상태 응답을 표시합니다. 이 요청은 
URL에 지정한 리소스의 세부사항도 반환합니다.

POST 메서드
서버가 요청에 포함된 엔터티를 URI로 식별되는 웹 리소스의 새로운 하위 항목으로 수락하는 요
청입니다.

참고 이 섹션에서는 POSTMAN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ERS API 호출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API 호출은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ERS API의 다른 구성 요소 외에 POST HTTP 메
서드를 사용합니다. 특성, 요청 및 응답과 같은 다양한 ERS API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POST HTTP 메서드를 사용하는 ERS API 호출의 요청 본문에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URI

• Content-Type 헤더

• Authorization 헤더

URI

POST 메서드는 Cisco ISE 서버에 URI를 전송합니다. 일반적인 URI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https://<Cisco ISE 서버 주소:<포트>/<네임 공간>/config/<Cisco ISE 리소스 이름>

여기에서 <Cisco ISE 서버 주소>은(는) Cisco ISE 서버의 서버 주소를, <포트>은(는) 포트 
9060을, <네임 공간>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Cisco ISE 리소스 이름>은(는) 
Cisco ISE 리소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예시는 interaluser ISE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URI를 보여줍니다.

• https://10.56.13.196:9060/ers/config/internaluser.

참고 URI는 요청 본문이 아니며 URL입니다. 이 URL은 POST 메서드를 사용하여 서버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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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Type 헤더

Content-Type 헤더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여기에서 <resource-namespace>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resource-type>은
(는) ISE 리소스의 유형을, <maj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주요 버전 번호를, 
<min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다음 예시는 일반적인 Accept 헤더를 보여줍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Authorization 헤더

Authorization 헤더에는 POST 요청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권한 부여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자격 증명을 지정한 후, 요청 본문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 암호화 키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OSTMAN을 사용하여 POST 요청하기, 7-60페이지를 참
고하십시오.

POSTMAN을 사용하여 POST 요청하기

절차

1단계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POSTMAN 플러그인을 엽니다.

2단계 왼쪽 창의 옵션을 사용하여 새 모음을 생성합니다. 

참고 POSTMAN 플러그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a85/POSTMan-Chrome-Extension/wiki 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드롭다운 메뉴에서 POST를 선택합니다.

4단계 URI 표시줄에서 URI를 입력합니다.

URI는 통신하려고 시도 중인 Cisco ISE 서버 및 액세스를 시도 중인 ISE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URI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I, 7-5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단계 Basic Auth(기본 인증)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6단계 액세스 자격 증명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에 지정하고 Refresh Header(헤더 새로 고침)
를 클릭합니다.

POSTMAN은 암호화 키가 있는 권한 부여 헤더를 표시합니다.

7단계 다음 값을 지정하여 Content-Type 헤더를 추가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ers.<namespace>.<ise resource>.1.0+xml

참고 Accept 헤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ent-Type 헤더, 7-6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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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REST API 클라이언트
8단계 raw 버튼 옆에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XML을 선택합니다.

9단계 raw를 클릭합니다.

10단계 POSTMAN 플러그인에서 POST 요청의 본문을 지정할 수 있는 편집 창이 열립니다.

11단계 편집 창에서 POST 요청의 메시지 본문을 입력합니다. 

참고 이 메시지 본문은 ISE 서버에서 생성하려고 시도 중인 ISE 리소스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nteraluser를 생성하는 동안 internaluser의 이름, interaluser의 설명, 비밀번호 등
의 세부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해야 하는 ISE 리소스의 POST 요청 및 세부사항을 사용하는 
ERS API의 메시지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12단계 Send(보내기)를 클릭합니다.

POSTMAN 플러그인은 요청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201 CREATED 상태 응답을 표시합니다. 추
가한 ISE 리소스가 ISE GUI에 나타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SE GUI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UT 메서드
포함된 엔터티를 제공된 URI 아래에 저장하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URI가 이미 기존 리소스를 참
조하는 경우 이는 수정됩니다. URI가 기존 리소스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 서버는 해당 URI를 사
용하여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섹션에서는 POSTMAN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ERS API 호출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API 호출은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ERS API의 다른 구성 요소 외에 PUT HTTP 메서드
를 사용합니다. 특성, 요청 및 응답과 같은 다양한 ERS API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POST HTTP 메서드를 사용하는 ERS API 호출의 요청 본문에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URI

• Content-Type 헤더

• Authorization 헤더

URI

PUT 메서드는 Cisco ISE 서버에 URI를 전송합니다. 일반적인 URI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https://<Cisco ISE 서버 주소:<포트>/<네임 공간>/config/<Cisco ISE 리소스 이름>

여기에서 <Cisco ISE 서버 주소>은(는) Cisco ISE 서버의 서버 주소를, <포트>은(는) 포트 
9060을, <네임 공간>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Cisco ISE 리소스 이름>은(는) 
Cisco ISE 리소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예시는 interaluser ISE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URI를 보여줍니다.

• https://10.56.13.196:9060/ers/config/internaluser.

참고 URI는 요청 본문이 아니며 URL입니다. 이 URL은 PUT 메서드를 사용하여 서버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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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REST API 클라이언트
Content-Type 헤더

Content-Type 헤더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여기에서 <resource-namespace>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resource-type>은
(는) ISE 리소스의 유형을, <maj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주요 버전 번호를, 
<min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다음 예시는 일반적인 Accept 헤더를 보여줍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Authorization 헤더

Authorization 헤더에는 PUT 요청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권한 부여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자격 증명을 지정한 후, 요청 본문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 암호화 키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OSTMAN을 사용하여 PUT 요청하기, 7-62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POSTMAN을 사용하여 PUT 요청하기

절차

1단계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POSTMAN 플러그인을 엽니다.

2단계 왼쪽 창의 옵션을 사용하여 새 모음을 생성합니다. 

참고 POSTMAN 플러그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a85/POSTMan-Chrome-Extension/wiki 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드롭다운 메뉴에서 PUT을 선택합니다.

4단계 URI 표시줄에서 URI를 입력합니다.

URI는 통신하려고 시도 중인 Cisco ISE 서버 및 액세스를 시도 중인 ISE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URI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I, 7-6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단계 Basic Auth(기본 인증)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6단계 액세스 자격 증명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에 지정하고 Refresh Header(헤더 새로 고침)
를 클릭합니다.

POSTMAN은 암호화 키가 있는 권한 부여 헤더를 표시합니다.

7단계 다음 값을 지정하여 Content-Type 헤더를 추가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ers.<namespace>.<ise resource>.1.0+xml

참고 Accept 헤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ent-Type 헤더, 7-6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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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REST API 클라이언트
8단계 raw 버튼 옆에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XML을 선택합니다.

9단계 raw를 클릭합니다.

10단계 POSTMAN 플러그인에서 POST 요청의 본문을 지정할 수 있는 편집 창이 열립니다.

11단계 편집 창에서 POST 요청의 메시지 본문을 입력합니다. 

참고 이 메시지 본문은 ISE 서버에서 업데이트하려고 시도 중인 ISE 리소스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포
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nteraluser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internaluser의 이름, interaluser의 설
명, 비밀번호 등의 세부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해야 하는 ISE 리소스의 POST 요청 및 세부
사항을 사용하는 ERS API의 메시지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을 참고하십시오.

12단계 Send(보내기)를 클릭합니다.

POSTMAN 플러그인은 요청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201 CREATED 상태 응답을 표시합니다. 추
가한 ISE 리소스가 ISE GUI에 나타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SE GUI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elete 메서드
지정된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참고 이 섹션에서는 POSTMAN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ERS API 호출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API 호출은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ERS API의 다른 구성 요소 외에 DELETE HTTP 메
서드를 사용합니다. 특성, 요청 및 응답과 같은 다양한 ERS API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DELETE HTTP 메서드를 사용하는 ERS API 호출의 요청 본문에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요소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 URI

• Accept 헤더

• Authorization 헤더

URI

DELETE 메서드는 Cisco ISE 서버에 URI를 전송합니다. 일반적인 URI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https://<Cisco ISE 서버 주소:<포트>/<네임 공간>/config/<Cisco ISE 리소스 이름>

여기에서 <Cisco ISE 서버 주소>은(는) Cisco ISE 서버의 서버 주소를, <포트>은(는) 포트 
9060을, <네임 공간>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Cisco ISE 리소스 이름>은(는) 
Cisco ISE 리소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예시는 interaluser ISE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URI를 보여줍니다.

• https://10.56.13.196:9060/ers/config/internaluser.

참고 URI는 요청 본문이 아니며 URL입니다. 이 URL은 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서버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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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 헤더

Accept 헤더는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resource-namespace>.<resource-type>.<major 
version>.<minor version>+xml

여기에서 <resource-namespace>은(는) ISE 리소스가 속한 네임 공간을, <resource-type>은(는) 
ISE 리소스의 유형을, <major-version>은(는) ISE 구축의 주요 버전 번호를, <minor-version>은
(는) ISE 구축의 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다음 예시는 일반적인 Accept 헤더를 보여줍니다.

• application/vnd.com.cisco.ise.identity.internaluser.1.0+xml

Authorization 헤더

Authorization 헤더에는 DELETE 요청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권한 부여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자격 증명을 지정한 후, 요청 본문에 임베드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 암호화 키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OSTMAN을 사용하여 DELETE 요청하기, 7-6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POSTMAN을 사용하여 DELETE 요청하기

절차

1단계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POSTMAN 플러그인을 엽니다.

2단계 왼쪽 창의 옵션을 사용하여 새 모음을 생성합니다. 

참고 POSTMAN 플러그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a85/POSTMan-Chrome-Extension/wiki 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드롭다운 메뉴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4단계 URL 표시줄에 URI를 입력합니다.

URI는 통신하려고 시도 중인 Cisco ISE 서버 및 액세스를 시도 중인 ISE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URI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I, 7-6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단계 Basic Auth(기본 인증)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6단계 액세스 자격 증명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에 지정하고 Refresh Header(헤더 새로 고침)
를 클릭합니다.

POSTMAN은 암호화 키가 있는 권한 부여 헤더를 표시합니다.

7단계 다음 값을 지정하여 Accept 헤더를 추가합니다. 
application/vnd.com.cisco.ise.ers.<namespace>.<ise resource>.1.0+xml

참고 Accept 헤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ept 헤더, 7-6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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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외부 RESTful 서비스 API 작업
  REST API 클라이언트
8단계 Send(보내기)를 클릭합니다.

POSTMAN 플러그인은 요청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200 OK 상태 응답을 표시합니다. 지정한 
ISE 리소스가 ISE 서버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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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API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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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

이 부록은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에서 실패 사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패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Cisco ISE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Cisco ISE 쿼리 트러블슈팅 API를 사용할 
경우 실패 사유 매핑 통화 가져오기에서 출력으로 반환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ISE 실패 사유 보고서를 사용하면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 운영에 적용되는 Cisco ISE 소
프트웨어에서 정의한 실패 사유의 전체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정의
된 실패 사유 목록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패 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액세스하려면 대상 
Cisco 모니터링 ISE 노드의 Cisco IS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노드 확인, 1-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실패 사유 보기

1단계 Operations(운영) > Reports(보고서) > Authnetication Summary(인증 요약) 보고서를 선택합
니다.

2단계 탐색 패널에서 Monitoring(모니터링)을 확장하고 Failure Reason Editor(실패 사유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3단계 제공된 필터 목록에서 실패 사유를 선택합니다.

4단계 찾고 있는 실패 사유를 입력합니다.

5단계 Run(실행)을 클릭합니다.

실패 사유 목록이 오른쪽 패널에 표시됩니다.

6단계 새 창에 자세한 보고서를 가져오려면 모든 실패 사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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