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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indows 도메인 컨트롤러와 상호 작용하도록 Active Directory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ASA Active Directory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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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문제

Windows 도메인의 DC(도메인 컨트롤러)에 AD(Active Directory)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해 adacfg
dc create 명령을 사용하면 AD 에이전트와 DC 간의 연결 상태가 down으로 나열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연결 상태를 보려면 adacfg dc list 명령을 사용합니다.

C:\IBF\CLI>adacfg dc list

Name   Host/IP          Username        Domain-Name   Latest Status

----  -------------    -------------    -----------   -------------

dc    192.168.1.100    Administrator                  down

또한 adObserver 로그는 다음 오류를 인쇄합니다.

2012 1 23  08:24:23: ..\DcMonitor.cpp:373 getDcVersion:DC ConnectServer :dc :192.168.1.100  

:192.168.1.100 :mirober2.lab  : :<hidden>  :800706ba

솔루션

DC에 AD 에이전트를 추가할 때 DC의 호스트 이름 또는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 -
host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DC IP 주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IP 주소는 -host 키워드에 유효한 값이 아닙니다.자세한 내
용은 Active Directory 에이전트의 설치 및 설정 가이드의 adacfg dc 생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DC가 올바르게 추가되고 AD 에이전트에 표시되는 경우 adacfg dc list 명령은 DC의 상태를 up으로
표시합니다.

C:\IBF\CLI>adacfg dc list

Name     Host/IP          Username        Domain-Name   Latest Status

----     ---------------  -------------   -----------   -------------

dc       dc.cisco.com     Administrator   CISCO         up

참고: Cisco Bug ID CSCto66192는 -host 키워드에 유효한 값으로 IP 주소를 허용하는 개선 요청으
로 열렸습니다.

참고: 현재 DC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때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문제가 발생하면 FQDN을 사용한
다음 adacfg dc list 명령을 실행하여 DC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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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ibf/setup_guide/ibf10_cmd_ref.html#wp1147579
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ibf/setup_guide/ibf10_cmd_ref.html#wp1147579
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ibf/setup_guide/ibf10_cmd_ref.html#wp114757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o66192
http://www.cisco.com/en/US/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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