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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는 서비스 종료 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Cisco CWS(Cloud Web Security)의 구성 변경 사
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CWS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입니다.이는 기능 로드맵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체 솔루션의 확장성과 고가용성
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Cisco는 Security as-a-Service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Cisco의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플랫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교체 프록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이는 Cisco CWS가 고객
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프로세스입니다.현재 프록시가 곧 종료됩니다
(날짜는 "CWS Legacy Towers End of Service Announcement" 섹션의 표 참조). NGT(Next
Generation Tower)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날짜를 놓치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Cisco는 이를 위해 귀하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Cisco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귀하의 도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CWS Legacy Towers End of Service 발표

Cisco는 이 표에 나열된 각 레거시 타워의 서비스 종료 날짜를 발표했습니다.각 레거시 타워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종료일이 나열됩니다.이 날짜 이후에는 해당 타워에서 CWS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고객이 Cisco Cloud Web Security
NGT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영향 받는 타워 세부 정보 서비스
종료일 교체 타워 세부 정보

시드니(SYD2)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5월
15일

시드니(SYD3)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7XX.cws.sco.cisco.com
(XX = 숫자)

달라스(DAL1)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5월
15일

달라스(DAL1)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3XX.cws.sco.cisco.com
(XX = 숫자)

프랑크푸르트(FRA1
및 FRA2)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6월
30일

프랑크푸르트(FRA2)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5XX.cws.sco.cisco.com
(XX = 숫자)

시카고(CHI1)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8월
31일

시카고(CHI2)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4XX.cws.sco.cisco.com
(XX = 숫자)

Secaucus(SCS1 및
SCS2)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8월
31일

Secaucus(SCS2)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2XX.cws.sco.cisco.com
(XX = 숫자)

런던(LON4)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8월
31일

런던(LON5)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XX.cws.sco.cisco.com
(XX = 숫자)

산호세(SJL1)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5년
8월
31일

산호세(SJL1)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8XX.cws.sco.cisco.com
(XX = 숫자)

상파울루(SAO1)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6년
3월
13일

상파울루(SAO2)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12XX.cws.sco.cisco.com
(XX = 숫자)

요하네스버그(JOH1)
Cisco CWS Mid Tower 프록시
형식:proxyXXXX.scansafe.net
(XXXX = 숫자)

 2017년
8월 1일 요하네스버그(JOH2)

Cisco CWS NGT(Next Generation
Tower) 프록시
형식:access20XX.cws.sco.cisco.com



(XX = 숫자)

CWS 구성 변경

CWS 서비스에 사용하는 연결 방법에 따라 NGT에 제대로 연결하려면 구성을 변경해야 합니다.이
설명서에서는 이러한 각 커넥터에 대해 적절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ASA를 CWS에 대한 커넥터로 사용

ASA 커넥터의 경우 컨피그레이션에서 ScanSafe 옵션을 변경해야 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현재
기본 타워를 새 NGT로 대체합니다.이 작업은 CLI 또는 ASDM(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단계는 이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CLI

이전 구성

scansafe general-options

server primary {ip | fqdn} [PRIMARY TOWER] port 8080

server backup {ip | fqdn } [SECONDARY TOWER] port 8080

retry-count 5

license [AUTH KEY HERE]

구성 후

scansafe general-options

server primary {ip | fqdn} [NGT TOWER] port 8080

server backup {ip | fqdn} SECONDARY TOWER] port 8080

retry-count 5

license [AUTH KEY HERE]

참고:라이센스 키를 변경하지 마십시오.새 컨피그레이션을 업로드하려면 원래 키를 다시 입력
합니다.ASA에서 키를 가져올 수 있으며 추가 시스템:running-config | include license 명령

CLI를 통한 구성 변경 단계

ASA의 CLI에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ASA# configure terminal

CCWS_ASA(config)# scansafe general-options

CCWS_ASA(config)# no server primary ip [EXISTING PRIMARY PROXY IP HERE] port 8080

CCWS_ASA(config)# server primary ip [NEW PRIMARY NGT PROXY IP HERE] port 8080

CCWS_ASA(config)# exit

CCWS_ASA(config)# write memory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을 사용하는 경우 ASA의 CLI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ASA# configure terminal

CCWS_ASA(config)# scansafe general-options

CCWS_ASA(config)# no server primary fqdn [EXISTING PRIMARY PROXY FQDN HERE] port 8080



CCWS_ASA(config)# server primary fqdn [NEW PRIMARY NGT PROXY FQDN HERE] port 8080

CCWS_ASA(config)# exit

CCWS_ASA(config)# write memory

ASDM

ASDM을 통해 디바이스에서 Configuration > Device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단일 컨텍스
트의 경우 왼쪽 패널에서 Cloud Web Security를 선택합니다.다중 컨텍스트의 경우 System
Context를 입력한 다음 왼쪽 패널에서 Cloud Web Security를 선택합니다.

1.

Primary Server and Backup Server IP Address/Domain Name 필드에 NGT IP 주소 또는
FQDN을 입력하고 Apply를 클릭합니다.

2.



File 메뉴에서 Save Running Configuration to Flash를 선택합니다.3.



관련 결함

Cisco 버그 ID CSCuj862222 - ScanSafe 리디렉션에 대한 프록시 연결 시 ASA가 OO TCP 세그먼
트 삭제

참고:알려진 영향 받는 릴리스를 실행하는 경우 이 결함이 해결된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변경 사항을 방지하려면 NGT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DNS 조
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DNS 조회 구성

FQDN을 사용하는 ASA의 CWS 구성에서는 도메인 이름으로 CWS 프록시에 액세스하기 위해
DNS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도메인 이름 조회 및 DNS 서버가 구성되면 ASA에서 프록시
FQD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DNS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DNS 도메인 조회를 활성화하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적절한 라우팅을 구성해야 합니다.

CLI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j86222/


hostname(config)# dns domain-lookup interface_name

hostname(config)# dns server-group DefaultDNS

hostname(config-dns-server-group)# name-server ip_address [ip_address2]..[ip_address6]

ASDM

CWS에 대한 커넥터로서 ISR G2

Cisco ISR G2의 경우 "content-scan" 매개변수 맵을 변경해야 합니다.컨피그레이션은 현재 기본
ScanSafe 서버를 새 NGT로 교체합니다.이 섹션에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CLI - 릴리스 15.4(2)T 이전 릴리스

이전 구성

parameter-map type content-scan global

server scansafe primary {ipv4 | name}  [PRIMARY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server scansafe secondary {ipv4 | name} [SECONDAY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license 0 [AUTH KEY HERE]

source interface [INTERFACE]

timeout server 30

user-group [GROUP] username [NAME]

server scansafe on-failure allow-all

구성 후



parameter-map type content-scan global

 server scansafe primary {ipv4 | name}  [NGT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server scansafe secondary {ipv4 | name} [SECONDARY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license 0 [AUTH KEY HERE]

source interface [INTERFACE]

timeout server 30

user-group [GROUP] username [NAME]

server scansafe on-failure allow-all

CLI를 통한 구성 변경 단계

ISR의 CLI에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ISRg2# configure terminal

CCWS_ISRg2(config)# parameter-map type content-scan global

CCWS_ISRg2(config)# no server scansafe primary ipv4 [EXISTING PRIMARY PROXY IP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server scansafe primary ipv4 [NEW PRIMARY NGT PROXY IP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exit

CCWS_ISRg2# write memory

FQDN을 사용하는 경우 ISR의 CLI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ISRg2# configure terminal

CCWS_ISRg2(config)# parameter-map type content-scan global

CCWS_ISRg2(config)# no server scansafe primary name [EXISTING PRIMARY PROXY FQDN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server scansafe primary name [NEW PRIMARY NGT PROXY FQDN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exit

CCWS_ISRg2# write memory

참고:라이센스 키를 변경하지 마십시오.새 컨피그레이션을 업로드하려면 원래 키를 다시 입력
합니다.

CLI - 릴리스 15.4(2)T 이후 릴리스

이전 구성

parameter-map type cws global

server cws primary {ipv4 | name}  [PRIMARY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server cws secondary {ipv4 | name} [SECONDARY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license 0 [AUTH KEY HERE]

source interface [INTERFACE]

timeout server 30

user-group [GROUP] username [NAME]

server scansafe on-failure allow-all

구성 후

parameter-map type cws global

server cws primary {ipv4 | name}  [NGT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server cws secondary {ipv4 | name} [SECONDARY TOWER] port http 8080 https 8080

license 0 [AUTH KEY HERE]

source interface [INTERFACE]



timeout server 30

user-group [GROUP] username [NAME]

server scansafe on-failure allow-all

CLI를 통한 구성 변경 단계

ISR의 CLI에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ISRg2# configure terminal

CCWS_ISRg2(config)# parameter-map type cws global

CCWS_ISRg2(config)# no server cws primary ipv4 [EXISTING PRIMARY PROXY IP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server cws primary ipv4 [NEW PRIMARY NGT PROXY IP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exit

CCWS_ISRg2# write memory

FQDN을 사용하는 경우 ISR의 CLI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ISRg2# configure terminal

CCWS_ISRg2(config)# parameter-map type cws global

CCWS_ISRg2(config)# no server cws primary name [EXISTING PRIMARY PROXY FQDN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server cws primary name [NEW PRIMARY NGT PROXY FQDN HERE]

port http 8080 https 8080

CCWS_ISRg2(config)# exit

CCWS_ISRg2# write memory

참고:라이센스 키를 변경하지 마십시오.새 컨피그레이션을 업로드하려면 원래 키를 다시 입력
합니다.

향후 변경 사항을 방지하려면 NGT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DNS 조
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대한 다음 섹션을 읽습니다.

DNS 조회 구성

FQDN을 사용하는 ISR에서 CWS 구성을 사용하려면 도메인 이름으로 CWS 프록시에 액세스하려
면 DNS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도메인 이름 조회 및 DNS 서버가 구성되면 ISR에서 프록시
FQD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stname(config)#ip domain lookup

hostname(config)#ip name-server [ vrf vrf-name ] server-address1

server-address2...server-address6]

WSA를 CWS에 대한 커넥터로 사용

Cisco WSA의 경우 CWS 프록시 서버를 변경해야 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기본 서버를 새
NGT로 대체합니다.이는 WSA 컨피그레이션 포털 내에서 완료됩니다.이 섹션에는 단계가 나와 있
습니다.

WSA 웹 포털에 로그인합니다.Network(네트워크) 메뉴에서 Cloud Connector(클라우드 커넥
터)를 선택합니다.

1.



Edit Settings를 클릭합니다.2.

새 타워를 반영하도록 서버 주소를 변경합니다.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3.

Commit Changes를 클릭합니다.4.



코멘트(선택 사항)를 입력하고 WSA에 변경 사항을 커밋합니다.5.

CWS에 대한 커넥터로 기본 커넥터

네이티브 커넥터의 경우 새 기본 NGT로 "agent.properties"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이 작업을 완료
하려면 "기본 프록시"가 NGT가 되도록 파일을 직접 편집합니다.그런 다음 커넥터 서비스를 다시 시
작합니다.

"agent.properties" 파일을 편집합니다. Windows의 경우 agent.properties 파일은 "\Program
Files (x86)\Connector" 디렉토리에 있습니다.Linux의 경우 agent.properties 파일은
"/opt/connector/" 디렉토리에 있습니다.이전 구성
# #############################################################

# Configure upstream service

defaultUpstreamPort=8080

# Primary upstream server

primaryProxy=[PRIMARY TOWER]

primaryProxyPort=8080

primaryProxyType=plain

secondaryProxy=[SECONDARY TOWER]

secondaryProxyPort=8080

secondaryProxyType=plain

tertiaryProxy=

1.



tertiaryProxyPort=

tertiaryProxyType=plain

# #############################################################

구성 후
# #############################################################

# Configure upstream service

defaultUpstreamPort=8080

# Primary upstream server

primaryProxy=[NGT TOWER]

primaryProxyPort=8080

primaryProxyType=plain

secondaryProxy=[SECONDARY TOWER]

secondaryProxyPort=8080

secondaryProxyType=plain

tertiaryProxy=

tertiaryProxyPort=

tertiaryProxyType=plain

# #############################################################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Windows의 경우 Services.msc를 엽니다.Connector를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start를 클릭합니다.

Linux의 경우 /etc/init.d/connector restart 명령을 입력합니다.

2.

ASA는 CWS로 리디렉션하기 위해 대상 NAT를 사용합니다.

이는 HTTP 트래픽에만 적용됩니다.릴리스 8.3 이상을 실행하는 ASA는 소스 및 대상 NAT를 지원
합니다.



대상 NAT를 사용하는 커넥터로 ASA의 경우 ASA 릴리스 8.3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수동/2회 NAT
기능을 사용합니다.CWS 타워로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대상 NAT를 사용하는 경우 NAT 문에서
타워 IP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샘플 컨피그레이션에서는 ASA에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즉, "내부"(보안 수준 100) 및 "외
부"(보안 수준 0)입니다.

CLI

이전 구성

! Internal Network

object network cws-protected-network

 subnet 192.168.2.0 255.255.255.0

! CWS existing primary tower

object network cws-primary-tower

 host [Primary Tower]

! Subnet to define internet

object network Internet

 subnet 0.0.0.0 0.0.0.0

! Destination port tcp /8080 

object service proxy-8080

 service tcp destination eq 8080

! Destination port tcp /80

object service original-http

 service tcp destination eq www 

! Nat statement to send HTTPS traffic to internet and HTTP traffic to

Cloud Web Security tower nat (inside,outside) source dynamic

cws-protected-network interface destination static Internet

cws-primary-tower service original-http proxy-8080

구성 후

 ! CWS Next Generation Tower

object network cws-ngt-tower

 host [NGT TOWER]

! Subnet to define internet

object network Internet

 subnet 0.0.0.0 0.0.0.0

! Destination port tcp /8080 

object service proxy-8080

 service tcp destination eq 8080

! Destination port tcp /80

object service original-http

 service tcp destination eq www 

! Nat statement to send HTTPS traffic to internet and HTTP traffic to

Cloud Web Security NGT tower nat (inside,outside) source dynamic

cws-protected-network interface destination static Internet



cws-ngt-tower service original-http proxy-8080

CLI를 통한 구성 변경 단계

ASA의 CLI에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ASA# configure terminal

CCWS_ASA(conf)#object network cws-ngt-tower

CCWS_ASA(config-network-object)#host [NEW PRIMARY NGT PROXY IP ADDRESS HERE]

CCWS_ASA(config-network-object)#exit

CCWS_ASA(conf)#no nat (inside,outside) source dynamic cws-protected-network interface

destination static Internet cws-primary-tower service original-http proxy-8080

CCWS_ASA(conf)#nat (inside,outside) source dynamic cws-protected-network interface

destination static Internet cws-ngt-tower service original-http proxy-8080

FQDN을 사용하는 경우 ASA의 CLI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CWS_ASA# configure terminal

CCWS_ASA(conf)#object network cws-ngt-tower

CCWS_ASA(config-network-object)#fqdn [NEW PRIMARY NGT PROXY FQDN HERE]

CCWS_ASA(conf)#no nat (inside,outside) source dynamic cws-protected-network interface

destination static Internet cws-primary-tower service original-http proxy-8080

CCWS_ASA(conf)#nat (inside,outside) source dynamic cws-protected-network interface

destination static Internet cws-ngt-tower service original-http proxy-8080

ASDM

ASDM을 입력하고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Firewall(방화벽) > Network
Objects/Groups(네트워크 개체/그룹)를 선택합니다.

1.

Add > Network Object를 선택합니다.2.

NGT 타워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cws-ngt 타워유형:호스트/FQDN(사용자 환경
에 따라 다름)IP 버전:IPv4IP 주소/FQDN:NGT FQDN 또는 IP 주소설명:(선택 사항
)

3.



확인을 클릭합니다.4.



Configuration > Firewall > NAT Rules를 선택합니다. 5.
현재 NAT 규칙을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6.

Destination Address 필드를 편집합니다.7.



새로 생성된 cws-ngt-tower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8.



ASA에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합니다.9.

CWS를 사용하는 수동 ID 관리 솔루션

Active Directory를 CWS 제품에 통합하는 PIM(Passive Identity Management) 스크립트를 사용하려
면 로그온 스크립트를 변경합니다.아래 예에서는 "pim-open"을 배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pim-open.batch"를 열고 배치 파일을 편집합니다."<Drive>\<Install Directory> \PIM"에 있는 배치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C:\PIM\pim-open.batch"

이전 구성

C:\PIM\PIM_1.2.3.6.exe /Verbose=Y /IP /Proxy=[PRIMARY TOWER]:8080

구성 후

C:\PIM\PIM_1.2.3.6.exe /Verbose=Y /IP /Proxy=[NGT TOWER]:8080

CWS로 리디렉션하는 방법으로 타워/명시적 프록시/호스팅 구성으로 직접 연결



브라우저 프록시 설정에서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를 변경해야 합니다.프록시 설정
은 직접 적용하거나 PAC(Proxy Auto Configuration) 파일을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섹션
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브라우저 내의 직접 프록시 컨피그레이션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엔드포인트의 "LAN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1.
"Proxy Server(프록시 서버)" 컨피그레이션에서 기본 타워 IP/FQDN을 NGT IP/FQDN으로 변
경합니다.

2.

PAC 파일

이것은 예시일 뿐입니다.

이전 PAC 파일

function FindProxyForURL(url, host) {

// If URL has no dots in domain name, send direct.

if (isPlainHostName(host))

return "DIRECT";

// If URL matches, send direct.

if (shExpMatch(url,"*domain123.com/folder/*"))

return "DIRECT";

// If hostname matches, send direct.

if (dnsDomainIs(host, "vpn.domain.com"))

return "DIRECT";

// If hostname resolves to internal IP, send direct.

var resolved_ip = dnsResolve(host);

if (isInNet(resolved_ip, "10.0.0.0", "255.0.0.0"))

return "DIRECT";

// DEFAULT RULE: All other traffic, use below proxies, in fail-over order.

return "PROXY [PRIMARY TOWER]:8080; PROXY [SECONDARY TOWER]:8080; DIRECT";

}

이후 PAC 파일

function FindProxyForURL(url, host) {

// If URL has no dots in domain name, send direct.

if (isPlainHostName(host))

return "DIRECT";

// If URL matches, send direct.

if (shExpMatch(url,"*domain123.com/folder/*"))

return "DIRECT";

// If hostname matches, send direct.

if (dnsDomainIs(host, "vpn.domain.com"))

return "DIRECT";

// If hostname resolves to internal IP, send direct.

var resolved_ip = dnsResolve(host);

if (isInNet(resolved_ip, "10.0.0.0", "255.0.0.0"))

return "DIRECT";

// DEFAULT RULE: All other traffic, use below proxies, in fail-over order.

return "PROXY [NGT TOWER]:8080; PROXY [SECONDARY TOWER]:8080; DIRECT";

}

EasyID 사용에 필요한 방화벽 변경 사항



EasyID에 대해 권장되는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은 고객이 포털에 나열된 특정 CWS 데이터 센터
IP 주소의 방화벽에 있는 포트만 열어 LDAP 서버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기본 및/또는 백업/보조
NGT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새 NGT IP 주소를 포함하도록 방화벽 규칙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새 대사관 타워는 NGT 할당과 함께 제공될 것이다.인바운드 ACL(Access Control List) 규칙에 NGT
대사관 타워를 포함해야 합니다.NGT Embassy IP 주소는 ScanCenter 포털(Easy ID 관리 영역)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 액세스 제어 목록

Allow inbound traffic from EXISTING EMBASSY TOWERS to LDAP SERVERS on ports tcp/389

or tcp/636 (if secured LDAP)

다음 이후 액세스 제어 목록

Allow inbound traffic from NEW NGT EMBASSY TOWERS to LDAP SERVERS on ports tcp/389

or tcp/636 (if secured LDAP)

업데이트된 목록에 대해 Scancenter > Admin > Authentication >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이 섹션에서 활성 "인증 영역"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업데이트된 IP 주소 목록이
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된 서버 목록을 허용했으면 "Check Connection(연결 확인)"을 사용하여 모든 타워의 연결
이 성공하고 상태가 Green(녹색)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타워에서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연결 확인"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방화벽 구성 변경(필요한 경우)

현재 방화벽 환경에서 타워에 대한 인바운드 및/또는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NGT에
대해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Next Generation CWS 타워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현재 CWS 타워에 대
한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 ACL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전 액세스 목록

access-list [NAME] extended permit tcp any [TOWER-IP] eq 8080

다음 이후 액세스 목록

access-list [NAME] extended permit tcp any [NGT-TOWER-IP] eq 8080

새로운 Next Generation CWS 타워에서 인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현재 CWS 타워에 대한 인
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 ACL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전 액세스 목록



access-list [NAME] extended permit tcp [TOWER-IP] eq 8080 any

다음 이후 액세스 목록

access-list [NAME] extended permit tcp [NGT-TOWER-IP] eq 8080 any

차세대 타워 이그레스 IP 주소 범위

비즈니스 파트너/외부 벤더가 어디에서 트래픽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이그레스 IP 주소
범위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 표에 따라 ACL을 조정하십시오.

차세대 타워 이그레스 IP 주소 범위
런던 108.171.128.160 - 108.171.128.223
세쿠쿠스 108.171.130.160 - 108.171.130.223
달라스 108.171.132.160 - 108.171.132.223
시드니 108.171.134.160 - 108.171.134.223
시카고 108.171.131.160 - 108.171.131.223
프랑크푸르트 108.171.129.160 - 108.171.129.223
워싱턴 DC 108.171.133.160 - 108.171.133.223
산호세 108.171.135.160 - 108.171.135.223
상파울루 108.171.138.160 - 108.171.138.223
요하네스버그 108.171.145.160 - 108.171.145.223

자주 묻는 질문

1. 내부 변경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리디렉션 방법/구축에 따라 사이트에 할당된 NGT 프록시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컨피그레이
션 변경이 필요합니다.커넥터 디바이스/PAC/PIM 스크립트에서 기본 프록시의 IP 주소 또는
FQDN을 변경해야 합니다.Cisco는 어떠한 다운타임 요건도 예상하지 않습니다.기본 프록시를 변경
하는 동안 서비스가 보조 프록시(구성된 경우)로 돌아갑니다.

2. NGT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현재 프록시로 되돌리시겠습니까?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를 통해 서비스 요청을 엽니다. 회사 이름, 현재 기본 프록
시 주소, 새 NGT 프록시 주소, 제목 포함:"NGT 마이그레이션" 및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3. 고객은 Cisco에서 NGT 프록시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니까?

Cisco에서 통지한 고객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NGT 마이그레이션은 단계별로 진행되
며, 해당 과정에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전자 메일 알림을 받지 못하고 현재 동일한 국가/지역에서
NGT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록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cws-migrations@cisco.com으로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4. NGT 프록시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고객은 NGT 프록시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추가 라이센스 요구 사항이 없다는 점에 안
심할 수 있습니다.

5. 마이그레이션 전후에 라이센스 키 및/또는 스캔 센터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까?

모든 라이센스 키와 정책은 Scan Center 포털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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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 주소 대신 타워 이름에 FQDN을 사용합니다. DNS에서 A 레코드를 변경하거나 NGT 프록시를
수동으로 가리켜야 하는 경우 내 트래픽이 NGT 프록시로 자동으로 전달됩니까?

마이그레이션이 단계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Cisco는 현재 기본 및 NGT 프록시를 모두 할당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로 확인합니다.NGT 프록시는 고유한 IP 주소를 소유합니다.따라서 고객은
NGT에 속하는 FQDN/IP 주소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7. 업스트림 방화벽 또는 ISP에서 어떤 변경이 필요합니까?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ACL이 있는 경우 TCP/8080(AnyConnect 및 Secure (Standalone)
Connector의 경우 TCP/443도 필요합니다)에서 NGT의 대상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마이그
레이션 이메일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FQDN/IP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8. 조직에는 서로 다른 타워가 구성된 CWS를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어떤 사이트를 마
이그레이션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CWS 고객 서비스 팀은 각 위치에 따라 사용자에게 할당된 새 NGT 프록시를 제공합니다.현재 모든
위치에 NGT 프록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귀사에는 마이그레이션 통지를 받은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
습니까?

모든 사이트를 동시에 마이그레이션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요청된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모
든 사이트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CWS 구축 및 구성에 대해 잘 모릅니다.변경 사항을 지원하는 Cisco 자동 구성 또는 마이그레이
션 툴이 있습니까?

아니요. Cisco에는 자동 구성/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툴이 없습니다.도움이 되는 구축 방법을 기
반으로 한 자세한 마이그레이션 가이드가 제공됩니다.문제가 발생할 경우 cws-
migration@cisco.com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11. IP 주소를 기준으로 트래픽을 제한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외부 벤더가 있는 경우 새로운 NGT 이
그레스 IP 주소 범위는 무엇입니까?

차세대 타워 이그레스 IP 주소 범위
런던 108.171.128.160 - 108.171.128.223
세쿠쿠스 108.171.130.160 - 108.171.130.223
달라스 108.171.132.160 - 108.171.132.223
시드니 108.171.134.160 - 108.171.134.223
시카고 108.171.131.160 - 108.171.131.223
프랑크푸르트 108.171.129.160 - 108.171.129.223
워싱턴 DC 108.171.133.160 - 108.171.133.223
산호세 108.171.135.160 - 108.171.135.223
상파울루 108.171.138.160 - 108.171.138.223
요하네스버그 108.171.145.160 - 108.171.145.223

12. EasyID 또는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 작동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EasyID IP 주소가 변경되어 에지/방화벽 디바이스에서 인바운드를 허용해야 합니다
.ScanCenter 포털의 EasyID 섹션에서 IP 주소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방화벽 정책에서 포트 TCP
389/3268 또는 TCP 636/3269(LDAP)의 새 EasyID IP 주소에서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서버에 대한 인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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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환 일정을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가동 중지 시간이 필요합니까?

커넥터에 백업 타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SA/ISR/WSA/Native Connector). 권장 모범 사례는 비피크 시간 또는 시간 후 마이그레이션을 수
행하는 것입니다.

14. CWS 컨피그레이션 외에 네트워크에서 어떤 변경이 필요합니까?

에지/방화벽 디바이스 및/또는 정책 기반 라우팅에 아웃바운드 ACL이 구성된 경우 회사에 할당된
NGT 프록시 FQDN/IP 주소로 업데이트합니다.

15. NGT로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보고 중단이 발생합니까?

ScanCenter 포털에서 예약 및 저장된 보고서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6. NGT 프록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어떤 연결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포트 TCP/8080에서 할당된 NGT 프록시에 TCP PING 또는 텔넷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7. NGT 프록시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 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
니까?

"whoami.scansafe.net"으로 이동하여 "logicalTowerNumber"를 확인합니다
."logicalTowerNumber"는 10000과 액세스 포인트 번호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access66.cws.sco.cisco.com"이 할당된 경우 logicalTowerNumber는 10066입니다.

18. NGT 프록시 FQDN 또는 IP 주소를 사용합니까?

향후 변경 사항을 방지하려면 NGT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AnyConnect Web Security Module을 사용하는 모바일 사용자는 어떤 종류의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까?

AnyConnect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는 NGT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20. NGT로 이동할 때 보조 CWS 타워와 기본 타워를 변경해야 합니까?

예, 주어진 과제에 따라 기본 타워와 보조 타워를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문제

NGT 마이그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기록합니다.

웹: 지원 사례 관리자●

전화: 미국:1(877) 472-2680유럽/중동/아프리카:44(0) 207-034-9400아시아 태평양 지역:  (64)
800513572

●

알티쿠아상 프레 미그라카오:Melhoramentos 또는
InfrastructureUtura 다 Cisco Cloud Web Security no Data Center

https://tools.cisco.com/ServiceRequestTool/scm/mgmt/case


de São Paulo

Como parte do compromisso da Cisco para continuamente melhorar a qualidade das nossas
ofertas de Segurança-como-como-um-servço, enconcontramnos-nos atualmente 구현
Melhoramconsiábeas a infrastructure providencia for seu services Cisco Cloud Web Security
(anteriormente Scansafe) em São Paulo.

De forma a acera a a acersta a aperfeiçoada infrastructure estrutura, à qual referrimos "Next Gen
Tower" (torre de nova geraçao) ou "NGT", terang de procedure à migraço does proxrio primáe
secundáque atualmento services para cloud Web Security para o proxy NGT.2016년 메마 데브 사
용자 컴플리트 아테다 아테다 데 마르소 드 마르소 데 마르소 2016O envio desta pré-notificaçao
tempaos nossos clientes suficidente para planear e agendar quaisquerqueer janças de
mantençao quaas qualas qualpara internos (endereços de proxy) querpara negócio externo/
parceiros de negocios (intervalo egress).

2016년 13데마소 데 마소 데 마소 아텐카오 케 나앙(Tenha em atençang que khawachada
qualquer extensão de prazo a migraçao após 13 de Maço de 2016.페로 케 아그라데코스 케 토다
스는 메디다스 커드라리아어 파라 프리카 미그라카오 오브리가토리아나앙 미그라카오 아테 13 드
마르소 결과 타라 나 페르다 드 서비스 소

Receberá um novo e-mail no início de 2016 com(2016년 início de 2016의 이메일) informa
negoaça para migraçao(디탈레이스가 NGT atribuydos espitificificamente a cada cliente를 포함)엔
트탄토, 벤토어, 텐하 엠 선호 데아상 노바 알루스 이그레스 파라 DC 드 상파울루:108.171.138.160
- 108.171.138.223.아콘셀하모스 노소스 클라이언트에는 inforarem desa jos dessers jos parceiros
de negoties novos intervalos egress가 있습니다.

Caso는 Cisco(ASA, ISR, WSA 등) Para Tráfico de Reperestraiphasta의 인프라에서 Cisco를 위한
수아적 컨피그레이션(suas equamoamnos, ISR, WSA 등)을 포함한, Migraçar을 완성하는 Nossa
página web para web para pergunatalas를 선호합니다.

Tamém encontrará informaçao poderá o seu departlhar com o departamento de informatática ou
com o departamento de um parceiro o novo intervalo de egress IP para NGT.

Por는 Aceda a este 링크 파라 Perguntas Frequentes e Instrucçae de Migraçao를 선호합니다.

Equipment as de Operaçaçao de Services da Cisco encontram-se dispoonveis para assegurar
uma transitçao simpples e eficincente para nova infrastructure estrura.Caso existavamente es
relativamente des migraçao suas atuais conexus que nang se encontrem na nossa web para
Perguntas Instrauçaque es Migraçao, 또는 conacte-via e-mail atravgues do enderço cws-
migrations@cisco.com.

IMPORTANTE - POR FAVOR LEIA:아소아 케어 데비아 에스타나입니다 알피카상 나노메 다 수아
에프레사, 아세구라르 아쥬드노스 아수아 알레타다 아스페르타아아아요아상 요아소 마아상
Tamém pode atualizar a lista de enderços de e-mail para notificaçes da sua empresa atravah do
seu ScanCenter Portal efetuando login para página "Inicio" e seleciono separator "Admin"을 따로
구분하십시오. Em Seguida, passe o ponteiro do rato so solar or separador "Sua Conta" e
selective "Notificaçes". Em seguida clique no botang "Gerenciar configuaçaçaçade es de
atualizaçao do services" e assegure-se de a caixa de verficaçao "Enviar e-mail de atualizaço do
services" esta selecionada.Por fim adicioone o enderço de e-mail da pessoa correta na caixa de
texto ao lado de "Enviar e-mail de atualizaçao do services ço" e passaresta a reciaça deisabalhos
de trabalhos de mangutençao.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cloud-web-security/118478-technote-cws-00.html?cachemode=refresh
mailto:cws-migrations@cisco.com
mailto:cws-migrations@cisco.com
https://scancenter.scansafe.com/portal/admin/login.jsp


Com os는 Cumprimentos,

Cisco de Operaçae e Prestaang de Services 장비

Notificacion 프리마이그레이션:Mejoras en la infrastructure de
Cisco CWS(Cloud Web Security) en 상파울루 DC

Como Parte del compromiso de Cisco de mejorar continuamente la calidad de nuestras ofertas
ofertas de Security-as-a-Service, estamos alizando mejoras heavitiativas en la infrastructure que
of rece el servicio de Cisco Cloud Web Security (anteriormente ScanSafe) en Sao Paulo, Brasil.

파라카치더 에스타히피에스타 메조라다, la que nos는 코모 "Next Gen Tower"(Torre de Nueva
generación) o "NGT"를 다시 나타냅니다. 실제 프록시의주 백업 아스키오 de Cisco Cloud Web
Security tendrán 사용자 마이그레이션 a una asignacion de NGT.라 페차데니시오 데 에스타 이나
시오 NGT 에탈멘테 플라네아다 프린시피오 데 페브레로 2016 y la migraciaón decompleada del 13
de marzo de 2016.Estamos enviracional conantelación nopación a nominiionar a nutestros
clientes el tiempo suficiente frinificar y programar las ventanas de cambio necasarias, ya sea
propósios internos (cambio de direcciones de proxiiones) o social de negocios / comercialexternos
(rangoos de IP plucios)

Por favor favor f호의 tenga en cuenta no se reccionará ninguna extensión de migración del á del
13 de marzo de 2016.Por lo tanto, por favor, tome las medidas necasarias para prepara próximo
cambio layod.(으)로 구성됩니다.Si no pudiera migrar para el 13 de marzo se traduciría en pérdida
del servicio. 퍼디에라(migrar para el 13 de marzo se traduciría en una prdida del servicio)입니다.

유스티드 레시비라 오트로 코르레오 전기 니코 2016 콘프리마시오나카리아에스타 이파리에산에는
아스키나시오네스 에스페시피카 드 프록시제 NGT가 포함됩니다.Mientras tanto, por favor, tenga
en cuenta que el nuevo rango de IP de salida de Sao Paulo DC es:108.171.138.160 -
108.171.138.223. 나모스가 누에스트로스 클라이언트리들에게 알림이란 sosososocio externos,
con antelacón a la migración, de esto de salida adicioonal la 시장 brevedad posable입니다.

Si desea obtener más informathón, visite nuestra página de preguntas frecuentes e instrucciones,
donde encontrarlas instrucciones la migracón, endersiones, donde encontraciones de las
instrucciones la migración, incidaciones en dispotivos Cisco (ASA, ISR, WSA, WSA, WSA 등)
para) para estraisem de red a estrategiusas de red a estraas estrucusestraas infrastructure
meturngias 우스티드 타비엔 엔콘트라리아 푸에데 쿠엔카 쿠펜파터 구입 구입 구입 구입 IT o Con
Sosososososososocos el nuevo rango de direcciones IP de salida para NGT.

하가를 클릭합니다.

Los Equpos de Cisco de Operaciones y Despliegue del Servicio están disconobles para asegurar
tranisción senciya y efica hacia nuevas infrastructureas mejoradas.Si는 정련된 엔젤 프레구니나
페군타 아케르카 드 라 마이그레이션 아시온 데 라 마이그레이션acerca de la migraciones
actualque no respondió en en en las preguntas frecuentes, 또는 por fonngase en contacto con
nosotros usando el correo electronico cws-migrations@cisco.com.

중요 - LEA에게 도움:에스티나 라 페르소나 케 데베 이스타네스는 notificaciones en nombre de su
empresa, por favor, aesegurar persable la persona responsable obtenga esta important
inforacacación an la market brevedad posble.También puede acualizar la configuración de
suspación de notificación de su empresa desa Portal ScanCenter ingresando en la página de
"Home" y seleccionla pestña "Admin"연속체, 콜로케 엘 푼테로 델 라톤 라 페스타냐 "My Account"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cloud-web-security/118478-technote-cws-00.html?cachemode=refresh
https://scancenter.scansafe.com/portal/admin/login.jsp


y 셀렉시온 "Notificacons"Continuacón에서 Haga는 El boón "Manage Service Update Settings" y
asegurese de la casilla de verficacón "Send Service Update Emails" está marcada를 클릭합니다
.Por Lulitimo, agregar la dirección de correo electronicónico de la persona responsable en el
cuadro de texto junto "Send Service Update Emails" y ésta recibirá recificaciones de futaciones de
cara future de trabajos de mantenimiento.

Un의 성의있는 살루도,

Cisco Cloud Web Security의 Depliegue del Servicio에서 Los Equipos de Operaciones

관련 정보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명령 참조●

ISR G2(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 Configuration Guide with Cloud Web
Security Solution

●

ISR G2(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 명령 참조●

WSA(Web Security Appliance)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Cloud Web Security 기본 커넥터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td/docs/security/asa/asa90/configuration/guide/asa_90_cli_config/protect_cloud_web_security.html
//www.cisco.com/c/ko_kr/support/security/asa-5500-series-next-generation-firewalls/products-command-reference-list.html
/content/dam/en/us/td/docs/security/wsa/wsa8-0/WSA_8-0-0_UserGuide.pdf
/content/en/us/td/docs/security/web_security/connector/connector3010/Connector_3-0.html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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