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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ADFS(Active Directory Federated Services)를 그룹 멤버십의 전체 목록이
아닌 Cisco CWS(Cloud Web Security) 서비스에 특정 그룹 세부 정보를 보내는 IdP(Identity
Provider)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ScanCenter 포털을 통한 Cloud Web Security 컨피그레이션●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

Microsoft ADFS 서버 관리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실행되는 Microsoft ADFS 버전 2.0을 기반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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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간의 인증 프로세스가 발생하면 ADFS 서버(IdP)와 CWS(서비스 공급자
(SP))가 암호화되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URL 문자열에 추가됩니다.즉, CWS에 추가 정보가 전
송되면 URL 문자열이 더 깁니다.



CWS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SAML 인증(Microsoft ADFS 사용)을 구성할 때 사용자 이름 및 그룹 정
보를 제공하도록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Cloud Web Security:SAML을 사용하는
동안 PingFederate 및 ADFS로 사용자/그룹 특성을 구성하여 이 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URL 크기를 늘리기 위해 사용자가 추가되는 그룹 수입니다.사용자가 많은 수의 AD(Active
Directory) 그룹에 속할 경우, 브라우저가 지정한 URL 제한에 도달하고 인증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크기로 URL이 확장됩니다.

각 브라우저는 고유한 최대 허용 URL 길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RFC 2616은 최대 길이를 지정하
지 않지만, 브라우저 공급업체는 실질적인 제한을 부과합니다.

참고:그룹에 고정 문자 수가 없으므로 최대 그룹 수를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
어 GroupA는 Test_Group_A보다 작은 문자를 가집니다.URL 제한 아래에 있는 여러 그룹을
정의하려면 도메인 이름 + 그룹 이름의 문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

인증 프로세스에 특정 그룹을 포함하도록 Microsoft ADFS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CWS 웹 필터링 규칙에 사용되는 그룹만 선택합니다.존재하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행할 때 이미
사용 중인 그룹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신규 및 구축 모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 컨피그레이션을 따라야
합니다.

URL 크기를 최소한으로 유지●

ADFS(IdP)와 SP(CWS) 간의 인증 프로세스 속도 향상●

각 인증 요청에 대한 대역폭 저장●

모범 사례 컨피그레이션

클레임 공급자 트러스트를 열고 두 개의 수락 변환 규칙을 만듭니다.

클레임 규칙 템플릿 사용 LDAP 특성을 클레임으로 전송

특성 저장소:AD;

LDAP 특성:토큰 그룹 - 부적격 이름;

발송 클레임 유형:그룹

클레임 규칙 템플릿 사용 LDAP 특성을 클레임으로 전송

특성 저장소:AD;

LDAP 특성:SAM 계정 이름;

발송 클레임 유형:이름

신뢰 부품 트러스트를 열고 두 개의 변환 규칙을 생성하여 발급 변환 규칙 생성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cloud-web-security/200144-Cloud-Web-Security-Configure-user-group.html#anc5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cloud-web-security/200144-Cloud-Web-Security-Configure-user-group.html#anc5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cloud-web-security/200144-Cloud-Web-Security-Configure-user-group.html#anc5
https://tools.ietf.org/html/rfc2616#section-3.2.1


들어오는 클레임 템플릿 변환 사용

수신 클레임 유형:이름

형식:지정되지 않음

발송 클레임 유형:이름 ID

형식:지정되지 않음

모든 클레임 값 통과 선택

통과 사용 또는 수신 클레임 필터링

수신 클레임 유형:그룹

특정 값으로 시작하는 클레임 값만 통과:

AD 그룹 이름 지정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사용자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http://whoami.scansafe.net으로 이동합니다.●

출력에는 그룹 멤버쉽의 전체 목록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절차에 지정된 그룹만 나열해야 합니
다.

●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http://whoami.scansa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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