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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ROPC(Resource Owner Password Credentials)의 도움을 받아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ID(ID) 서비스를 통해 구현된 Microsoft(MS) Azure Active
Directory(AD)와의 ISE(Identity Services Engine) 3.0 통합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것을 권장합니다.

ISE●

MS Azure AD●

ROPC 프로토콜 구현 및 제한 사항 이해; 링크●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SE 버전 3.0●

MS Azure AD●

WS-C3850-24P(s/w 16.9.2 포함)●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ctive-directory/develop/v2-oauth-ropc


ASAv(9.10 포함)(1)●

Windows 10.0.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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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ISE REST ID 기능은 ISE 3.0 - REST Auth Service에 도입된 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이 서비
스는 사용자 인증 및 그룹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OAuth(Open Authorization) ROPC 교환과의 통신
을 담당합니다. REST 인증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며 관리자가 활성화한 후 배포의 모든
ISE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사용자 인증 시 클라우드와 REST 인증 서비스 통신이 발생하므로 경로
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증/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레이턴시는 ISE 제어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른 ISE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REST 인증 구현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테스
트해야 합니다.

하이 레벨 플로우 개요

1. Azure 클라우드 관리자가 새 응용 프로그램(앱) 등록을 만듭니다.이 앱의 세부 정보는 나중에
Azure AD와의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ISE에서 사용됩니다.

2. Azure 클라우드 관리자는 다음을 사용하여 앱을 구성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암호 만들기●

ROPC 사용●

그룹 클레임 추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권한 정의●

3. ISE 관리자가 REST 인증 서비스를 설정합니다.다른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4. 변경 사항은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전체 ISE 구축 전반에 복제됩니다.



5. 모든 노드에서 REST 인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ISE 관리자는 2단계의 세부사항으로 REST ID 저장소를 구성합니다.

7. 변경 사항은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전체 ISE 구축에서 복제됩니다.

8. ISE 관리자는 새 ID 저장소 시퀀스를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시퀀스를 수정하고 인증/권한 부
여 정책을 구성합니다.

9. 변경 사항은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전체 ISE 구축 전반에 복제됩니다.

10. 엔드포인트가 인증을 시작합니다.ROPC 프로토콜 사양에 따라 사용자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HTTP 연결을 통해 일반 텍스트로 Microsoft ID 플랫폼에 제공되어야 합니다.현재 ISE에서 지원하
는 유일한 사용 가능한 인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를 내부 방법으로 EAP-TTLS(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Tunneled Transport Layer Security)

●

PAP를 사용한 AnyConnect SSL VPN 인증●

11. RADIUS를 통해 ISE PSN(Policy Service Node)과 교환

12. PrRT(Process Runtime)는 내부 API를 통해 사용자 세부사항(사용자 이름/비밀번호)을 사용하
여 REST ID 서비스에 요청을 보냅니다.

13 .  REST ID 서비스가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를 통해 Azure AD에 OAuth
ROPC 요청을 보냅니다.

14. Azure AD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 그룹을 가져옵니다.

15. ISE로 인증/권한 부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15포인트 후 인증 결과 및 가져온 그룹이 PrRT로 반환됩니다. 이 경우 정책 평가 흐름과 최종 인증
/권한 부여 결과를 할당합니다.권한 부여 프로파일의 특성이 있는 Access-Accept 또는
NAD(Network Access Device)로 반환되는 Access-Reject.

통합을 위해 Azure AD 구성

1.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ppRegistration Service를 찾습니다.

a.전역 검색 바에 AppRegistration을 입력합니다.

b.앱 등록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새 앱 등록을 만듭니다.

3. 새 앱을 등록합니다.





a.앱 이름을 정의합니다.

b.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정의합니다.

c. 등록 단추를 누릅니다.

4. 인증서 및 기밀로 이동합니다.

5.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새 클라이언트 암호를 만듭니다.



6.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클라이언트 암호를 구성합니다.

a.새 암호의 설명을 정의합니다.

b.만료 기간을 선택합니다.

c.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비밀 값을 복사하여 저장합니다(나중에 통합 구성 시 ISE에서 사용해야 함).



그림 8

8. 앱 ID 및 테넌트 ID를 복사하려면 개요 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9. 앱에 대해 ROPC를 활성화합니다.



a.Authentication(인증) 탭으로 이동합니다.

b.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섹션을 찾습니다.

c. 예를 선택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을 공용 클라이언트로 처리합니다.

d.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그룹 클레임을 앱에 추가합니다.



a.토큰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b.Press on - Add groups claim(그룹 클레임 추가).

11. 추가해야 하는 그룹 유형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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