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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CA(Clean Access)로 알려진 Cisco NAC(Network Admission Control)
Appliance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icrosoft AD(Windows Active Directory) SSO(Single
Sign On)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C가 Windows 2000 SP4 또는 Windows 2003(Standard 또는 Enterprise) SP1 또는 Windows
2003 R2를 실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P1이 없는 Windows 2003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Windows SSO가 AD 환경에서만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Windows NT 환경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정상 액세스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

Cisco NAC Appliance - Clean Access Serve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 Release
4.1(2)에 설명된 대로 CAS(Clean Access Server) 계정을 설정합니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NAC Appliance 소프트웨어 버전 4.x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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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SO 구성

이 섹션의 정보에서는 이 문서에 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D SSO 공급자 설정

AD SSO 제공자 또는 VPN SSO에 대한 인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LDAP 조회 서버는 사용자가 AD SSO에 대한 매핑 규칙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AD SSO 이후 사용자는 AD 특성을 기반으로 역할에 배치됩니다.역할 매핑 없이 기본
SSO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

DC에서 KTP 실행

KAPASS는 Windows 2000/2003 지원 툴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NAC Appliance - Clean Access Server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Guide, Release
4.1(2)를 참조하십시오.

KTPass를 실행할 때는 항상 "/" 및 "@" 사이에 있는 컴퓨터 이름이 DC의 제어판 > 시스템 > 컴퓨터
이름 > 전체 컴퓨터 이름 아래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DC의 이름과 일치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 강조 표시 다음에 나타나는 영역 이름이 항상 대문자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12/cas/412_cas_book.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12/cas/412_cas_book.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12/cas/412_cas_book.html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12/cas/412_cas_book.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12/cas/412_cas_book.html


C:\Program Files\Support Tools>ktpass -princ

 ccasso/prem-vm-2003.win2k3.local@WIN2K3.LOCAL -mapuser ccasso

 -pass Cisco123 -out c:\test.keytab -ptype KRB5_NT_PRINCIPAL +DesOnly

Using legacy password setting method

//confirms ccasso acct is mapped

Successfully mapped ccasso/prem-vm-2003.win2k3.local to ccasso.

Key created.

Output keytab to c:\test.keytab

Keytab version: 0x502

keysize 80 ccasso/prem-vm-2003.win2k3.local@WIN2K3.LOCAL ptype 1

 (KRB5_NT_PRINCIPAL) vno 3 etype 0x17 (RC4-HMAC) keylength 16

 (0xf2e787d376cbf6d6dd3600132e9c215d)

Account ccasso has been set for DES-only encryption.

Windows 7을 지원하려면 다음 예와 같이 KTPASS를 실행해야 합니다.

C:\Program Files\Support Tools>KTPASS.EXE -princ

newadsso/[adserver.]domain.com@DOMAIN.COM -mapuser newadsso

-pass PasswordText -out c:\newadsso.keytab -ptype KRB5_NT_PRINCIPAL

또한 @ 강조 표시 다음에 나타나는 영역 이름이 항상 대문자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CAS에서 SSO 구성

AD 창을 열려면 CCA Servers(CCA 서버) > Manage(관리) > Authentication(인증) > Windows
Auth(Windows 인증) > Active Directory SSO(Active Directory SSO)를 선택하고 다음 항목을 확인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Kerberos 영역 이름 = 대문자여야 합니다.●

FQDN(Active Directory Server):CAS가 DNS를 통해 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필드는 IP 주소일 수 없습니다.이 예의 값을 사용하여 SSH(Secure Shell)를 통해 CAS에 로그
온하고 "nslookup prem-vm-2003.win2k3.local"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성공적으로 해
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FQDN이 AD 서버(DC)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제어판 > 시스템 > 컴퓨
터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 AD 서버 컴퓨터(DC)의 전체 컴퓨터 이름입니다.

●



SSO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CA Servers(CCA 서버) > Manage(관리) > Status(상태)로 이동하여 SSO 서비스가 시작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

1.

CAS가 이제 TCP 8910(Windows SSO에 사용)에서 수신 대기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명령을 실
행합니다.
[root@cs-ccas02 ~]#netstat -a | grep 8910

   tcp        0      0 *:8910                      *:*

   LISTEN

2.

DC에 대한 포트 열기

DC에 적절한 포트를 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참고: 테스트의 경우 항상 DC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를 엽니다.그런 다음 SSO가 작동하면 특정 포
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역할에서 Active Directory에 다음 포트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TCP:88,
135, 445, 389/636, 1025, 1026UDP:88,389참고:  Windows 암호 재설정이 올바르게 작동하려
면 TCP 포트 445를 열어야 합니다.

1.

클라이언트가 CCA 에이전트 4.0.0.1 이상을 실행하는지 확인합니다.2.
Windows 도메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PC에 로그인합니다.참고: 로컬 계정이 아닌 도메인에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3.

클라이언트에서 에이전트가 SSO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SSO 완료



온라인 사용자 목록에 표시되는 SSO 사용자

Windows SSO 문제 해결

오류:SSO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구성을 확인하십시오.

문제

다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KTPass가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슬라이드 X에서 언급한 필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KTPas가 잘못 실행된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AD에서 새 계정을 생성하고 KASS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1.

CAS의 시간이 DC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 단계는 둘 다 동일한 시간 서버를 가리키
도록 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랩 설정에서 CAS를 시간(DC에서 Windows 시간을 실행)으로
DC 자체에 지정합니다. Kerberos는 클럭에 민감하며 기울이기는 5분(300초)보다 클 수 없습
니다.참고: CAS의 AD SSO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 동기화인 NTP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TP가 구성되어 있고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비스를 수정하면 작동해야 합니다.

2.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대문자(Realm)이고 CAS가 DNS에서 FQDN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랩 설정의 경우 DNS를 실행하는 DC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AD는 DNS 서버 한 대를
임대해야 함).

3.

CAS에 직접 https://<CAS-IP-address>/admin으로 로그인합니다.그런 다음 Support Logs(지
원 로그)를 클릭하고 Active Directory Communication Logging to Info(정보에 대한 Active
Directory 통신 로깅)의 로깅 레벨을 변경합니다
.

4.

문제를 다시 생성하고 지원 로그를 다운로드합니다.5.

클라이언트 인증이 작동하지 않음

문제

AD SSO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클라이언트 인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인증되지 않은 역할에서 UDP 포트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포트를 트래픽 정책에 추가한 후
에는 인증이 작동해야 합니다.



Windows 7 PC에서 SSO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

SSO는 Windows 7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대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1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Windows 7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DES 암호화를 활성화한 다음
KASS를 다시 실행하십시오.Windows 7 PC에서 DES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indows 7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1.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정책 > 로컬 정책/보안 > 옵션으로 이
동합니다.

2.

Network security(네트워크 보안) > Configure encryption types allowed(허용된 암호화 유형 구
성)를 선택합니다.

3.

Local Security Settings(로컬 보안 설정) 탭에서 Future 암호화 유형 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
을 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솔루션 2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Windows 2003 Server에서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Windows 7도 지원해야 하
는 경우).

C:\Program Files\Support Tools> ktpass.exe -princ

casuser/cca-eng-domain.cisco.com@CCA-ENG-DOMAIN.CISCO.COM-mapusercasuser -pass

Cisco123 -out c:\casuser.keytab -ptype KRB5_NT_PRINCIPAL

자세한 내용은 Windows 7 환경에서 AD SSO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NAC 환경에서 사용자에 대한 Linux 클라이언트 지원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문제

NAC 환경에서 사용자에 대한 Linux 클라이언트 지원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솔루션

웹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는 Linux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NAC는 상태 평가 없이 웹 로그인으로
Linux를 지원합니다.웹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이 인증되면 사용자가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역할에
사용자를 할당해야 합니다.그러면 사용자는 사용자 역할의 트래픽 정책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Cisco 버그 CSCti54517(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SSO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클라이언트가 SSO를 수행하지 않음

이는 일반적으로 DC/클라이언트 PC 간 또는 클라이언트 PC와 CAS 간의 통신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입니다.

클라이언트에 Kerberos 키가 있습니다.●

포트가 DC에 열려 있으므로 클라이언트가 CAS에서 연결, 에이전트 로그 수신 및 로그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7/cas/s_adsso.html#wp125788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i54517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클라이언트 PC의 시간 또는 시계가 DC와 동기화됩니다.●

CAS가 포트 8910에서 수신 대기 중인지 확인합니다.클라이언트 PC의 스니퍼 추적도 도움이
됩니다.

●

CCA Agent는 4.0.0.1 이상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로컬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브트레이

Kerbtray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Kerberos 티켓(TGT 및 ST)을 획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DC에서 생성한 CAS 계정에 대한 ST(서비스 티켓)입니다.

Kerbtray는 Microsoft 지원 도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Kerberos 티켓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의 녹색 Kerbtray 아이콘은 클라이언트에 활성 Kerberos 티켓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티켓이 CAS 계정에 대해 올바른(유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AS 로그 - SSO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

CAS에 대한 로그 파일은 /perfigo/logs/perfigo-redirect-log0.log.0입니다.

CAS에서 AD SSO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CAS-DC 통신 문제입니다.

SEVERE: startServer - SSO Service authentication failed.

Clock skew too great (37)

Aug 3, 2006 7:52:48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loginToKDC

즉, 클록이 CAS와 도메인 컨트롤러 간에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1.

Aug 21, 2006 3:39:11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loginToKDC

    INFO: GSSServer - SPN : [ccass/PreM-vM-2003.win2k3public.local@WIN2K3PUBLIC.LOCAL]

Aug 21, 2006 3:39:11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loginToKDC

SEVERE: startServer - SSO Service authentication failed.

Client not found in Kerberos database (6)

Aug 21, 2006 3:39:11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startServer

WARNING: GSSServer loginSubject could not be created.

이는 사용자 이름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잘못된 사용자 이름 "클래스", 오류 코드 6 및 마
지막 경고를 확인합니다.

2.

Aug 21, 2006 3:40:26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loginToKDC

INFO: GSSServer - SPN : [ccasso/PreM-vM-2003.win2k3public.local@WIN2K3PUBLIC.LOCAL]

Aug 21, 2006 3:40:26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loginToKDC

SEVERE: startServer - SSO Service authentication failed.

Pre-authentication information was invalid (24)

Aug 21, 2006 3:40:26 PM com.perfigo.wlan.jmx.admin.GSSServer startServer

WARNING: GSSServer loginSubject could not be created.

암호가 올바르지 않거나 영역이 잘못되었습니다(대문자 아님). 잘못된 FQDN입니까?공단
ass가 잘못 실행됩니까?오류 24 및 마지막 경고를 확인합니다.주: KTPas 버전이
5.2.3790.0인지 확인합니다.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되더라도 SSO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으
므로 잘못된 버전의 KTP가 없는 경우.

3.

클라이언트 - CAS 통신 문제:

Aug 3, 2006 10:03:05 AM com.perfigo.wlan.jmx.admin.GSSHandler run

         SEVERE: GSS Error: Failure unspecified at GSS-API level

(Mechanism level: Clock skew too great (37))

이 오류는 클라이언트 PC 시간이 DC와 동기화되지 않을 때 표시됩니다.

참고: 이 오류와 CAS 시간이 DC와 동기화되지 않은 오류 간의 차이입니다.

알려진 문제

Cisco 버그 ID CSCse64395(등록된 고객만 해당) —4.0 에이전트는 Windows SSO용 DNS를
확인하지 않습니다.이 문제는 CCA 에이전트 4.0.0.1에서 해결됩니다.

●

Cisco 버그 ID CSCse46141(등록된 고객만 해당) —CAS가 시작하는 동안 AD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SSO가 실패합니다.해결 방법은 CCA Servers(CA 서버) > Manage [CAS_IP]

●

//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onebug.pl?bugid=CSCse64395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onebug.pl?bugid=CSCse46141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Authentication(CAS_IP 관리) > Windows Auth(Windows 인증) > Active Directory SSO(Active
Directory SSO)로 이동하여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하여 AD SSO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CAS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 재시작합니다.이전 자격 증명이 CAS에 캐시되고 Tomcat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새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캐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

SSO에 대해 단일 사용자 로그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이는 SSO가 Kerberos 프로토콜이기 때
문에 SSO의 정상적인 동작이며, Kerberos 프로토콜에서 단일 사용자 로그를 제한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

Windows 7 및 Windows 2008은 Windows 7 또는 Windows 2008에서 지원하지 않는 DES 암호
화를 사용하므로 SSO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관련 정보

Cisco NAC Appliance(Clean Access)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upport.microsoft.com/kb/977321
//www.cisco.com/en/US/products/ps612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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