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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클라이언트가 CSD를 사용하는 동안 Citrix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하자마자 연결이 실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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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Cisco CSD(Secure Desktop)와 관련된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Cisco Secure Desktop은 Cisco 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또는 AnyConnect 클라이언트 세션을 설
정하기 위해 원격 디바이스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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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Cisco Secure Desktop은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까?

A. CSD는 다음과 같은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사전 로그인 평가/정책●

Host Scan(Basic 및 Advanced with Remediation 기능)●

캐시 클리너●

보안 저장소●

키 입력 로거●

호스트 에뮬레이션 탐지●

자세한 내용은 CSD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en/US/docs/security/csd/csd321/configuration/guide/CSDJntro.html#wp1052989


Q. CSD에서 지원하는 OS, 브라우저, ASA 버전, SSL VPN 구성 요소의 호환성 매트
릭스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A. 자세한 내용은 Cisco ASA 5500 Series VPN 호환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Q. CSD 컨피그레이션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A. CSD 컨피그레이션은 플래시의 sdesktop/data.xml 파일에 저장됩니다.

Q. CSD는 IPsec VPN 클라이언트와 상호 운용됩니까?

A. 아니요. CSD는 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및 Anyconnect 2.x와만 상호 운용됩니다.

Q. CSD PreLogin 인증서 검사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증서 모두에 적용됩니까?

A. 네.시스템 인증서에 대한 사전 로그인 검사는 CSD 3.2.1(CSCsj35249)에서 구현되었습니다.

Q. Secure Vault를 사용하는 경우, Secure Vault와 실제 데스크톱 간의 상호 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예를 들어, 파일을 두 파일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소에만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A. 파일 시스템이 가상화됩니다.저장소 내에서 프로그램 파일 및 창과 같은 필수 로컬 파일을 볼 수
있지만 저장소 내의 파일은 외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Q. 정의할 수 있는 CSD 위치 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아니요.

Q. CSD 자격 증명 모음 내에 생성된 파일을 게스트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참고: 단 한 가지 예외는 클라이언트 PC에서 작동하는 Outlook, Outlook Express, Eudora 및 Lotus
Notes와 같은 특정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공용 도메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Q: USB fob, CD 또는 디스크와 같은 외부 미디어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A. 예, 하지만 데이터는 암호화되며 저장소가 제거되면 제거되고 키가 제거되어도 표시되지 않습니
다.

Q. 공유 네트워크 폴더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A. 네.공유 네트워크 폴더가 클라이언트 PC에서 네트워크 인접 지역의 일부로 존재하는 경우
Secure Desktop Network Neighbors에도 나타납니다.

Q. Secure Desktop 공간 내에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면 SSL VPN 또는
IPsec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네이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compatibility/asa-vpn-compatibility.html


A. 네.

Q. 클라이언트와 일치하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A.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위치 위치는 창 위치 창에 표시된 대로 위에서 아래로 우선 순위를 사용하
여 서로 다른 위치의 조건을 확인할 때 식별됩니다.기준을 충족하는 첫 번째 위치가 연결 위치로 사
용됩니다.Cisco에서는 기준이 없는 위치를 마지막 위치로 사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
준에 맞는 다른 위치가 없을 경우 기본값이 됩니다.

Q. ActiveX 및 Java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브라우저를 통해 CSD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까?

A. 예, 클라이언트 PC에서 Active X 및 Java가 모두 검색되지 않더라도 CS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Sun JVM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아니요. Cisco Secure Desktop 또는 SSL VPN Client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CSA(Cisco Security Agent) V4.5는 CSD 및 SVC와 상호 운용됩니까?

A. 네.CSA V4.5는 이제 CSD 및 SVC를 모두 지원하고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Q. CSD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파티션의 크기를 얼마나 생성합니까?

A. Secure Desktop 환경이 작성되면 암호화된 파일 공간(저장소)이 생성되며, 이는 작은 파일 공간
으로 시작되며 최대 2GB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저장소 내에서 작업하는 동안 기본 위치에서 로드
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CSD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지 어떻게 결정합니까?일반 데스크톱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입니까?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A. 릴리스 노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SD Vault/Space에서는 응용 프로
그램을 설치할 수 없지만, 클라이언트 PC에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 파일의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사
용합니다.Secure Desktop은 기본 위치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만 지원합니다.향상된 보안의 경우
Windows 및 Program Files 디렉토리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만 Secure Desktop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Secure Desktop은 이러한 기본 설치 위치에 없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하
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Q. CSD에서  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보안 데스크톱 관리 구성 내의 구성 옵션입니다.컨피그레이션에서 활성화된 경우 클라이언트
PC로 다시 전환하면 복사/붙여넣기 버퍼(클립보드)가 지워집니다.

Restrict Printing on Secure Desktop(보안 데스크톱에서 인쇄 제한) - Secure Desktop 공간이 사용
되는 동안 사용자가 인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을 극대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Q. DEP(MS KB 875352)에서 보안 데스크탑이 PC 및 태블릿 PC를 활성화합니까?

//www.cisco.com/en/US/docs/security/csa/csa45/install_guide/45inst.html


A. 이 방법은 이전 버전(3.1.0.29 이전)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며 CSCsc1246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
습니다. 그 당시 해결 방법은 DTS에 설명된 대로 BIOS에서 DEP를 비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버
전 3.1.0.29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Q. PC에 CSD를 사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아니요. 설치할 CSD 구성 요소는 사전 로그인 정책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Q. Windows 플랫폼 및 MAC OS에서 Cache Cleaner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무엇입
니까?

A. CSD v3.3은 32비트 Vista 플랫폼에서 CSD-Vault(샌드박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N_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Q. 원격 클라이언트가 WebVPN을 통해 보안 데스크톱에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듯이 세션을 종료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보안 데스크톱에서 파
일의 흔적을 계속 제거합니까?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는 세션 중에 시스템의 전원을
끄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A. 데이터는 암호화되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며 다음에 Cisco Secure Desktop을 시
작할 때 지워집니다.캐시 클리너를 사용하면 다음에 로그온할 때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Q. ASA 버전 8.0.2.x와 함께 제공되는 새로운 CSD 3.2.x 버전은 ASA 버전
7.1.x/7.2.x와 역호환됩니까?

A. 새로운 버전의 Cisco Secure Desktop 3.2.x는 이전 버전의 ASA 7.1.x/7.2.x와 역호환되지 않습니
다.

Q. CSD v3.2는 Secure Desktop/Vault 및 Cache Cleaner를 지원합니까?

A. ASA 8.0.2.x용 CSD 3.2는 Vista, 32비트 시스템에서 ONLY Cache Cleaner를 지원합니다
.Vista에서 Secure Vault 지원은 향후 고려할 사항입니다(CSD v3.3).

업데이트 - CSD v3.3은 32비트 Vista 플랫폼에서 CSD-Vault(sandbox) 기능을 지원합니다.

Q. CSD 3.2.x Advanced Endpoint Assessment에서 여러 버전의 AV, AS, FW를 리미
디에이션할 수 있습니까?

A. CSD 3.2 Advanced Endpoint Assessment에서는 안티바이러스, 개인 방화벽 또는 안티스파이웨
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CSD 3.2.1은 엔드포인트 평가 기능을 사용하여 동
적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여러 안티바이러스, 개인 방화벽 또는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 CSD 3.2.1, ASDM6.0.3/ASA 8.0.3(2007년 11월 FCSed)에는 이 기능(CSCsk71239)이 포함
됩니다.

Q. CSD 3.2는 제어 CD-R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compatibility/asa-vpn-compatibility.html


A. 현재 설계에서는 CSD에서 CD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Q. CSD를 실행하는 동안 호스트 운영 체제의 위협에 CSD 보안 저장소가 얼마나 취
약합니까?모든 나쁜 것을 만방에 보관하는 것이 실질적인 금고(vault)의 경우입니까,
아니면 호스트에서 일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만큼 취약합니까?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완화하기 위해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CSD의 개념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CSD 자격 증명 모음은 VPN 세션 중에 생성된
캐시된 웹 페이지와 같은 세션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것입니다.보관소는 보호를 위해 암호화됩니다
.바이러스 방지 장치의 유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Q. ASA 8.0에서 CSD + 고급 엔드포인트 평가와 CCA NAC 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포지셔닝합니까?상태 확인 기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CCA가 VPN 사용자에게
8.0보다 큰 이점을 제공합니까?

A. CSD는 상태 확인 및 제한된 교정 기능을 제공하며, CCA는 더욱 정교하고 완전한 교정 프로세스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VPN 사용자가 정규직 재택 근무자인 경우 이는 기술 절약이 아니
며 내부 지원 부서를 종료하지 않고 필요한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합니다.또
한 가능성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CSD는 그룹 단위 정책, 사후 인증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A. 현재 v8.0.3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CSD는 인증/권한 부여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그룹 정책에 대
해 ASA에서 전역적으로 활성화됩니다.Cisco Secure Desktop이 사전 로그인된 주된 이유는 로그인
프로세스 자체(특히 정적 자격 증명이 사용 중인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CSD는 클라이언트 PC에서 어떻게 제거됩니까?

A. Secure Desktop을 설치하면 세션을 닫을 때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이 작
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려면 CSD Manager(CSD 관리자) > Secure Desktop General(Secure
Desktop 일반)에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CSD(Cisco Secure Desktop) Host Scan에서 지원하는 제품 목록을 찾으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A. 최신 정보는 항상 ASDM 내부에 표시됩니다.현재 CSD 패키지(ZIP)에서
secinsp_<VERSION>_av.xml, secinsp_<VERSION>_as.xml 및 secinsp_<VERSION>_fw.xml을 추
출하고 Product_ID 특성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모든 릴리스에서 업데이트되므로 문서가 목록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Q. Advanced Endpoint Assessment에서 지원되는 제품의 하위 집합을 찾으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A. 각 제품에 대한 Allow_port 및 Block_port 속성 값을 검색합니다.

v= implemented

x= not implemented



Q. 어떤 CSD 작업에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까?

A. Java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본 호스트 스캔 작업을 사용하는 CSD 설치에는 관리 권
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물론 FW 프로세스 활성화와 같은 작업은 관리 권한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
니다.검사할 권한이 없는 파일을 검사하지 마십시오.예를 들어, 제한된 사용자는
/users/administrator/mydocuments/file.txt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키 스트로크 로거에는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Q. 64비트 플랫폼에서 Host Scan, Cache Cleaner, Vault와 같은 CSD 기능이 지원됩
니까?

A. 아니요. CSD는 32비트 플랫폼만 지원합니다.

Q. CSD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CSD PreLogin Checks(위치 정책)를 구성할 수 있
습니까?

A. 아니요. 사전 로그인 정책 확인은 CSD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Q. 지원되는 CSD 사전 로그인 확인은 무엇입니까?

A. 확인은 IP 주소(소스 IP 범위), 인증서, 레지스트리, 파일 및 OS입니다.

Q. 모든 사전 로그인 정책을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까?

A. ASDM에는 현재 모든 사전 로그인 정책을 삭제할 버튼/노브가 없습니다.개별적으로 삭제할 수만
있습니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CSCsq91629의 개선 요청이 있습니다.

ASA CLI에서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여 모든 사전 로그인 정책을 지우고 CSD 컨피그레이션을 기본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sdesktop/data.xml1.
그런 다음 ASDM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2.

Q. CSD Prelogin 인증서는 PKI의 유효성을 검사합니까, 아니면 엔드포인트 호스트에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만 합니까?

A. 인증서는 엔드포인트 호스트에 인증서가 있는지, 인증서가 PKI가 검증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합
니다.

Q. 어떤 OS에 레지스트리 및 인증서 사전 로그인 확인이 적용됩니까?

A. Windows 전용.

Q. CSD 설정을 Radius/LDAP에서 푸시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CSD 특정 정책은 Radius/LDAP를 통해 설정할 수 없습니다.

Q. CSD는 엔드포인트 PC에서 TCP 수신 대기 포트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A. CSD 3.2.1은 엔드포인트 PC(Windows, MAC, Linux)에서 포트 스캐닝을 지원하며
CSCsj44999에서 구현되었습니다. DAP(Dynamic Access Policies)는 정책에서
endpoint.device.port 특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SSL VPN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CSD 및 DAP 엔드포인트 특성은 무엇입니까?

A. 다음은 8.0.3.x의 DAP 엔드포인트 선택 특성 범주 목록입니다.

안티스파이웨어●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

파일●

NAC●

운영 체제●

개인 방화벽●

정책(위치)●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호스트 이름, MAC 주소, 포트 번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디바이스●

Q. DAP 디버그(DAP_TRACE:DAP_add_CSD:csd_token =
[71F16BEE51C8B569360F9BF0]) ?

A. ASA는 고유한 난수를 생성하여 HostScan에 할당하여 HostScan과 다른 HostScan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HostScan은 SSL VPN 세션이 없을 때 로그인 전에 발생합니다.HostScan은 스캔 파일에
CSD 토큰을 전송하지 않습니다.토큰은 스캔 데이터를 ASA SSL VPN 세션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
니다.

Q. SBL(Start Before Login) 모드에서 AnyConnect에서 사용할 수 있는 CSD 기능은
무엇입니까?

A. AnyConnect가 SBL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위치 일치 항목이 없는 경우 CSD 실행이 실패하는
경우, 사전 로그인 정책에 따라 호스트 스캔만 CSD에서 수행됩니다.

Q. PreLogin 정책(위치) 컨피그레이션을 삭제하지 않고 CSD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데 권장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새 CSD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합니다. CSD 3.1.1에서 3.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모든 설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Q. Java 버전 1.6.10, 1.6.11 및 1.6.12을 사용하여 Citrix ICA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CSD를 사용하는 동안 Citrix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하자마자 연결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JRE6 업데이트 10 이상에서는 Java가 표준 방법과 다르게 시작됩니다. Java 업데이트 10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Java SE 6 업데이트 10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Java 애플릿이 포함된 웹 사이트를 열고 컴퓨터에 JRE 업데이트 10 이상이 설치된 경우 Secure

http://java.sun.com/developer/technicalArticles/javase/java6u10/


   

Desktop Vault 브라우저는 고정됩니다.이 문제는 Secure Desktop Manager > <policy_name> >
Secure Desktop Settings에 있는 Restrict application usage to the web browser only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기본 설정은 선택 취소됩니다.Secure Desktop에서 Java 애플릿이 작동하도
록 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속성 아래의 텍스트 상자에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웹 브라우저로만 애플리케이션 사
용 제한:c:\program\java.exec:\program\jp2launcher.exe

1.

Restrict application usage to the web browser only(웹 브라우저만 애플리케이션 사용 제한)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2.

관련 정보

Cisco ASA 5500 Series 보안 어플라이언스●

Cisco ASA 5500 Series VPN 호환성 참조●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 FAQ●

PIX/ASA:보안 어플라이언스 FAQ●

Cisco Secure Desktop●

Cisco Secure Desktop 구성●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ps6120/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compatibility/asa-vpn-compatibility.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ps8411/products_qanda_item09186a00809aec31.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vpndevc/ps2030/products_qanda_item09186a00805b87d8.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ps6742/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security/csd/csd321/configuration/guide/CSDJcfg.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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