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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증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TACACS+ 또는 RADIUS 서버에서 자동으로 검색 및 적용
되는 특정 액세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로그인하거나 HTTP를 통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프로필은 인증된 사용자로부터 활성 트래픽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은 웹 브라우저를 10.1.1.1에서 시작하여 10.17.17.17으로 표시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VPN 클라이언트는 10.17.17.x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터널 엔드포인트 10.31.1.111을 통
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IPSec 터널이 구축되고 PC가 풀 RTP-POOL에서 IP 주소를 가져옵니
다(모드 컨피그레이션이 수행되기 때문). 그런 다음 Cisco 3640 라우터에서 인증을 요청합니다.사
용자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10.14.14.3의 TACACS+ 서버에 저장)를 입력하면 서버에서 전달된
액세스 목록이 액세스 목록 118에 추가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isco VPN Client는 Cisco 3640 라우터로 IPSec 터널을 설정하도록 구성됩니다.●

TACACS+ 서버는 인증 프록시에 대해 구성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소프트웨어 릴리스 12.4●

Cisco 3640 Router●

Windows 버전 4.8용 Cisco VPN Client(모든 VPN 클라이언트 4.x 이상이 작동해야 함)●

참고: ip auth-proxy 명령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5.T에서 도입되었습니다.이 구성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4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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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3640 라우터

/content/en/us/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http://www.cisco.comhttp://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Current configuration:

!

version 12.4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3640

!

!--- The username and password is used during local

authentication. username rtpuser password 0 rtpuserpass

!--- Enable AAA. aaa new-model

!--- Define server-group and servers for TACACS+. aaa

group server tacacs+ RTP

 server 10.14.14.3

!

!--- In order to set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authentication at login, use the aaa

authentication login command in global configuration

mode

aaa authentication login default group RTP local

aaa authentication login userauth local

aaa authorization exec default group RTP none

aaa authorization network groupauth local

aaa authorization auth-proxy default group RTP

enable secret 5 $1$CQHC$R/07uQ44E2JgVuCsOUWdG1

enable password ww

!

ip subnet-zero

!

!--- Define auth-proxy banner, timeout, and rules. ip

auth-proxy auth-proxy-banner http ^C

Please Enter Your Username and Password:

^C

ip auth-proxy auth-cache-time 10

ip auth-proxy name list_a http

ip audit notify log

ip audit po max-events 100

cns event-service server

!

!--- Define ISAKMP policy. crypto isakmp policy 10

 hash md5

 authentication pre-share

 group 2

!--- These commands define the group policy that !--- is

enforced for the users in the group RTPUSERS. !--- This

group name and the key should match what !--- is

configured on the VPN Client. The users from this !---

group are assigned IP addresses from the pool RTP-POOL.

crypto isakmp client configuration group RTPUSERS

 key cisco123

 pool RTP-POOL

!

!--- Define IPSec transform set and apply it to the

dynamic crypto map. crypto ipsec transform-set RTP-

TRANSFORM esp-des esp-md5-hmac

!



crypto dynamic-map RTP-DYNAMIC 10

 set transform-set RTP-TRANSFORM

!

!--- Define extended authentication (X-Auth) using the

local database. !--- This is to authenticate the users

before they can !--- use the IPSec tunnel to access the

resources. crypto map RTPCLIENT client authentication

list userauth

!--- Define authorization using the local database. !---

This is required to push the 'mode configurations' to

the VPN Client. crypto map RTPCLIENT isakmp

authorization list groupauth

crypto map RTPCLIENT client configuration address

initiate

crypto map RTPCLIENT client configuration address

respond

crypto map RTPCLIENT 10 ipsec-isakmp dynamic RTP-DYNAMIC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0.31.1.111 255.255.255.0

 ip access-group 118 in

 no ip directed-broadcast

!--- Apply the authentication-proxy rule to the

interface. ip auth-proxy list_a

 no ip route-cache

 no ip mroute-cache

 speed auto

 half-duplex

!--- Apply the crypto-map to the interface. crypto map

RTPCLIENT

!

interface FastEthernet1/0

 ip address 10.14.14.14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speed auto

 half-duplex

!

!--- Define the range of addresses in the pool. !--- VPN

Clients will have thier 'internal addresses' assigned !-

-- from this pool. ip local pool RTP-POOL 10.20.20.25

10.20.20.50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10.14.14.15

ip route 10.1.1.0 255.255.255.0 10.31.1.1

!--- Turn on the HTTP server and authentication. !---

This is required for http auth-proxy to work. ip http

server

ip http authentication aaa

!

!--- The access-list 118 permits ISAKMP and IPSec

packets !--- to enable the Cisco VPN Client to establish

the IPSec tunnel. !--- The last line of the access-list

118 permits communication !--- between the TACACS+

server and the 3640 router to enable !---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All other traffic is denied. access-

list 118 permit esp 10.1.1.0 0.0.0.255 host 10.31.1.111

access-list 118 permit udp 10.1.1.0 0.0.0.255 host

10.31.1.111 eq isakmp

access-list 118 permit tcp host 10.14.14.3 host

10.31.1.111



!

!--- Define the IP address and the key for the TACACS+

server. tacacs-server host 10.14.14.3 key cisco

!

line con 0

 transport input none

line aux 0

line vty 0 4

 password ww

!

end

VPN Client 4.8 구성

VPN Client 4.8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tart(시작) > Programs(프로그램) > Cisco Systems VPN Client(Cisco Systems VPN 클라이
언트) > VPN Client(VPN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1.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Create New VPN Connection Entry(새 VPN 연결 항목 생성) 창
을 시작합니다
.

2.

설명과 함께 연결 항목의 이름을 입력합니다.Host(호스트) 상자에 라우터의 외부 IP 주소를 입
력합니다.그런 다음 VPN 그룹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3.



.
사용할 연결을 클릭하고 VPN Client 주 창에서 Connect(연결)를 클릭합니다
.

4.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xauth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하여
원격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5.



VPN 클라이언트는 중앙 사이트의 라우터에 연결됩니다
.

Cisco Secure ACS를 사용하여 TACACS+ 서버 구성

Cisco Secure ACS에서 TACACS+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을 확인하려면 Cisco Secure ACS를 찾도록 라우터를 구성해야 합니다.예:
3640(config)#

aaa group server tacacs+ RTP

3640(config)#

tacacs-server host 10.14.14.3 key cisco

1.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security/command/reference/sec_a1g.html#wp1073107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security/command/reference/sec_s1g.html#wp1100025


왼쪽에서 Network Configuration(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고 Add Entry(항목 추가)를
클릭하여 TACACS+ 서버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서 라우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합니다.라우
터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

2.

키는 3640 라우터와 Cisco Secure ACS 서버 간에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인증을 위해
TACACS+ 프로토콜을 선택하려면 Authenticate Using 드롭다운 메뉴에서 TACACS+(Cisco
IOS)를 선택합니다
.

3.



Cisco Secure 데이터베이스의 User(사용자) 필드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다음 Add/Edit(추가
/수정)를 클릭합니다.이 예에서는 사용자 이름이 rtpuser입니다
.

4.



다음 창에서 rtpuser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이 예에서는 비밀번호가 rtpuserpass입니다.원
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을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완료되면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

5.



대체 기능 구성

기본 RADIUS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라우터는 다음 활성 백업 RADIUS 서버로 장애 조치됩니
다.기본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라우터는 계속해서 보조 RADIUS 서버를 계속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서버는 높은 성능과 기본 서버입니다.보조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로컬 데이
터베이스를 aaa authentication login default group RTP local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PC와 Cisco 3640 라우터 간에 IPSec 터널을 설정합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ios/security/command/reference/sec_a1.html#wp1042072


PC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http://10.17.17.17으로 이동합니다. Cisco 3640 라우터는 이 HTTP 트래픽
을 인터셉트하고 인증 프록시를 트리거하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
합니다.Cisco 3640은 인증을 위해 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TACACS+ 서버로 전송합니다.인증에
성공하면 웹 서버(10.17.17.17)에서 웹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ip access-lists—방화벽 라우터에 구성된 표준 및 확장 ACL을 표시합니다(동적 ACL 항목
포함). 사용자가 인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적 ACL 항목이 정기적으로 추가되고 제거됩니다.이
출력은 auth-proxy가 트리거되기 전에 access-list 118을 표시합니다.
3640#show ip access-lists 118

   Extended IP access list 118

   10 permit esp 10.1.1.0 0.0.0.255 host 10.31.1.111 (321 matches)

   20 permit udp 10.1.1.0 0.0.0.255 host 10.31.1.111 eq isakmp (276 matches)

   30 permit tcp host 10.14.14.3 host 10.31.1.111 (174 matches)

이 출력은 auth-proxy가 트리거되고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인증한 후 access-list 118을 표시합
니다.
3640#show ip access-lists 118

   Extended IP access list 118

   permit tcp host 10.20.20.26 any (7 matches)

   permit udp host 10.20.20.26 any (14 matches)

   permit icmp host 10.20.20.26 any

   10 permit esp 10.1.1.0 0.0.0.255 host 10.31.1.111 (379 matches)

   20 permit udp 10.1.1.0 0.0.0.255 host 10.31.1.111 eq isakmp (316 matches)

   30 permit tcp host 10.14.14.3 host 10.31.1.111 (234 matches)

액세스 목록의 처음 세 행은 이 사용자에 대해 정의되고 TACACS+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항목
입니다.

●

show ip auth-proxy cache—인증 프록시 항목 또는 실행 중인 인증 프록시 컨피그레이션을 표
시합니다.호스트 IP 주소, 소스 포트 번호, 인증 프록시의 시간 제한 값, 인증 프록시를 사용하는
연결의 상태를 나열하는 cache 키워드.인증 프록시 상태가 ETAB이면 사용자 인증이 성공합니
다.
3640#show ip auth-proxy cache

   Authentication Proxy Cache

   Client IP 10.20.20.26 Port 1705, timeout 5, state ESTAB

●

문제 해결

확인 및 디버깅 명령과 다른 문제 해결 정보는 인증 프록시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debu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인증 프록시 구성●

Cisco IOS의 인증 프록시 컨피그레이션●

TACACS+ 및 RADIUS 서버에서 인증 프록시 구현●

Cisco VPN 클라이언트 지원 페이지●

IOS 방화벽 지원 페이지●

IPSec 지원 페이지●

RADIUS 지원 페이지●

RFC(Request for Comment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ipaddr/command/reference/ip1_s1g.html#wp1079555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security/command/reference/sec_s1g.html#wp1070265
/c/ko_kr/support/docs/security/ios-firewall/13896-trouble-auth.html
/c/ko_kr/support/docs/dial-access/integrated-services-digital-networks-isdn-channel-associated-signaling-cas/10374-debug.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35/products_configuration_guide_chapter09186a00804c3d75.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1018/prod_configuration_examples_list.html?referring_site=bodynav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ios-firewall/17778-auth-intro.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230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101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tech/tk583/tk372/tsd_technology_support_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tech/tk583/tk547/tsd_technology_support_sub-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ietf.org/rfc.html?referring_site=bodynav


TACACS/TACACS+ 지원 페이지●

IOS 설명서의 TACACS+●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tech/tk583/tk642/tsd_technology_support_sub-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ndex.htm?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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