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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ACS(Secure Access Control Server) 릴리스 4.0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Cisco
VSA(Airespace Vendor Specific Attributes)를 지원합니다.릴리스 4.0 이전의 ACS 버전의 경우
Cisco Secure ACS로 Cisco Airespace 사전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이 문서에서는 4.0 이전 버전
의 Cisco Secure ACS에 Cisco Airespace 사전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Airespace VSA의 공급업체 코드는 14179입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선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도록 Cisco Secure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Cisco Unified Wireless Security 솔루션에 대한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Secure ACS 서버 버전 3.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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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Cisco Secure ACS 릴리스 4.0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ACS에서 다음과 같은 Cisco Airespace
VSA를 지원합니다.

Aire-WLAN-Id●

Aire-QoS 레벨●

Aire-DSCP●

Aire-802.1P-Tag●

Aire-Interface-Name●

Aire-ACL-이름●

이러한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4.1의 ID 네트워킹에서 사용되는 RADIUS 특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4.0 이전의 ACS 버전의 경우 Cisco Secure ACS로 Cisco Airespace 사전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다음 섹션에서는 Cisco Secure ACS로 Cisco Airespace 사전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Secure ACS에서 RADIUS 특성 사용 전

사용자에 대해 전송할 특정 특성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Network Configuration 섹션에서 액세스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AAA 클라이언트 항목을 구성해
야 합니다.이 액세스 디바이스는 AAA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려는 특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RADIUS를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액세스를 부여합니다.

●

Interface Configuration 섹션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 프로필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특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특성을 지원하는 RADIUS 다양성에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특성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IETF RADIUS Session-Timeout 특성(27)은 RADIUS (IETF) 페이지
에 나타납니다.참고: 기본적으로 사용자별 RADIUS 특성은 Interface Configuration 페이지에 나
타나지 않으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사용자별로 특성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Interface
Configuration 섹션의 Advanced Options 페이지에서 사용자별 TACACS+/RADIUS Attributes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사용자별 특성을 활성화하면 사용자 열이 해당 속성에 대한
Interface Configuration 페이지에 비활성화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 편집 페이지 또는 공유 RADIUS 권한 부여 구성 요소 페이지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필에서 해당 특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특성이
활성화되면 ACS는 액세스 수락 메시지의 AAA 클라이언트에 특성을 보냅니다.특성과 연결된
옵션에서 AAA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특성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 사용자 프로필의
설정은 그룹 프로필의 설정을 재정의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필 및 사용자가 할당된 그룹
에서 Session-Timeout을 구성하는 경우 ACS는 사용자 프로필에 지정된 Session-Timeout 값을
AAA 클라이언트에 보냅니다.

●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4.1/configuration/guide/c41sol.html#wp1047519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4.1/configuration/guide/c41sol.html#wp1047519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4.1/configuration/guide/c41sol.html#wp1047519


Cisco Secure ACS로 Cisco Airespace VSA 가져오기

Cisco Airespace VSA를 Cisco Secure ACS로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RADIUS 벤더/VSA 가져오기 파일에서 Cisco Airespace VSA를 정의합니다.1.
새 RADIUS 벤더 및 VSA를 추가할 RADIUS 벤더 슬롯을 결정합니다.2.
Cisco Secure ACS에 Cisco Airespace VSA를 추가합니다.3.

참고: 응용 프로그램 regedit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Cisco Secure ACS Windows 서
버에서 regedit가 실행 중인 경우 사용자 지정 RADIUS 공급업체 및 VSA 세트를 추가하는 데 필요
한 레지스트리 업데이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ADIUS 벤더/VSA 가져오기 파일에서 Cisco Airespace VSA 정의

Cisco Secure ACS로 설정된 Cisco Airespace VSA를 가져오려면 가져오기 파일에서 RADIUS 공급
업체 및 VSA 세트를 정의해야 합니다.이 섹션에서는 RADIUS VSA 가져오기 파일의 형식 및 내용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RADIUS 공급업체/VSA 가져오기 파일은 Windows.ini 파일 형식을 사용합니다.각 RADIUS 공급업
체/VSA 가져오기 파일은 세 가지 유형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이러한 섹션은 이 표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각 섹션은 섹션 헤더와 키 및 값 세트로 구성됩니다.RADIUS 공급업체/VSA 가져오
기 파일의 섹션 순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급업체 및 VSA 세트 정의

각 RADIUS 공급업체/VSA 가져오기 파일에는 공급업체 및 VSA 세트 섹션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섹션 헤더는 [User Defined Vendor]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벤더 및 VSA 집합 섹션에서는 IETF 할당 벤더 번호가 14179인 벤더 Cisco
Airespace를 정의합니다.

[User Defined Vendor]

Name=Airespace

IETF Code=14179

VSA 1=Airespace-WLAN-Id

VSA 2=Airespace-QoS-Level

VSA 3=Airespace-DSCP

VSA 4=Airespace-802.1p-Tag

VSA 5=Airespace-Interface-Name

VSA 6=Airespace-ACL-Name

속성 정의

각 RADIUS 벤더/VSA 가져오기 파일에는 벤더 및 VSA 세트 섹션에 정의된 각 속성에 대해 하나의
특성 정의 섹션이 있어야 합니다.각 특성 정의 섹션의 섹션 헤더는 벤더 및 VSA 세트 섹션에서 해당
속성에 대해 정의된 속성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이 표에는 속성 정의 섹션에 대한 유효한 키가 나
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특성 정의 섹션은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열인 Airespace-
Interface-Name VSA를 정의합니다.

[Airespace-Interface-Name]

Type=STRING

Profile=OUT

열거 정의

열거형 정의를 사용하면 정수 유형 특성의 유효한 각 숫자 값에 대해 텍스트 기반 이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Cisco Secure ACS HTML 인터페이스의 Group Setup(그룹 설정) 및 User Setup(사용자
설정) 섹션에서 정의하는 텍스트 값은 열거형을 사용하는 속성과 연결된 목록에 나타납니다.열거형
정의 섹션은 특성 정의 섹션이 참조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정수 유형 특성인 특성만 열거 정의



섹션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각 열거형 정의 섹션의 섹션 헤더는 열거형을 참조하는 열거형 키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열거형
정의 섹션은 둘 이상의 열거형 키가 참조할 수 있으므로 공통 열거형 정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
다.열거형 정의 섹션에는 최대 1,000개의 키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 표에는 열거 정의 섹션에 대
한 유효한 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열거형 정의 섹션은 문자열 값 은(는) integer 0, 문자열 값 Gold를 정수 1 등과 연결하
는 QOS-VALUES 열거형을 정의합니다.

[QOS-VALUES]

0=Silver

1=Gold

2=Platinum

3=Bronze

Airespace 사전 파일

AirespaceVSA.ini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User Defined Vendor]

Name=Airespace

IETF Code=14179



VSA 1=Airespace-WLAN-Id

VSA 2=Airespace-QoS-Level

VSA 3=Airespace-DSCP

VSA 4=Airespace-802.1p-Tag

VSA 5=Airespace-Interface-Name

VSA 6=Airespace-ACL-Name

RadiusExtensionPoints=EAP

[Airespace-WLAN-Id]

Type=INTEGER

Profile=OUT

[Airespace-QoS-Level]

Type=INTEGER

Profile=OUT

Enums=QOS-VALUES

[QOS-VALUES]

0=Silver

1=Gold

2=Platinum

3=Bronze

[Airespace-DSCP]

Type=INTEGER

Profile=OUT

[Airespace-802.1p-Tag]

Type=INTEGER

Profile=OUT

[Airespace-Interface-Name]

Type=STRING

Profile=OUT

[Airespace-ACL-Name]

Type=STRING

Profile=OUT

이 파일을 Airespace.ini로 저장하고 하드 드라이브(특히 C:\Cisco Secure ACS 3.2\Utils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다음 단계는 Cisco Secure ACS에 VSA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Cisco Secure ACS에 Cisco Airespace VSA 추가

Utils 디렉토리(C:\Cisco Secure ACS 3.2\Utils directory)에서 사용 가능한 CSUtil.exe -addUDVV 명
령을 사용하여 최대 10개의 사용자 지정 RADIUS 공급업체 및 VSA 세트를 Cisco Secure ACS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각 RADIUS 벤더 및 VSA 세트는 10개의 가능한 사용자 정의 RADIUS 벤더 슬롯
중 하나에 추가됩니다.

CSUtil.exe -listUDVV 명령은 각 사용자 정의 RADIUS 공급업체 슬롯을 슬롯 번호 순서로 나열합니
다.CSUtil.exe 명령은 사용자 지정 RADIUS 공급업체가 포함되지 않은 슬롯을 Unassigned로 나열
합니다.할당되지 않은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Unassigned(미할당)로 표시된 슬롯에 맞춤형 RADIUS
벤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CiscoSecure ACS v3.2\Utils>csutil -listUDV

CSUtil v3.2(1.20), Copyright 1997-2001, Cisco Systems Inc

UDV 0 - RADIUS (Airespace)

UDV 1 - Unassigned

UDV 2 - Unassigned



UDV 3 - Unassigned

UDV 4 - Unassigned

UDV 5 - Unassigned

UDV 6 - Unassigned

UDV 7 - Unassigned

UDV 8 - Unassigned

UDV 9 - Unassigned

CSUtil.exe 명령이 Cisco Secure ACS에 사용자 지정 RADIUS 공급업체 및 VSA 세트를 추가하는
동안 모든 Cisco Secure ACS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다시 시작됩니다.이 프로세스 중에 인증
된 사용자가 없습니다.

Cisco Secure ACS에 Cisco Airespace VSA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Secure ACS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MS DOS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CSUtil.exe를 포함
하는 디렉토리로 디렉토리를 변경합니다.예를 들어 Cisco Secure ACS가 C:\Cisco Secure
ACS 3.2 디렉토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디렉토리에서 Utils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DOS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C:\Cisco Secure ACS 3.2\cd Utils

C:\Cisco Secure ACS 3.2\Utils

1.

이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SUtil.exe -addUDV slot-number filename

여기서 slot-number는 사용되지 않는 Cisco Secure ACS RADIUS 벤더 슬롯이고 filename은
RADIUS 벤더/VSA 가져오기 파일의 이름입니다.파일 이름에는 RADIUS 공급업체/VSA 가져
오기 파일에 대한 상대 또는 절대 경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Enter를 누릅니다.예를 들어,
C:\Cisco Secure ACS 3.2\Utils\Airespace.ini에 정의된 Cisco Airespace VSA를 슬롯 5에 추가
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SUtil.exe -addUDV 5 Airespace.ini

CSUtil.exe는 확인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2.

프로세스 중에 VSA를 추가하고 모든 Cisco Secure ACS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Y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CSUtil.exe는 Cisco Secure ACS 서비스를 중지하고, 공급업체/VSA 입력 파
일을 구문 분석하고, 새 RADIUS 공급업체 및 VSA를 Cisco Secure ACS에 추가합니다.이 프
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완료되면 CSUtil.exe는 Cisco Secure ACS 서비스를 다
시 시작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CiscoSecure ACS v3.2\Utils>csutil -addUDV 0 Airespace.ini

CSUtil v3.2(1.20), Copyright 1997-2001, Cisco Systems Inc

Adding or removing vendors requires ACS services to be re-started.

Please make sure regedit is not running as it can prevent registry

backup/restore operations

Are you sure you want to proceed? (Y or N)Y

Parsing [.\Airespace.ini] for addition at UDV slot [0]

Stopping any running services

Creating backup of current config

Adding Vendor [Airespace] added as [RADIUS (Airespace)]

Adding VSA [Airespace-WLAN-Id]

Adding VSA [Airespace-QoS-Level]

Adding VSA [Airespace-DSCP]

Adding VSA [Airespace-802.1p-Tag]

Adding VSA [Airespace-Interface-Name]

Adding VSA [Airespace-ACL-Name]

Done

Checking new configuration...

New configuration OK

Re-starting stopped services

3.



다음을 확인합니다.

Cisco Secure ACS에 Cisco Airespace VSA가 추가되면 Cisco Secure ACS GUI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Cisco Secure ACS GUI에 로그인합니다.1.
왼쪽 메뉴에서 Network Configuration(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고 Add a AAA
client(AAA 클라이언트 추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AAA Client(AAA 클라이언트) 창의
Authenticate Using(다음을 사용하여 인증) 풀다운 메뉴에서 RADIUS(Airespace)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Interface Configuration(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RADIUS(Airespace) 특성이 나
열됩니다.참고: Network Configuration(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섹션에서 AAA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려는 RADIUS(Airespace) 특성을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는
액세스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AAA 클라이언트 항목을 구성해야 합니다.그러면 해당 RADIUS
특성이 Interface Configuration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

2.



이 페이지에서 RADIUS (Airespace)(RADIUS (Airespace) 링크를 클릭하면 특성을 보고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3.



문제 해결

Airespace 사전 파일을 Cisco Secure ACS로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올바른 형식의 .ini(VSA 가져오기 파일) 파일을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파일 형식이 올바
르지 않으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Program Files\CiscoSecure ACS v3.2\Utils>csutil -addUDV 0 Airespace.dct

CSUtil v3.2(1.20), Copyright 1997-2001, Cisco Systems Inc

Adding or removing vendors requires ACS services to be re-started.

Please make sure regedit is not running as it can prevent registry

backup/restore operations

Are you sure you want to proceed? (Y or N)Y

Parsing [.\Airespace.ini] for addition at UDV slot [0]

Cant find [Name] value

●

사전을 가져오려는 판매업체 슬롯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판매업체 사전에 할당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이미 할당된 슬롯에 VSA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Vendor Slot already configured, specify alternate value

CSUtil.exe -listUDVV 명령을 사용하여 비어 있는 슬롯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무선 LAN 컨트롤러에서 지원되는 RADIUS 특성●

MS IAS RADIUS 서버 컨피그레이션의 Cisco Airespace VSA 예시●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에서 관리 사용자의 RADIUS 서버 인증 예●

Windows Server 3.2용 Cisco Secure ACS 사용 설명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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