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
관리자가이드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연락처 정보

RSA Link(https://community.rsa.com)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알려진 문제의 해결 방법이 수록된 기술 자

료,제품 설명서,커뮤니티 토론,케이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

Dell, RSA, RSA로고, EMC및 기타 상표는 Dell Inc.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

일 수 있습니다. RSA상표 목록은 korea.emc.com/legal/emc-corporation-trademarks.htm#rsa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계약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는 Dell Inc.또는 해당 자회사 소유의 기밀 정보로서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며 사용 및 복제

시 해당 라이선스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고 아래의 저작권 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본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와 모든 복제본

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본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무

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Dell Inc.측의 공약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타사 라이선스

이 제품은 RSA이외의 제3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 제품에 포함된 타사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은 RSA Link의 제품 설명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해당 라이선

스 계약의 조건을 따르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암호화 기술 관련 고지사항

본 제품은 암호화 기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여러 국가에서 암호화 기술의 사용,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 제

품을 사용,수입 또는 수출할 때는 제품 사용,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현행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배포

본 문서에 설명된 Dell소프트웨어를 사용,복사 및 배포하려면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Dell Inc.는 본 발행물의 정보가 해당 발행일 현재 정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모든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발행물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제공됩니다. Dell Inc.는 본 발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

으며,특히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묵시적인 보증도 부인합니다.

Copyright © 2007-2019 Dell Inc. or its subsidaries. All Rights Reserved.

2019년 3월

2

https://community.rsa.com/
http://korea.emc.com/legal/emc-corporation-trademarks.htm#rsa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목차

머리말 7

대상 7

지원 및 서비스 7

RSA Ready파트너 프로그램 7

1장: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9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개요 10

RSA SecurID 10

위험 기반 인증 10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 11

WPI(Windows Password Integration) 11

RSA Authentication Agent Offline Local Service 12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와의 공존 12

Citrix StoreFront의 RSA Authentication Manager 기능 지원 12

언어 지원 13

2장: 설치 준비 15

시스템 요구 사항 16

보안 고려 사항 16

필수 TCP/IP포트 17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17

RSA Authentication Manager 요구 사항 17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 17

설치 전 작업 18

AM UDP모드의 설치 전 작업 18

AM REST 모드의 설치 전 작업 18

CAS모드의 설치 전 작업 18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 가져오기 19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Authentication URL확인 19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URL확인 19

Auto-Registration을 위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인증서 다운로드 19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 20

명령줄 설치를 위한 구성 입력 파일 생성 20

3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3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 설치 23

Citrix StoreFront서버 그룹과 관련된 설치 고려 사항 24

에이전트 설치 24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24

명령줄 옵션을 사용한 설치 26

Agent for Citrix StoreFront 1.5에서 업그레이드 27

설치 후 작업 27

AM UDP모드의 설치 후 작업 27

AM REST 모드의 설치 후 작업 27

CAS모드의 설치 후 작업 27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에이전트 등록 28

에이전트 노드 암호 생성 28

설치 수정 29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수정 29

명령줄을 사용한 설치 수정 29

설치 복구 30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복구 30

명령줄을 사용한 설치 복구 30

에이전트 제거 31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한 제거 31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제거 31

명령줄을 사용한 제거 32

4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 구성 및 관리 33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Citrix StoreFront사용자 이름 및 암호 기능 34

Auto-Registration에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 제외 34

에이전트의 기본 IP주소 유지 34

수동으로 노드 암호 로드 35

AM REST 모드 또는 CAS모드의 로깅 옵션 구성 36

기본 로그 형식 36

크기 기반 로깅 관련 옵션 36

시간 기반 로깅 관련 옵션 37

복합 로깅 옵션 37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FIPS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38

4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한 RSA SecurID인증 관리 39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39

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39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서버 그룹에서 StoreFront서버 추가 또는 제거 40

RSA SecurID인증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40

시작하기 전에 40

절차 40

에이전트 설정 관리 41

AM UDP모드 옵션 41

AM REST 모드 옵션 42

CAS모드 옵션 43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45

IP주소 재정의 활성화 45

노드 암호 지우기 45

서버 환경 정보 보기 46

테스트 인증 수행 46

추적 활성화 47

초기 설치 후 인증 모드 변경 47

초기 설치 후 AM REST 모드에 WPI활성화 47

5장: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 49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 50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 활성화 50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 비활성화 51

NetScaler 테마에 RSA SecurID인증 스크립트 적용 51

6장: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 활성화 53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활성화 54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54

RBA Helper 설치 54

보안 권장 사항 54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55

명령줄 옵션을 사용한 설치 55

RBA Helper가 작동하는지 확인 56

7장: 문제 해결 57

5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문제 해결 58

설치 및 제거 문제 58

인터페이스 문제 58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와의 공존 문제 59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문제 60

로깅 문제 60

인증 문제 60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문제 진단 62

RSAAuthMgrRbaHelper 양식 표시 활성화 62

오류 및 이벤트 뷰어 로그 메시지 62

부록 A: AM UDP 모드에서의 자동 로드 밸런싱 구성 65

자동 로드 밸런싱 66

동적 로드 밸런싱 66

수동 로드 밸런싱 66

로드 밸런싱 구성 파일(sdopts.rec)관리 66

sdopts.rec 파일 생성 66

동적 로드 밸런싱 시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제외 68

수동 로드 밸런싱 구성 69

사용 또는 제외할 별칭 IP주소 지정 69

재정의 IP주소 지정 70

6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머리말

대상

이 가이드는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구축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와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독자가 Citrix StoreFront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또
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지원 및 서비스

RSA Link(https://community.rsa.com)에서 커뮤니티와 지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SA Link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알려진 문제의 해결 방법이 수록된 기술 자료,제품 설명서,커뮤니티 토론,케이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SA Ready 파트너 프로그램

RSA Ready파트너 프로그램 웹 사이트(www.rsaready.com)에서는 RSA제품과 연동하는 것으로 인증된 타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보여 줍니다.이 웹 사이트에는 단계별 구축 가이드 및 RSA제품과 타사 제품의 호환성에 대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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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개요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Citrix StoreFront에 기업 방화벽 내부 또는 외부의 사용자를 인증하

는 추가 방법을 제공하는 인증 소프트웨어입니다. StoreFront스토어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가 운영 인증용 사용자 이

름과 암호를 입력하면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구성된 인증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추가 인증 방법을 완료하라는 메

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인증 모드를 지원합니다.

l RSACloud Authentication Service(CAS 모드).에이전트가 기존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구축에 연

결되어 다음과 같은 인증 방법이 지원됩니다.
l 승인

l Authenticate Tokencode

l Device Biometrics

l SMS Tokencode

l Voice Tokencode

l RSA SecurID Token(Cloud Authentication Service와 RSA Authentication Manager 간 통합 필요)

l RSA Authentication ManagerWith REST Protocol(AM REST 모드).에이전트가 REST 프로토콜을 사

용하는 기존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축에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인증 방법이 지원됩니다.
l RSA SecurID토큰

l Authenticate Tokencode(Cloud Authentication Service와 RSA Authentication Manager 간 통합 필

요)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UDP Protocol(AM UDP 모드).에이전트가 UDP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기존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축에 연결되어 RSA SecurID토큰 및 RBA(Risk-Based
Authentication)가 지원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위험 기반 인증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Manager 및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대한 전체 문서 자료는 RSA Link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모든 인증 모드에서 기업 방화벽 밖의 사용자로 인증을 확대하려면 에이전트를 Citrix NetScaler Gateway및 Citrix DFA
(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페이지에 50를 참조하십시오.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암호화 모듈을 승인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정부 컴퓨터 보안 표준인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와 호환됩니다.자세한 내용은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FIPS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페이지에 38를 참조하십시오.

RSA SecurID
RSA SecurID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토큰과 함께 2단계 인증 방식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보호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RSA SecurID로 사용자를 인증하면 사용자가 StoreFront스토어에 로그온하려고 할 때 RSA SecurID
패스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에이전트가 패스코드를 RSA Authentication Manager와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StoreFront에서 보호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urID인증 구성에 대한 지침은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Citrix StoreFront사용자 이름 및 암호 기능 페이지에 34를 참

조하십시오.

위험 기반 인증

RBA(Risk-Based Authentication)는 클라이언트 장치와 사용자 행동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인증 요청의 잠재적 위험을

진단합니다.위험도가 높은 인증 요청의 경우 사용자 ID확인을 위한 질문이 추가됩니다. WPI(Windows Password

10 1장: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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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와 함께 RBA가 활성화된 경우,인증에 성공한 사용자가 StoreFront스토어에 로그온되며 별도의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W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PI(Windows Password Integration)아래을 참조하십시오.

RBA는 AM UDP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구성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RBA와 에이전트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활성화 페이지에 54를 참조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

AM UDP모드로 구성된 경우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등

록해야 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는 IP주소로 에이전트를 식별하고 각 에이전트별로 고유한 노드 암호를 사용하여

전송 중에 인증 정보를 보호합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는 Agent for Citrix StoreFront의 선택적 기능으로, AM UDP모
드에서만 지원됩니다.이 유틸리티는 에이전트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등록하고 수동 작업 없이 필요에 따라 IP주
소와 노드 암호를 업데이트합니다.

네트워크에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또는 무선 및 VPN
(Virtual Private Network)연결을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환경인 경우 자동 등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의 설치 지침은 에이전트 설치 페이지에 24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 IP주소 등록에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제외하도록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

용은 Auto-Registration에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 제외 페이지에 34를 참조하십시오.

참고:Citrix StoreFront서버 그룹에서는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로드 밸런서 없이 단일 서버로
구성된 StoreFront구축에서만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선택하십시오.

WPI(Windows Password Integration)

Windows Password Integration은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또는 AM REST 모드로 구성된 경우 이 에이전

트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적인 RSA Authentication Manager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Windows 암호를 가져와 Citrix
StoreFront에 로그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처음 인증할 때만 Windows 암호를 제공하며,이때 에이전트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와 함께 Windows 암호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저장합니다.이후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용

자 이름과 RSA SecurID패스코드만 입력하며,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저장된 암호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에 인증합니다.

사용자가 Citrix StoreFront세션 내에서 Windows 암호를 변경하면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uthentica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계정의 암호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이러한 세션 외부에서 사용자 암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Authentication Manager에 저장된 암호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이후

에 저장된 암호를 가져올 때 사용자에게 올바른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 암호가 Authentication Manager
에 저장됩니다.

WPI는 Security Console의 오프라인 인증 정책 설정에서 활성화합니다.데이터베이스의 모든 Agent for Citrix
StoreFront컴퓨터에 대해 Windows Password Integration을 활성화하거나 특정 컴퓨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에이전
트가 AM UDP모드로 구성된 경우 이 단계만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AM REST 모드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 단계와 함께 보안 구성 파일(sdconf.rec)및 노드 암호 파일

(<AgentName>_NodeSecret.zip)을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가져와 각 에이전트 컴퓨터에 복사하고 에이전트

를 설치 또는 구성할 때 해당 파일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가 Citrix StoreFront서버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노드 암호를 사

1장: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11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용하여 구성된 경우,동일한 노드 암호를 사용하여 AM REST 모드에서 WPI를 활성화하는 옵션이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Authentication Manager 문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Agent Offline Local Service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인증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그러나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Windows Password Integration
은 RSA Authentication Agent Offline Local Service에 따라 달라집니다.에이전트에 Windows Password Integra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참고: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사용자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기 위해 Offline Local Service를 구성합
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와의 공존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Windows Agent)는 사용자가 RSA SecurID를 사용하여 인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Windows 컴퓨터에 대한 로그온을 보호하는 인증 소프트웨어입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와
Windows Agent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제품 구성 요소를 공유합니다. Agent Auto-Registration, SecurID Authentication
및 Offline Service.

하나의 Citrix StoreFront서버에 두 에이전트를 모두 설치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l 두 에이전트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Windows Agent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l Agent Auto-Registration 기능은 한 번에 하나의 에이전트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l 두 제품이 모두 설치된 경우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오프라인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Windows Agent의 오프라인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이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하면 이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 시작을 클릭하고 검색 상자에 regedit를 입력한 후 프로그램 아래의 결과 목록에서 regedit를 클릭하여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엽니다.

2. 다음 키를 엽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SDTI\ACECLIENT

3. NoDADownload(REG_DWORD)의 값을 1에서 0으로 변경합니다.

참고:Windows Agent가 Citrix StoreFront서버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노드 암호를 사용하여 구성된 경우,동일한 노드 암
호를 사용하여 AM REST 모드에서 WPI를 활성화하는 옵션이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PI를 활
성화해야 할 경우 초기 설치 시 이 옵션을 선택하고,초기 설치 후 AM UDP또는 CAS모드에서 AM REST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Manage SecurID Options 메뉴에서 Manage WPI설정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itrix StoreFront의 RSA Authentication Manager 기능 지원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AM UDP또는 AM REST 모드로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은 Authentication Manager를 지원

합니다.

l 기본 RSA SecurID프로토콜을 사용한 RSA SecurID인증

l 기본 RSA SecurID프로토콜을 사용한 ODA(On-Demand Authentication)

l RBA(Risk-Based Authentication)

l SSO(Single Sign On)를 사용하는 RBA

12 1장: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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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암호 통합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복제본 지원

다음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l RADIUS프로토콜을 사용한 RSA SecurID인증

l RADIUS프로토콜을 사용하는 ODA

l 보조 RADIUS서버 지원

l RSA SecurID소프트웨어 토큰 자동화

l RSA SecurID 800 Authenticator 자동화

l 관리 인터페이스의 RSA SecurID보호

언어 지원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설정된 언어 기본 설정에 따라 현지화된(번역된) Citrix
StoreFront사용자용 인증 웹 페이지를 표시합니다.현지화된 페이지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l 미국 영어(en-us)

l 독일어(de)

l 중국어(zh-cn)

l 중국어(zh-tw)

l 프랑스어(fr)

l 일본어(ja)

l 한국어(ko)

l 라틴 스페인어(es)

l 러시아어(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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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는 다음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l 다음 Windows 운영 체제 중 하나:
l Windows Server 2016

l Windows Server 2012 R2

l Windows Server 2012

l Windows Server 2008 R2

참고:Windows Server Core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l 다음 Citrix StoreFront버전 중 하나:
l 3.13(위에 나열된 모든 Windows 운영 체제)

l 3.16(Windows Server 2012 R2 및 2016에만 해당)

l Microsoft PowerShell 3.0 이상

참고:Windows 2008 R2에는 기본적으로 PowerShell 2.0이 포함되어 있지만, PowerShell 3.0이 포함된
Windows Management Framework 3.0을 Microsof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 Microsoft .NET Framework 4.5 이상

참고:Windows Server 2008 R2에는 Microsoft .NET Framework 4.5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Microsoft에서 설
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하드웨어 외에도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는 최소 50MB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

합니다.

보안 고려 사항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Citrix에서 정의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Citrix StoreFront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사용자 자격 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l Citrix StoreFront와 사용자 간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Citrix환경(StoreFront및 해당하는 경우 NetScaler
Gateway)이 HTTPS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l Citrix StoreFront서비스를 호스팅하는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와 Microsoft TLS/SSL
Security Provider(IIS에서 사용)가 TLS(Transport Layer Security) v1.2 이상을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구성 지침은 다음 참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참조 자료 검색 키워드

HTTPS를 사용하도록

Citrix StoreFront구성
https://www.citrix.com/support/

https,
StoreFront

TLS v1.2를 사용하도록

Microsoft TLS/SSL
Security Provider 구성

http://support.microsoft.com

How to restrict
the use of
certain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protocols in
Schannel.dll

TLS구성 http://csrc.nist.gov/publications/PubsSPs.html 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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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참조 자료 검색 키워드

the Selection,
Configuration,
and Use of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Implementations

필수 TCP/IP 포트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서 다음 TCP/IP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트
인증 모

드
설명

5500/udp AM UDP
Authentication Manager는 수신하는 데 이 포트를 사용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인증

시 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5550/tcp AM UDP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은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데 이 포트를 사용합니다.

5580/tcp
AM
UDP/AM
REST

Password Integration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는 사용자

의 Windows 암호 변경을 지원하는 데 이 포트를 사용합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 Offline
Local Service는 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5555/tcp
AM
REST

에이전트와 Authentication Manager 운영 및 복제본 인스턴스 간의 REST 프로토콜 통신에 기본적

으로 사용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가 이 용도로 사용되는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443/tcp CAS 에이전트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간의 REST 프로토콜 통신에 사용됩니다.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다음 웹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l Windows 10의 Edge(41)

l Internet Explorer (11)

l Google Chrome (71)

l Mozilla Firefox (64)

l OS X의 Safari

l Android Web Browser on Android 9

l iOS의 Safari 12.0.1

참고: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RSA Authentication Manager 요구 사항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는 RSA Authentication Manager 8.4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

AM UDP모드의 경우 성공적인 인증을 위해 사용자에게 RSA SecurID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토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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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Risk-Based Authentication)로 보호되는 Citrix StoreFront리소스에 대해 인증하려면 사용자에게 RBA를 활성화해

야 합니다.

AM REST 모드의 경우 사용자에게 RSA SecurID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토큰이 있거나 RSA SecurID Authenticate애
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등록된 모바일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CAS모드의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l Approve, Device Biometrics 또는 Authenticate Tokencode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RSA SecurID
Authenticate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호환되는 모바일 장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l SMS Tokencode및 Voice Tokencode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연결

된 ID소스에 기록하고 전화번호 속성을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와 동기화해야 합니다.

l RSA SecurID Token을 사용하려면 Authentication Manager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와 통합되고 사용

자에게 SecurID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토큰이 있어야 합니다.

l Citrix StoreFront사용자에게 제공할 인증 방법이 에이전트에 대해 구성된 액세스 정책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참고:RSA SecurID 800 Hybrid Authenticator(SecurID 800)는 접속 해제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 작업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기 전에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 페이지에 20.그런 다음 구성하려는 인증 모드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AM UDP 모드의 설치 전 작업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 가져오기 옆 페이지에(sdconf.rec).

l (선택 사항)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는 경우 Auto-Registration을 위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인증서 다운로드 옆 페이지에(server.cer).

l 사용자가 RSA SecurID토큰 또는 RBA인증 프로세스를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AM REST 모드의 설치 전 작업

l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Authentication URL확인 옆 페이지에.

l (선택 사항)에이전트에 연결할 모든 Authentication Manager 복제본 인스턴스의 REST 인증 URL을 확인합니다.

l Authentication Manager의 REST 인증 API액세스 키를 획득합니다.관련 지침은 RSA Link에서 Configure the
RSA SecurID Authentication API for Authentication Agents를 참조하십시오.

l (선택 사항) WPI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 가져오기 옆 페이지에(sdconf.rec).

l Security Console에서 노드 암호 파일을 가져옵니다.관련 지침은 RSA Link에서 Manage the Node
Secret을 참조하십시오.

l 명령줄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령줄 설치를 위한 구성 입력 파일 생성 페이지에 20.

l 사용자가 RSA SecurID토큰 인증 프로세스를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CAS 모드의 설치 전 작업

l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URL확인 옆 페이지에

l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API액세스 키를 획득합니다.관련 지침은 RSA Link에서 Add an
RSA SecurID Authentication API Key를 참조하십시오.

l 명령줄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령줄 설치를 위한 구성 입력 파일 생성 페이지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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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인증 프로세스를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Cloud Authentication Service Rollout to Users를 참조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 가져오기

AM UDP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거나 AM REST 모드에서 WPI를 구성하려면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sdconf)을 생성하고 에이전트 호스트 컴퓨터에 복사한 후 에이전

트를 설치하거나 구성할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합니다.

sdconf.rec파일에는 파일이 생성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정보의 스냅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인증을 수행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서 생성된 sdconf.rec의 복사본을 사용합니다.해당 서버에서 인증 서

비스가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관리자로 Security Console에 로그온합니다.

2. Access > Authentication Agents > Generate Configuration File을 선택합니다.

3.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Generate Config File을 선택합니다.

4. Download Now링크를 클릭하고 설치 또는 구성 시 에이전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5.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AM_Config.zip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Authentication URL 확인
AM REST 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구성하려면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
스의 REST 인증 URL을 제공해야 합니다.

https://<hostname>:<port>/mfa/v1_1/

Authentication Manager Operations Console의 Administration > Network > Appliance Network Settings
페이지에 있는 Fully Qualified Domain Name필드에서 <hostname>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본 <port>는 5555
입니다.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URL 확인
CAS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구성하려면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
증 URL을 제공해야 합니다.

https://<hostname>:<port>/mfa/v1_1/

Cloud Administration Console의 Platform > Identity Routers에서 ID라우터 설정 페이지의 Registration 탭에
있는 Authentication Service Domain 필드를 통해 <hostname>을 확인합니다.기본 <port>는 443입니다.

Auto-Registration을 위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인증서 다운로드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려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인증서 파일

(server.cer)이 필요합니다.

AM UDP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는 경우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지 않으면

Authentica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에이전트를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에이전트 등록 페이지에 28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자동 에이전트 호스트 등록을 허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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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Manager를 구성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자동 에이전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관리자로 Security Console에 로그온합니다.

2. Access > Authentication Agents > Download Server Certificate File을 클릭합니다.

3. Download Now를 클릭하고 Agent for Citrix StoreFront설치 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에이전트에 구성하는 인증 모드에 따라 RSA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CA인증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할 각 컴퓨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시작하기전에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관리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루트 CA인증서를 얻어 에이

전트를 설치할 컴퓨터의 원하는 위치에 복사합니다.관련 지침은 기술 자료 문서 How to export RSA SecurID Access
Authentication Manager or Cloud Authentication Service Root Certificate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에이전트를 설치할 컴퓨터에 로그인합니다.

2. mmc.exe를 실행하여 Microsoft Management Console을 엽니다.

3. 파일 > 스냅인 추가/제거를 클릭합니다.

4.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합니다.

5. 컴퓨터 계정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로컬 컴퓨터를 선택한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인증서(로컬 컴퓨터) >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 인증서로 이동합니다.

9. 인증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든 작업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가져올 인증서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모든 인증서를 다음 저장소에 저장을 선택합니다.

14.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5. 다음을 클릭합니다.

16. 마침, 확인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명령줄 설치를 위한 구성 입력 파일 생성

명령줄을 사용하여 AM REST 또는 CAS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려면 구성 입력을 설치 관리자에 전달

하는 입력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입력 파일은 에이전트 설치 매개변수를 지정하는 키-값 쌍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입니

다.

시작하기전에

구성할 인증 모드에 해당하는 설치 전 작업 페이지에 18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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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원하는 파일 이름과 확장명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예를 들어 input.txt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편집을 위해 파일을 엽니다.

3.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인증 모드를 지정합니다.
AUTHENTICATION_MODE= <#>
여기서 <#>은 AM REST의 경우 1, CAS모드의 경우 2입니다.

4.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서버 URL을 지정합니다.
SERVER_URL= https://<hostname>:<port>/mfa/v1_1/
여기서 <hostname>은 지정한 인증 모드에 따라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또는 구축 환경에 있는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인증 URL입니다.기본 <port>는 AM REST 모드의 경우 5555, CAS
모드의 경우 443입니다.

5.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AGENT_NAME= <examplename>
여기서 <examplename>은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를 통해 전송되는 모바

일 알림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기 위해 선택한 이름입니다.

6.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액세스 키를 지정합니다.
ACCESS_KEY= <accesskey>
여기서 <accesskey>는 인증 모드에 따라 RSA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대해 획득한 액세스 키입니다.

7. (선택 사항) AM REST 모드의 경우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복제본 서버 URL을 지정합니다.
REPLICA_URLS= <https://hostname2:port/mfa/v1_1, https://hostname3:port/mfa/v1_
1, https://hostname4:port/mfa/v1_1>
여기서 <https://hostname2:port/mfa/v1_1, https://hostname3:port/mfa/v1_1,
https://hostname4:port/mfa/v1_1>은 구축 환경에 있는 복제본 서버의 쉼표로 구분된 URL목록입니다.

8. (선택 사항) AM REST 모드의 경우 WPI를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생성된 노드 암호 파일을 지정합니다.

NSFILENAME=<nodesecretfilename>

NSPASSWORD=<nodesecretpassword>

여기서 <nodesecretfilename>은 에이전트 설치 관리자 디렉토리에 복사한 노드 암호 파일의 파일 이름

이고, <nodesecretpassword>는 노드 암호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암호입니다.

l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Agent for Microsoft Windows(Citrix StoreFront서버에 이미 설치된 경우)의
기존 노드 암호 파일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USE_LAC_NODESECRET=<true>

9. CAS모드의 경우 다음 문자열을 추가하여 에이전트가 사용할 액세스 정책을 지정합니다.
ACCESS_POLICY= <accesspolicy>
여기서 <accesspolicy>는 Cloud Administration Console에 지정된 액세스 정책의 정확한 이름(대/소문자 구

분 포함)입니다.

10. (선택 사항) CAS모드에서 인증 시 위험 데이터의 수집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다음 문자열을 추가합니다.
RISK_COLLECTION_ENABLED= false

이 문자열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위험 데이터 수집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참고:위험 데이터 수집을 비활성화하면 Identity Confidence액세스 정책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
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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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 사항) CAS모드에서 인증 시 위치 데이터의 수집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다음 문자열을 추가합니다.
LOCATION_COLLECTION_REQUIRED= false

이 문자열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위치 데이터 수집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참고:위치 데이터 수집을 비활성화하면 Trusted Location 액세스 정책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12. 에이전트를 설치할 Citrix StoreFront서버에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작업을마친후

명령줄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콘솔 명령에 다음을 포함하여 새로 생성한 입력 파일을 가리킵니다.
INPUTFILE=<absolute\file\path\input.txt>
여기서 <absolute\file\path\input.txt>는 입력 파일의 절대 파일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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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StoreFront 서버 그룹과 관련된 설치 고려 사항

Citrix StoreFront서버 그룹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르십시오.

l 서버 그룹의 각 서버에 명령줄 설치를 푸시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 서버 그룹에서는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l 서버 그룹 전체에 변경 사항을 전파하려면 먼저 각 서버에 Citrix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설치

설치 중에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다음 항목이 설치됩니다.

l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l (선택 사항)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

l (선택 사항) Windows Password Integration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안내에 따라 설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도 있고,명령줄을 사용하여 자동 설치를 수행하거나 사용

자 지정 스크립트를 통해 여러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간편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에이전트를
설치할 각 Citrix StoreFront서버에서 설치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시작하기전에

l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할 Citrix StoreFront서버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l 에이전트를 설치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

된 다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l 설치 관리자를 원래 다운로드 위치에서 실행해야 하며,설치 파일을 이동하는 경우 디렉토리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

다.

l 설치 관리자와 동일한 폴더에 다음 파일을 복사합니다.
l sdconf.rec(AM UDP모드를 사용하거나 AM REST 모드에 WPI를 구성하려는 경우)

l server.cer(AM UDP모드를 사용하고 Auto-Registration을 설치하려는 경우)

l <AgentName>_NodeSecret.zip(AM REST 모드를 사용하고 WPI를 구성하려는 경우)

참고: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도중에 안내에 따라 파일을 찾고 선택해야 합니다.

절차

1.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할 Citrix StoreFront서버에 로그온합니다.

2. 설치 파일을 복사한 폴더에서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를 두 번 클릭하

여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Next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4. License Agreement를 읽고 동의하거나 Print를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5. 에이전트에 구성할 인증 모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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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인증 모드에 해당하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l RSA Cloud Authentication Service(CAS 모드):

a. Server URL필드에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URL을 입력합니다.

b. Access Key필드에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API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c. Access Policy필드에, Cloud Administration Console에 표시된 대로 에이전트가 사용할 액세

스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d. Agent Name필드에 에이전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지정한 이름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를 통해 전송되는 모바일 알림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e. (선택 사항)사용자 인증 시에 경도,위도,타임 스탬프를 비롯한 HTML5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

집하도록 허용하려면 Enable location data collection during authentication을 선택합

니다.

f. (선택 사항)인증 시에 에이전트가 장치 지문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려면

Enable risk data collection during authentication을 선택합니다.

g. Next를 클릭합니다.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REST Protocol(AM REST 모드):
a. Server URL필드에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인증 URL을 입력합니다.

b. Access Key필드에 Authentication Manager의 REST 인증 API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c. Agent Name필드에 에이전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지정한 이름은 Authentication Manager
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d. (선택 사항) Replica URLs필드에 복제본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인증
URL을 입력하고 +를 클릭하여 복제본 서버 목록에 추가합니다.이 단계를 반복하여 최대 15개 복

제본 서버를 추가합니다.

e. Next를 클릭합니다.

f. (선택 사항) Enable Windows Password Integration을 선택하여 WPI를 활성화하고 다음

을 수행합니다.
i. (선택 사항) Citrix StoreFront서버에 Agent for Windows가 설치되어 있고 Agent for
Citrix StoreFront의 기존 노드 암호를 사용하려는 경우 Use Node Secret from
Agent for Windows를 선택하고 g단계로 건너뜁니다.

ii. Browse를 클릭하여 구성 파일(sdconf.rec)의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합니다.

iii. Browse를 클릭하여 노드 암호 파일(<AgentName>_NodeSecret.zip)의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합니다.

iv. 노드 암호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g. Next를 클릭합니다.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UDP Protocol(AM UDP 모드):
a. (선택 사항)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려면 Auto-Registration Utility 드롭다운

목록에서Will be installed on the local hard drive를 선택합니다.

b. Next를 클릭합니다.

c. Browse를 클릭하여 시스템 구성 파일(sdconf.rec)을 엽니다.

d. Next를 클릭합니다.

e.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경우 Browse를 클릭하여 서버 인증서 파일

(server.cer)을 찾아 엽니다.

f.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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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stall을 클릭합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클릭합니다.

명령줄 옵션을 사용한 설치

명령줄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자동 설치를 수행하거나 스크립트 또는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l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할 Citrix StoreFront서버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 msiexec 명령줄 옵션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설치의 기본 사항을 파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technet.microsoft.com을 참조하십시오

l AM REST 또는 CAS모드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경우 명령줄 설치를 위한 구성 입력 파일 생성 페이지에 20해야
합니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l 에이전트를 설치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

된 다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l 설치 관리자를 원래 다운로드 위치에서 실행해야 하며,설치 파일을 이동하는 경우 디렉토리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

다.

l 설치 관리자와 동일한 폴더에 다음 파일을 복사합니다.
l sdconf.rec(AM UDP모드를 사용하거나 AM REST 모드에 WPI를 구성하려는 경우)

l server.cer(AM UDP모드를 사용하고 Auto-Registration을 설치하려는 경우)

l <AgentName>_NodeSecret.zip(AM REST 모드를 사용하고 WPI를 구성하려는 경우)

참고:명령줄 설치 시 설치가 실행되는 폴더에서 파일이 수집됩니다.

절차

1.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거나 명

령줄에서 이 패키지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에 대해 구성하려는 인증 모드 및 선택적 기능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AM UDP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l AM UDP 모드와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ADDLOCAL=AgentAutoRegistration

l AM REST 또는 CAS 모드의 경우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INPUTFILE=

<absolute\file\path\input.txt>

여기서 <absolute\file\path\input.txt>는 생성한 구성 입력 파일의 절대 파일 경로입니다.입력 파일의 매개

변수는 설치 관리자를 통해 구성되는 인증 모드 및 기타 기능을 지정합니다.

참고:앞의 예에서 /qn스위치는 모든 UI요소를 억제하고 설치 관리자가 자동 모드로 실행되도록 합니다.오류를
로깅하려면 명령 끝에 /lv(log verbose)옵션을 추가합니다.%USERPROFILE%와 같은 알려진 위치에 로그

파일(예: install.log)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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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마친후

구성 입력 파일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한 후에는 중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력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삭제하십시오.

Agent for Citrix StoreFront 1.5에서 업그레이드

Citrix StoreFront서버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버전 1.5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 관리자는 이전 설정을 유

지한 채 에이전트를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AM UDP모드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설치 마법사 또는 명령줄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에이전트

버전이 감지되어 경고가 표시되며,계속 진행하려면 이 경고를 수락해야 합니다.명령줄을 사용하는 경우 UDP모드로 에이

전트를 설치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수행됩니다.

설치 후 작업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한 후에는 선택한 인증 모드에 해당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AM UDP 모드의 설치 후 작업

1. 에이전트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등록합니다.
l Auto-Registratio유틸리티를 설치한 경우 설치 중에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l Auto-Registratio유틸리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호스트로 Authentication
Manager에 수동으로 등록합니다.관련 지침은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에이전트 등록 다음 페이

지에을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인증을 수행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고 노드 암호(아직 없는 경우)를 생성합니

다.관련 지침은 테스트 인증 수행 페이지에 46을 참조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노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은 Agent for
Citrix StoreFront와 Agent for Microsoft Windows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노드 암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관련 지침은 수동으로 노드 암호 로드 페이지에 35을 참조하십시오.

3.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Citrix StoreFront를 구성합니다.관련 지침은 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
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시오.

AM REST 모드의 설치 후 작업

1.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에이전트 등록 다음 페이지에.

2.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Citrix StoreFront를 구성합니다.관련 지침은 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
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시오.

3. (선택 사항)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를 사용하여 Load Balancing Scheme, Request Timeout, Read
Timeout, Retry Count와 같은 추가 설정을 구성합니다.관련 지침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지에 41를 참조하십

시오.

4. (선택 사항)브라우저 또는 http 클라이언트에서 https://HOSTNAME:PORT/mfa/v1_1을 입력하여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현재 인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이트가 금지되어 있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예상 동작입니다.

CAS 모드의 설치 후 작업

1.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Citrix StoreFront를 구성합니다.관련 지침은 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
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시오.

3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설치 27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2. (선택 사항)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를 사용하여 Request Timeout, Read Timeout, Retry Count와 같

은 추가 설정을 구성합니다.관련 지침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지에 41를 참조하십시오.

3. (선택 사항)브라우저 또는 http 클라이언트에서 https://HOSTNAME:PORT/mfa/v1_1을 입력하여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현재 인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이트가 금지되어 있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예상 동작입니다.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에이전트 등록

AM UDP또는 REST 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한 후에는 이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등록해야 합니

다.

참고:에이전트가 AM UDP모드이고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한 경우 에이전트를 수동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
니다.

시작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AM UDP모드의 경우:

l 호스트 이름

l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주소

참고:Citrix StoreFront서버 그룹과 함께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사용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의 IP주소 및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로드 밸런싱된 StoreFront서버 그룹을 단일 RSA SecurID
에이전트로 등록합니다.각 StoreFront서버의 IP주소를 에이전트의 대체 IP주소로 등록합니다.

AM UDP모드에서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https://community.rsa.com/docs/DOC-77208을 참조하십시오.

AM REST 모드의 경우:

l 논리적 에이전트 이름

l <AgentName>_NodeSecret.zip(WPI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l sdconf.rec(WPI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AM REST 모드에서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https://community.rsa.com/docs/DOC-76818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Security Console에 로그온합니다.

2. Access > Authentication Agents > Add New를 클릭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Agent Type이 Standard Agent(기본 설정)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는 이 설정을 사용하여 Citrix StoreFront와 통신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4. Save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노드 암호 생성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 또는 WPI가 활성화된 AM REST 모드로 설치되어 있고 여러 서버에서 에이전

트를 실행하는 Citrix StoreFront서버 그룹이 구축에 포함된 경우,해당 그룹에 있는 모든 에이전트의 노드 암호가 동일해

야 합니다. AM REST 모드의 경우 설치 관리자 또는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WPI를 활성화할 때 노드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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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지정합니다. UDP모드에서는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그룹의 각 StoreFront서버에 노드 암호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동으로 노드 암호 로드 페이지에 35을 참조하십시오.

Security Console에서 노드 암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RSA Link에서 Manage the Node Secret을 참조하십시

오.

설치 수정

AM UDP모드로 에이전트를 설치한 경우 설치를 수정하여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추

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설치 마법사 또는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설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수정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설치를 수정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시작하기전에

l 설치를 수정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된 다

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l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server.cer파일을 MSI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에 복사합니다.
수정하는 동안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폴더에서 이 파일이 수집됩니다.

l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l RSA SecurID인증 방법을 제거합니다.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시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절차

1. 패키지 파일을 복사한 폴더에서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를 두 번 클릭

하여 설치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2. Next를 클릭합니다.

3. Modify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4. Agent Host Auto-Registration Utility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설치합니다.

l 전체 기능을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설치합니다.

l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Next를 클릭합니다.

6.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추가하는 경우 Browse를 클릭하여 사용할 server.cer파일을 찾아 엽니다.

7. Next를 클릭합니다.

8. Install을 클릭합니다.

9. Finish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명령줄을 사용한 설치 수정

명령줄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설치를 수정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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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l msiexec 명령줄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파악합니다. msiexec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technet.microsoft.com을 참조하십시오.

l 설치를 수정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된 다

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l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server.cer파일을 MSI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에 복사합니다.
수정하는 동안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폴더에서 이 파일이 수집됩니다.

l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l RSA SecurID인증 방법을 제거합니다.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시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절차

1.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2.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msiexec 명령(대/소문자 구분)을 사용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ADDLOCAL=AgentAutoRegistration

3.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msiexec 명령(대/소문자 구분)을 사용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REMOVE=AgentAutoRegistration

참고:앞의 예에서 /qn스위치는 모든 UI요소를 억제하고 설치 관리자가 자동 모드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설치 복구

설치를 복구하면 손상된 설치에서 누락된 파일이 교체됩니다.수정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거나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Agent for Citrix StoreFront설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복구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간편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이전트 설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설치를 복구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된 다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절차

1. 패키지를 복사한 폴더에서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2. Next를 클릭합니다.

3. Repair를 선택한 후 Next를 클릭합니다.

4. 복구를 클릭합니다.

5. Finish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명령줄을 사용한 설치 복구

명령줄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설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자동 설치를 수행하거나 스크립트 또는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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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여러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하려면 명령줄을 사용합니다.

시작하기전에

l msiexec 명령줄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파악합니다. msiexec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technet.microsoft.com을 참조하십시오.

l 설치를 복구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된 다

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절차

1.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들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거나 명령줄

에서 이 패키지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을 제공합니다.

3.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msiexec /qn /fvomus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참고:앞의 예에서 /qn스위치는 모든 UI요소를 억제하고 설치 관리자가 자동 모드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에이전트 제거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하거나 명령줄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제거할 수 있습니

다.여러 서버에서 제품을 제거하려면 명령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한 제거

Windows 제어판에서 에이전트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l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를 구성한 경우 DFA인증을 기본 Citrix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방법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 활성화 페이지에 50를 참조하십

시오.

l RSA SecurID인증 방법을 제거합니다.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

시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절차

1.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 >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기능을 클릭합니다.

2. 프로그램 목록에서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클릭합니다.

3. 제거를 클릭합니다.

4. 해당 메시지가 나타나면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언제든지 제거 프로세스를 취소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이전 상태

로 되돌려집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제거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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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l 에이전트를 제거할 컴퓨터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

된 다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l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를 구성한 경우 DFA인증을 기본 Citrix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방법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 활성화 페이지에 50를 참조하십

시오.

l RSA SecurID인증 방법을 제거합니다.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

시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절차

1. 설치 파일을 복사한 폴더에서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를 두 번 클릭하

여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Next를 클릭합니다.

3. 제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제거를 클릭합니다.

5. 마침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명령줄을 사용한 제거

명령줄에서 에이전트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l 제품을 제거할 시스템의 폴더에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가 포함된 다

운로드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l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를 구성한 경우 DFA인증을 기본 Citrix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방법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 활성화 페이지에 50를 참조하십

시오.

l RSA SecurID인증 방법을 제거합니다.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

시오.

l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절차

1.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x(REMOVE=ALL)옵션 및 정규화된 경로 이름을 사용하여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msiexec /qn /x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 /lv
uninstall.log

참고:앞의 예에서 /qn스위치는 모든 UI요소를 억제하고 설치 관리자가 자동 모드로 실행되도록 합니다.제거 오

류를 로깅하려면 /lv(log verbose)옵션을 사용합니다. %USERPROFILE%과 같은 알려진 위치에 로그 파일(예:
uninstall.log)을 저장합니다.

3. (선택 사항)여러 서버에서 제품을 제거하려면 Microsoft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ConfigMgr)
또는 IBM Tivoli와 같은 스크립트 또는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32 3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설치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4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구성및관리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Citrix StoreFront사용자 이름 및 암호 기능 34

Auto-Registration에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 제외 34

에이전트의 기본 IP주소 유지 34

수동으로 노드 암호 로드 35

AM REST 모드 또는 CAS모드의 로깅 옵션 구성 36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FIPS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38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한 RSA SecurID인증 관리 39

에이전트 설정 관리 41

4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구성 및 관리 33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Citrix StoreFront 사용자 이름 및 암호 기능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서 Citrix StoreFront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 방법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l 사용자가 로그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패스코드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메뉴에

해당 도메인 목록을 포함합니다.

l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암호 변경 시기를 설정합니다.

참고:Citrix StoreFront및 Agent를 서버에 설치하고 해당 서버를 기존 서버 그룹에 추가하면 이 그룹의 인증 StoreFront가
RSA SecurID설정을 포함한 서버 구성을 새 StoreFront서버에 전파합니다.

이러한 Citrix StoreFront기능 사용에 대한 지침은 Citrix문서 자료(http://docs.citrix.com)를 참조하십시오.

Auto-Registration에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 제외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되어 있고 Auto-Registration이 활성화된 경우 자동 IP주소 등록에서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제외하도록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VMware호스트 또는 무선 라우터와 같은 장치의 IP주소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자동 등록을 트리거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는 ExcludeAdapters 문자열 값 목록에 지정된 장치의 IP주소에 대한 변경 사항을 무시합니

다.

절차

1.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호스팅하는 Citrix StoreFront서버에 로그온합니다.

2. 시작 > 응용 프로그램 > 실행을 클릭합니다.

3. 열기 필드에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HKLM\ SOFTWARE\RSA\RSA Authentication Agent\AgentAutoRegistration으로 이동합니다.

5. AgentAutoRegistratio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문자열 값을 선택합니다.

6. 새 문자열 값 이름으로 ExcludeAdapters를 입력합니다.

7.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의 오른쪽 창에서 ExcludeAdapters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수정을 클릭합니

다.

8.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가 모니터링에서 제외할 각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각 어댑터의 값을 구분합니다.예를 들어,
VPN;VMware를 입력하면 그 이름에 VPN이 포함된 모든 어댑터와 그 이름에 VMware가 포함된 모든 어댑터가

Auto-Registration에서 제외됩니다.

에이전트의 기본 IP 주소 유지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각 에이전트 호스트의 기본 IP주소가 Authentica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에이전트 레코드에서 식별되어야 합니다.또한 페일오버를 위한 "보조 노드"로 에이전트의

다른 IP주소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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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에 대해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경우 에이전트의 기본

IP주소가 Authentication Manager 에이전트 레코드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환경이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구성되지 않은 경우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
가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에이전트의 기본 및 보조 IP주소를 수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에이전트의 주소가 변경

되면 관리자가 이에 따라 Authentication Manager 에이전트 레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수동으로 등록된 경우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는 Authentication Manager 에이전트 레코드의 기본

IP주소가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그리고 자동 로드 밸런싱 페이지에 66에 설명된 대로 자동 로드 밸런싱을 사

용하는 경우 로드 밸런싱 옵션 파일인 sdopts.rec)에 지정된 기본 IP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주소가 일치하

지 않으면 Agent for Citrix StoreFront와 Authentication Manager 간의 통신이 실패합니다.에이전트에 보조 IP주소가
지정된 경우 이러한 주소도 에이전트 레코드에 입력해야 하며 변경될 경우 모든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P주소 재정의 활성화 페이지에 45를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노드 암호 로드

AM UDP모드로 설치한 경우 각 에이전트 인스턴스에 고유한 노드 암호가 연결됩니다.노드 암호를 통해 에이전트와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가 SecurID인증 프로세스 중에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암호가 이전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SecurID패스코드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인증될 때 Authentication
Manager를 통해 자동으로 노드 암호가 생성되어 에이전트 호스트에 다운로드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사용자가 RSA SecurID를 사용하여 인증을 시작하기 전에 에이전트 호스트에 노드 암호를 수동으로 로드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Citrix StoreFront서버 그룹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는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하기전에

노드 암호를 생성합니다.관련 지침은 RSA Link에서 Manage the Node Secret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노드 암호를 전달합니다.

2.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드 암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암호를 별도로 전달합니다.

3. 노드 암호 파일 및 agent_nsload.exe유틸리티를 에이전트 호스트의

C:\Program Files\Common Files\RSA Shared\Auth API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4.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C:\Program Files\Common Files\RSA Shared\Auth API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5. 다음 명령 구문을 사용하여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agent_nsload -f path -d “..\Auth Data”

여기서 path에는 디렉토리 위치와 노드 암호 파일 이름을 지정하며, -d(destination)뒤에는 노드 암호를 저장할

대상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이 파일 경로를 따옴표로 묶습니다.

6. 메시지가 표시되면 노드 암호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가 새

노드 암호 파일을 에이전트 호스트에 로드합니다.

7. 최초 RSA SecurID인증 중에 추가 암호화 보호가 필요한 각 에이전트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참고:로드 밸런싱된 StoreFront서버 그룹의 경우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노드 암호를 다운로드하여 그룹의 각
StoreFront서버에 설치합니다.동일한 노드 암호가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StoreFront서
버에 설치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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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REST모드 또는 CAS 모드의 로깅 옵션 구성

AM REST 모드 또는 CAS모드에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로깅이 활성화됩니다.
C:\<AgentInstallDirectory>\config\log4net.config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로깅 옵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공된 로그 파일 구문을 사용하여 다음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log4net.config를 수정한 후에는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 로그 형식

로깅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SizeBasedRotation, TimeBasedRotation또는
CompositeRotation을 지정합니다.

<root>

<level value="ALL" />

<appender-ref ref="SizeBasedRotation"/>

</root>

기본 형식은 크기 기반 로깅입니다.

크기 기반 로깅 관련 옵션

다음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크기 기반 로깅의 옵션을 구성합니다.

Log Rotation

다음과 같이 appender 태그를 설정하여 로그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ppender name="SizeBasedRotation" type="log4net.Appender.RollingFileAppender">

Log File Name

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 value="C:\kit\SizeBasedLogFile.log"/>

Log File Size

최대 로그 파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maximumFileSize value="10MB" />

기본적으로 파일의 최대 크기는 10MB입니다.

Log File Count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로그 파일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로그 파일 개수에 도달하면 오래된 로그 파일을 덮어씁니

다.

<maxSizeRollBackups value="10" />

기본 로그 파일 개수는 10개입니다.

Log Levels

에이전트에서 로그 레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ug > Info > Warn > Error > Fa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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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최소 레벨과 최대 레벨 사이의 모든 메시지를 로깅합니다.다음 예제 값으로 설정할 경우

Info, Warn, Error 및 Fatal레벨의 모든 메시지를 로깅하고 Debug 메시지는 로깅하지 않습니다.

<filter type="log4net.Filter.LevelRangeFilter">

<levelMin value="INFO" />

<levelMax value="FATAL" />

</filter>

시간 기반 로깅 관련 옵션

다음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시간 기반 로깅의 옵션을 구성합니다.

Log Rotation

다음과 같이 appender 태그를 설정하여 로그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ppender name="TimeBasedRotation" type="log4net.Appender.RollingFileAppender">

Log Levels

에이전트에서 로그 레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ug > Info > Warn > Error > Fatal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최소 레벨과 최대 레벨 사이의 모든 메시지를 로깅합니다.다음 예제 값으로 설정할 경우

Info, Warn, Error 및 Fatal레벨의 모든 메시지를 로깅하고 Debug 메시지는 로깅하지 않습니다.

<filter type="log4net.Filter.LevelRangeFilter">

<levelMin value="INFO" />

<levelMax value="FATAL" />

</filter>

Log File Name

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 value="C:\kit\DateBasedLogFile.log"/>

Log File Date Pattern

로그 파일 이름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짜 패턴이 추가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atePattern value="-yyyyMMdd-HHmm" />

복합 로깅 옵션

복합 로깅이 구성되면 날짜 또는 크기(둘 중 먼저 충족되는 조건)를 기준으로 로그 파일을 덮어쓰게 됩니다.다음 구문을 기

본적인 복합 로깅 구성 템플릿으로 사용하고 구축에 맞추어 필요한 대로 매개변수를 수정합니다.

<appender name="TimeBasedLogFile" type="log4net.Appender.RollingFileAppender">
<file value="C:\kit\DateBasedLogFile.log"/>
<lockingModel type="log4net.Appender.FileAppender+MinimalLock" />
<encoding value="utf-8" />
<appendToFile value="true" />
<rollingStyle value="Composite" />
<datePattern value=".yyMMddHHmm.'log'" />
<preserveLogFileNameExtension value="true" />
<maximumFileSize value="1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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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LogFileName value="true" />
<maxSizeRollBackups value="5" />
<layout type="log4net.Layout.PatternLayout">
<conversionPattern value="%d %-5p %c - %m%n" />
</layout>
<filter type="log4net.Filter.LevelRangeFilter">
<levelMin value="INFO" />
<levelMax value="FATAL" />
</filter>
</appender>

Log Rotation

다음과 같이 appender 태그를 설정하여 로그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ppender name="TimeBasedLogFile" type="log4net.Appender.RollingFileAppender">

Log Levels

에이전트에서 로그 레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ug > Info > Warn > Error > Fatal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최소 레벨과 최대 레벨 사이의 모든 메시지를 로깅합니다.다음 예제 값으로 설정할 경우

Info, Warn, Error 및 Fatal레벨의 모든 메시지를 로깅하고 Debug 메시지는 로깅하지 않습니다.

<filter type="log4net.Filter.LevelRangeFilter">

<levelMin value="INFO" />

<levelMax value="FATAL" />

</filter>

Log File Name

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 value="C:\kit\DateBasedLogFile.log"/>

Log File Date Pattern

로그 파일 이름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짜 패턴이 추가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atePattern value=".yyMMddHHmm.'log'" />

참고:이 복합 로깅 구성에서 로그 파일은 2010-11-02_15_05.log.0, 2010-11-02_15_05.log.1 등과 같은 형식으로 이
름이 지정됩니다.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FIPS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는 암호화 모듈을 승인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정부 컴퓨터 보안 표준이

며,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FIPS와 호환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지원하는 모든 Windows Server
버전에서 FIPS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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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Citrix StoreFront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정책을 클릭합니다.
로컬 보안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3. 탐색 창에서 로컬 정책을 클릭한 다음 보안 옵션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 창에서 시스템 암호화: 암호화, 해시, 서명에 FIPS 규격 알고리즘 사용을 두 번 클릭합니다.

5.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구축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클릭한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6. OK를 클릭합니다.

7. 로컬 보안 설정 창을 닫습니다.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한 RSA SecurID 인증 관리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MMC)은 Agent for Citrix StoreFront설치 후 StoreFront서버에서 RSA
SecurID인증 및 에이전트 설정을 활성화,비활성화 및 구성하기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 설정을 수정하려면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Citrix StoreFront MMC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l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는 인증 방법 목록에서 RSA SecurID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스토어

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l RSA SecurID인증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활성화하면 Citrix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이 자동으로 무

시됩니다. RSA SecurID인증이 비활성화된 경우 사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SecurID인증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다음 페이지에를 참조하십시오.

l RSA SecurID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서버 그룹에서 StoreFront서버 추가 또는 제거 다음 페이지에.

l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의 추가 Agent for Citrix StoreFront구성 설정에 액세스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지에 41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드 밸런싱된 StoreFront서버 그룹의 경우 하나의 StoreFront서버에서 RSA SecurID인증 설정을 구성한 다음 서
버 그룹에 전파합니다.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 열기
StoreFront서버에서 RSA SecurID인증 및 에이전트 설정을 활성화,비활성화 및 구성하는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엽니다.

절차

StoreFront서버에 설치된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Windows 2008 R2:시작 > 모든 프로그램 > Citrix > Citrix StoreFront를 클릭합니다.

l Windows 2012:시작 > Citrix StoreFront를 클릭합니다.

l Windows 2012 R2:시작 > 응용 프로그램 > Citrix StoreFront를 클릭합니다.

l Windows Server 2016:시작 > 응용 프로그램 > Citrix StoreFront를 클릭합니다.

참고:이 문서의 절차에서는 Citrix StoreFront MMC가 다음 3개의 창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왼쪽
Console tree창,가운데 Results창 및 오른쪽 Actions창.

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 인증 설치 또는 제거

이 절차에서는 Citrix StoreFront에 대해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인증 제공자 목록에서 RSA SecurID인증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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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거나 제거합니다.목록에서 RSA SecurID인증을 제거해도 시스템에서 에이전트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참고:에이전트에서 보호하려는 각 저장소에 대해 RSA SecurID인증을 설치해야 합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이전 페이지에.

2. Console tree에서 Stores를 선택합니다.

3. Stores list에서 RSA SecurID인증 방법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스토어를 선택합니다.

4. Action 창에서 Manage Authentication Methods를 클릭합니다.

5. Advanced드롭다운 메뉴에서 Install or uninstall authentication methods를 클릭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RSA SecurID인증을 설치하려면 RSA SecurID확인란을 선택합니다.

l RSA SecurID인증을 제거하려면 RSA SecurID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7. OK를 클릭하여 Install or Uninstall Authentication Methods대화상자를 닫습니다.

8. OK를 클릭하여 Manage Authentication Methods대화상자를 닫습니다.

9. (선택 사항) StoreFront서버 그룹의 구성원으로 변경 사항을 전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onsole tree에서 Server Group을 선택합니다.

b. Propagate Changes작업을 사용하여 설정을 서버 그룹의 구성원에 전파합니다.

참고:서버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서버 그룹에서 StoreFront 서버 추가 또는 제거

Citrix StoreFront및 Agent를 서버에 설치하고 해당 서버를 기존 서버 그룹에 추가하면 이 그룹의 인증 StoreFront가 RSA
SecurID인증 설정을 포함한 서버 구성을 새 StoreFront서버에 전파합니다.

시작하기전에

그룹에 추가하는 StoreFront서버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해야 합니다.

절차

1. 서버 그룹의 StoreFront서버 중 하나에서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이전 페이지에.

2. 콘솔 트리에서 Server Group을 선택하고 Add Server작업을 사용하여 새 서버를 StoreFront서버 그룹에 추가

합니다.

3. Propagate Changes작업을 사용하여, RSA SecurID인증 설정을 포함한 서버 구성을 새 서버에 전파합니다.

RSA SecurID 인증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RSA SecurID인증을 활성화하면 Citrix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이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RSA SecurID인증이 비활성화

된 경우 사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토어에 대한 RSA SecurID인증 설치 또는 제거 이전 페이지에. RSA SecurID가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의 사용 가능한 인증 제공자 목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이전 페이지에.

2. Console tree에서 Store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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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res list에서 RSA SecurID인증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스토어를 선택합니다.

4. Action 창에서 Manage Authentication Methods를 클릭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RSA SecurID인증을 활성화하려면 RSA SecurID확인란을 선택합니다.

l RSA SecurID인증을 비활성화하려면 RSA SecurID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6. OK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설정 관리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인증 모드를 변경하고 기타 Agent for Citrix StoreFront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이 페이지에는 선택한 인증 모드에 따라 다른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수정하려면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페이지에 45를 참조하십시오.

AM UDP 모드 옵션

옵션 설명

Full path of
sdconf.rec file

Browse를 클릭하여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sdconf.rec)의 위치를 지정합니다.이 파일

은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를 통해 얻습니다.

Enable Auto
Registration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Auto Registration이 에이전트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등록하고 수동 작업

없이 필요에 따라 IP주소와 노드 암호를 업데이트합니다.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Full path of
server.cer file:

Browse를 클릭하여 서버 인증서 파일(server.cer)의 위치를 지정합니다.이 파일은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를 통해 얻습니다.

Advanced
Tools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l Test Authentication:
RSA SecurID사용자 이름 및 패스코드를 Authentication Manager에 제출하여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서 인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화면의 지시에 따라 인증 자격 증명을 제공

하고 필요한 경우 RSA SecurID PIN을 생성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증 수행 페이지에 46
을 참조하십시오.

l Tracing: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일반적으로 추적은 RSA고객 지원 팀의 지

시가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합니다.고객 지원 팀이 설정할 추적 수준과 추적할 구성 요소를 알려

줍니다.자세한 내용은 추적 활성화 페이지에 47를 참조하십시오.

l IP Address Override:
에이전트를 호스팅하는 서버에 IP주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식별

하기 위한 기본 IP주소를 지정합니다.또한 Authentication Manager Security Console에서 에

이전트를 등록할 때도 이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Auto Registration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이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IP주소 재정의 활성화 페이지에 45를 참조하십시오.

Server
Environment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환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운영 및 복제본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올바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와 통신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ar Node
Secret

에이전트에서 노드 암호를 지웁니다.노드 암호가 불일치할 경우 암호를 지우고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Authentication Manager Security Console에서 에이전트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노드 암호 지우기 페이지에 45를 참조하십시오.

Send domain
and user name

에이전트가 인증 요청을 위해 Authentication Manager에 연결할 때 사용자 이름과 함께 사용자의 도메

인을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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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to
Authentication
Manager

구축 환경의 사용자 계정에 domain\username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참고:에이전트는 UPN형식(username@domainname)의 Authentication Manager 계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M REST 모드 옵션

옵션 설명

Server URL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운영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인증 URL을 지정합니다.

https://HOSTNAME:PORT/mfa/v1_1/

Operations Console의 Administration > Network > Appliance Network Settings페
이지에 있는 Fully Qualified Domain Name필드에서 HOSTNAME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PORT는 5555입니다.

Access Key

RSA Authentication Manager의 REST 인증 API액세스 키를 지정합니다.

API액세스 키를 획득하려면 RSA Link에서 Configure the RSA SecurID Authentication API for
Authentication Agents를 참조하십시오.

Agent Name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Replica URLs

복제본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의 REST 인증 URL을 지정합니다.

URL을 입력하고 +를 클릭하여 목록에 추가합니다.목록에서 URL을 선택하고 –를 클릭하여 제거

합니다.최대 15개의 복제본 URL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est Timeout

에이전트가 Authentication Manager를 통해 각 트랜잭션을 완료하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초)
을 지정합니다.

범위: 1-180

기본값: 180

참고: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인증 시에 에이전트가 복
제본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quest
Timeout값을 낮추면 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ad Timeout

에이전트가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연결하고 응답을 읽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범위: 1-180

기본값: 60

Retry Count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경우 에이전트가 Authentication Manager 인스턴스에 연결을 시도하는

횟수를 지정합니다.

복제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이전트는 재시도 횟수에 도달하면 다음 복제본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을 시도합니다.

범위: 1-5

기본값: 1

Server Refresh
Interval

Authentication Manager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폴링 시도 간격(분)을
지정합니다.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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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기본값: 5

로드 밸런싱

구성된 Authentication Manager 복제본 서버 간에 인증 요청을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지

정합니다.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모드를 지원합니다.

l Weighted Round Robin(기본값)
에이전트는 각 서버가 인증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빠

른 서버에 더 많은 요청을,느린 서버에 더 적은 요청을 분배합니다.

l Round Robin
에이전트는 관리자가 서버를 추가한 순서대로 각 서버에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합니다.

Enable WPI

Windows Password Integration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WPI가 활성화되고 구성된 경

우 사용자가 처음 인증할 때만 Windows 암호를 제공하며,이후 인증 과정에서는 에이전트가 저장

된 암호를 가져오고 Windows 암호를 묻지 않습니다.

WPI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구성 설정을 수행하려면 Manage WPI를 클릭합니다.

참고:이 정책이 작동하려면 Security Console의 오프라인 인증 정책 설정에서 WPI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Manage WPI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WPI설정이 있습니다.

l Use Node Secret from UDP:
에이전트가 이전에 UDP모드로 구성된 경우 이전에 생성된 노드 암호를 사용하려면 이 확

인란을 선택합니다.

l Full path of sdconf.rec file:
Browse를 클릭하여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 파일(sdconf.rec)의 위치를 지정합

니다.

l Full path of <AgentName>_NodeSecret.zip file:
Browse를 클릭하여 Authentication Manager 노드 암호 파일(<AgentName>_
NodeSecret.zip)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l Enter the password used to encrypt
<AgentName>_NodeSecret.zip:
이는 Security Console에서 노드 암호 파일을 생성할 때 지정한 암호입니다.

l Generate Node Secret:
에이전트와 Authentication Manager 간의 암호화된 통신에 사용되는 노드 암호를 생성

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Send domain and
user name to
Authentication
Manager

에이전트가 인증 요청을 위해 Authentication Manager에 연결할 때 사용자 이름과 함께 사용자

의 도메인을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축 환경의 사용자 계정에 domain\username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참고:에이전트는 UPN형식(username@domainname)의 Authentication Manager 계정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CAS 모드 옵션

옵션 설명

Server URL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URL을 지정합니다.

https://hostname:port/mfa/v1_1/

Cloud Administration Console의 Platform > Identity Routers에서 ID라우터 설정 페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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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Registration 탭에 있는 Authentication Service Domain 필드를 통해 hostname을 확인합니

다.기본 포트는 443입니다.

Access Key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의 REST 인증 API액세스 키를 지정합니다.

API액세스 키를 획득하려면 RSA링크에서 Add an RSA SecurID Authentication API Key를 참조하

십시오.

Agent Name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를 통해 전송되는 모바일 알림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Access Policy
에이전트가 사용할 Cloud Administration Console액세스 정책의 정확한 이름(대/소문자 구분 포함)
을 지정합니다.액세스 정책을 표시하고 추가하는 방법은 RSA Link에서 액세스 정책 관리를 참조하십

시오.

Request Timeout

에이전트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를 통해 각 트랜잭션을 완료하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초)
을 지정합니다.

범위: 1-180

기본값: 180

Read Timeout

에이전트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연결하고 응답을 읽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초)을 입력

합니다.

범위: 1-180

기본값: 60

Retry Count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경우 에이전트가 Cloud Authentication Service에 연결을 시도하는 횟수를 지

정합니다.

범위: 1-5

기본값: 1

Prompt for
Windows
Password after
RSA SecurID
Authentication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SecurID인증 방법을 완료한 후 사용자에게 Windows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

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기본적으로 에이전트는 처음에 Windows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Enable Risk
Collection

인증 시에 장치 지문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이 정보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가 사용자의 ID신뢰성 수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액세스 정책

에 Identity Confidence속성을 사용하면 ID신뢰성이 높은 사용자가 간편하게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액세스 정책의 조건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에이전트는 이 설정과 관계없이 사용자 인증 시에 항상 시작 IP주소,사용자 에이전트 및 HTTP
헤더 정보를 수집합니다.이 정보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가 구성된 액세스 정책에 따라 인증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able Location
Collection

사용자 인증 시에 경도,위도,타임 스탬프를 비롯한 HTML5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지 여부를 지

정합니다.액세스 정책에 Trusted Location 속성을 사용하면 특정 위치의 사용자가 간편하게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액세스 정책의 조건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에이전트는 이 설정과 관계없이 사용자 인증 시에 항상 시작 IP주소,사용자 에이전트 및 HTTP
헤더 정보를 수집합니다.이 정보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가 구성된 액세스 정책에 따라 인증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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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를 열어 인증 모드를 변경하고 기타 Agent for Citrix StoreFront기능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Stores list에서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인증 방법으로 구성된 스토어를 선택합니다.

3. Action 창에서 Manage Authentication Methods를 클릭합니다.

4. RSA SecurID의 Settings열에서 드롭다운 메뉴의 Manage SecurID Options를 선택합니다.

IP 주소 재정의 활성화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IP주소가 있는 서버에서 AM UDP모드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한 경우 에

이전트 호스트에서 때에 따라 서로 다른 주소를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 연결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

니다.

l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하나의 IP주소를 기본 주소로 등록하고 이를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
서 IP주소 재정의로 지정합니다.

l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에이전트 호스트에 속한 다른 IP주소들을 보조 주소로 등록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IP주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Link에서 Authentication Agent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위.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UDP를 선택합니다.

4. Advanced Tools를 클릭합니다.

5. IP Address Override를 클릭합니다.

6. IP Address Override 필드에,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기본 주소로 지정된 IP주소를 입력합니다.

7. OK를 클릭합니다.

노드 암호 지우기

에이전트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에이전트의 노드 암호가 Authentication Manager의 노드 암호와 일치하지 않으

면 Agent for Citrix StoreFront와 Authentication Manager 간의 암호화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 경우 에이전

트와 Authentication Manager의 노드 암호를 지워야 합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고 에이전트의 자동 등록을 허용하도록

Authentication Manager가 구성된 경우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에서 노드 암호를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특정 상황에

서 노드 암호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관리자가 Security Console을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
서 Agent for Citrix StoreFront의 인스턴스를 등록 취소하는 경우 노드 암호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노드 암호를 지워야

합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위.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UDP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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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ear Node Secret을 클릭합니다.

5. Yes를 클릭합니다.

6. Auto-Registration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이 에이전트

의 노드 암호를 지웁니다.관련 지침은 RSA Link에서 Refresh the Node Secret을 참조하십시오.

서버 환경 정보 보기

에이전트 옵션에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환경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환경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서버 환경 정보를 검토하여 운영 및 복제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확인하고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올바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와 통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서버에서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이전 페이지에.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UDP를 선택합니다.

4. Server Environment를 클릭합니다.

5. Select server to view필드에서 기본 서버를 그대로 두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른 서버를 선택합니다(해당
하는 경우).다른 서버를 선택하는 경우 Refresh 를 클릭하여 해당 서버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테스트 인증 수행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구성된 경우 테스트 인증을 수행하여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인증할 수 있

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테스트 인증은 구성된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사용자 이름 및 RSA SecurID패스코드
를 전송하며,노드 암호(아직 없는 경우)를 생성하여 에이전트 호스트에 다운로드합니다.

시작하기전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네트워크로 Authentication Manager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서버에서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이전 페이지에.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UDP를 선택합니다.

4. Advanced Tools를 클릭합니다.

5. Test Authentication을 클릭합니다.

6. User Name필드에서 현재 사용자 이름을 그대로 두거나 적절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7. SecurID Passcode필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SecurID PIN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현재 토큰 코드를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Set New RSA
SecurID PIN대화상자가 열립니다. 8단계로 이동합니다.

l SecurID PIN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패스코드를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필요한 경우 10단계로 이

동합니다.

8. PIN을 설정하려면 Set New RSA SecurID PIN대화상자의 지침을 따릅니다.
l 시스템에서 생성된 PIN을 발급하도록 Authentication Manager가 구성된 경우 새 PIN을 기억하라는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이때 OK를 클릭합니다. Cancel을 클릭하면 새 PIN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l PIN을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SecurID PIN필드에 PIN을 입력합니다. Confirm SecurID
PIN필드에 동일한 PIN을 다시 입력합니다. Finish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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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IN이 설정되면 Next passcode필드에 PIN과 토큰 코드 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Authenticator에 PIN입력 필드

가 있는 경우 장치에 PIN을 입력하여 패스코드를 생성한 다음 패스코드를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10. authenticator의 소지를 확인하고 이를 Authentication Manager와 동기화하기 위해 다음 토큰 코드를 입력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Authenticator에서 토큰 코드가 변경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Next tokencode필드에 새

토큰 코드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인증할 수 없는 경우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의 Server Environment화면에서 Authentication Manager 설정
을 검토합니다.

추적 활성화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추적을 사용하여 인증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추적은 RSA고객 지원 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합니다.고객 지원 팀이 추적할 구성 요소와 설정할 추적 수준을

알려 줍니다.

참고:추적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활성화된 경우 추적 출력 파일은 C:\ProgramData\RSA\Logfiles에
기록되며,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M REST 또는 CAS모드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 로깅을 구성하려면 AM REST 모드 또는 CAS모드의 로깅 옵션 구

성 페이지에 36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문제가 발생하는 에이전트 호스트에서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페이지에 45.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UDP를 선택합니다.

4. Advanced Tools를 클릭합니다.

5. Tracing을 클릭합니다.

6. 고객 지원 팀의 지시에 따라 추적 설정을 구성합니다.

7. OK를 클릭합니다.

초기 설치 후 인증 모드 변경

초기 설치 후 Agent for Citrix StoreFront의 인증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페이지에 45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구성하려는 인증 모드를 선택합니다.

4. 구축에 필요한 대로 선택한 인증 모드에 대한 에이전트 설정을 구성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

지에 41를 참조하십시오.

초기 설치 후 AM REST 모드에 WPI 활성화
AM REST 모드로 처음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WPI를 활성화하지 않았거나 처음 설치한 후 AM REST 모드로 변경한 경우 언

제든지 WPI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페이지에 45.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REST를 선택합니다.

4장: Agent for Citrix StoreFront구성 및 관리 47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관리자 가이드

4. Enable Windows Password Integration (WPI)을 선택합니다.

5. Manage WPI를 클릭합니다.

6. 에이전트가 이전에 AM UDP모드로 설치 및 구성되었고 여전히 동일한 에이전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Use Node
Secret from UDP mode를 선택한 후 10단계로 진행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7단계로 진행합니다.

7. Browse를 클릭하여 구성 파일(sdconf.rec)의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합니다.

8. Browse를 클릭하여 노드 암호 파일(<AgentName>_NodeSecret.zip)의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합니다.

9. Enter the password with which _NodeSecret.zip was encrypted필드에 암호화 암호를 입력합니다.

10. OK를 클릭합니다.

참고:또한 Security Console의 오프라인 인증 정책 설정에서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 WPI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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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

StoreFront는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프로토콜을 통해 NetScaler Gateway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RSA SecurID또는 RBA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확장하기 위해서

는 DFA가 필요합니다.

Citrix StoreFront에서 Citrix NetScaler Gateway에 RSA SecurID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DFA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사용하여 RSA SecurID인증을 통해 StoreFront에 대한 로그온을 보호합니다.
RSA SecurID인증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페이지에 40를 참조하십시오.

2. Citrix StoreFront에서 DFA를 활성화하고 RSA SecurID를 사용하여 DFA를 보호합니다.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 활성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3. RSA SecurID인증을 지원하도록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NetScaler 테마를 활성화합니다. NetScaler
테마에 RSA SecurID인증 스크립트 적용 옆 페이지에을 참조하십시오.

4. DFA를 사용하여 Citrix StoreFront에 대해 인증하도록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합니다.
RSA Link에서 RSA Ready Technology Integrations SecurID Access Implementation Guide for Citrix
NetScaler Gateway(https://community.rsa.com/docs/DOC-66800)에 설명된 DFA구성 단계를 참조하십시

오.

5.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StoreFront를 구성합니다.
NetScaler Gateway에서 DFA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Citrix설명서 웹 사이트

(http://docs.citrix.com)를 방문하여 "Configure NetScaler Gateway connection settings"를 검색하십시오.

참고:StoreFront서버 그룹의 StoreFront서버에서 DFA를 구성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그룹의 모든 서버로 전파해야 합니
다.

참고:Install-DFAServer 명령을 실행할 때 선택적 -tenantID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 장에 나오는 모
든 명령에 사용되는 -VirtualPath에 해당 tenantID를 포함해야 합니다.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tenantID>/Default

이러한 PowerShell명령은 Configuring Citrix StoreFront for 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 with RSA SecurID문
서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이 문서에 액세스하거나 RSA Link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FA에 대한 RSA SecurID 인증 활성화

DFA에 대한 SecurID인증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Citrix StoreFront에서 DFA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Citrix에서 제공하는 StoreFront Services Delegated Forms
Server Management ReadMe문서(<Citrix StoreFront installation
directory>\Management\Cmdlets\DFAServerFPReadMe.rtf)의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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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PowerShell명령 창을 열고 Citrix에서 제공한 ImportModules.ps1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itrix StoreFront모
듈을 로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StoreFront Services Delegated Forms Server Management ReadMe를 참조하

십시오.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DFA에 Custom Forms 프로토콜을 추가합니다.

Add-STFAuthenticationServiceProtocol -Name CustomForms -AuthenticationService
(Get-STFAuthenticationService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Default)

3.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RSA SecurID인증으로 DFA를 보호합니다.

Set-DSDFAProperty -conversationfactory SecurIDAuthentication

4. (선택 사항)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이 정규화되지 않았고 RBA를 사용하여 DFA를 보호하려는 경우 DFA에 대

해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을 구성해야 합니다.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et-STFExplicitCommonOptions -authenticationservice (Get-
STFAuthenticationService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Default) -Domains
@("domain1”, “domain2") -DefaultDomain "domain1"

DFA에 대한 RSA SecurID 인증 비활성화

DFA에 대한 SecurID인증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참고: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제거하려면 먼저 DFA에 대한 RSA SecurID인증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절차

1. PowerShell명령 창을 열고 Citrix에서 제공한 ImportModules.ps1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itrix StoreFront모
듈을 로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StoreFront Services Delegated Forms Server Management ReadMe를 참조하

십시오.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DFA보호를 기본 Citrix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으로 재설정합니다.

Set-DSDFAProperty -conversationfactory ExplicitAuthentication

3.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DFA에서 Custom Forms 프로토콜을 제거합니다.

Remove-STFAuthenticationServiceProtocol -Name CustomForms -
AuthenticationService (Get-STFAuthenticationService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Default)

4. (선택 사항)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DFA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을 지웁니다.

Set-STFExplicitCommonOptions -authenticationservice (Get-
STFAuthenticationService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Default) Domains @
() -DefaultDomain ""

NetScaler 테마에 RSA SecurID 인증 스크립트 적용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Citrix NetScaler를 통해 RSA SecurID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NetScaler 어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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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스에서 사용자 포털 테마 파일 및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RfWebUI"및 "X1" NetScaler 테마 또는 해당 테마를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자 지정 테마만 지원합니다.

시작하기전에

l Citrix StoreFront서버의 에이전트 설치 디렉토리 내 NetScaler 폴더에 있는 open-sans.woff, SecurID.js및
SecurID.css를 NetScaler 어플라이언스의 원하는 위치로 복사합니다.

l (선택 사항)사용자 지정 테마를 사용하려면 "RfWebUI"또는 "X1"을 테마 템플릿(테마 복사본)으로 사용하여

NetScaler 어플라이언스에서 새 포털 테마를 생성한 다음 이 테마를 가상 서버에 바인딩하고 적용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trix문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NetScaler 어플라이언스에 로그온합니다.

2. 테마에 따라 다음 디렉토리 중 하나에 open-sans.woff를 복사합니다.
l 기본 테마: /var/netcscaler/logon/LogonPoint/custom/

l 사용자 지정 테마: /var/netcscaler/logon/themes/theme-copy/

3.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SecurID.css및 SecurID.js의 내용을 각각 style.css및 script.js파일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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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 활성화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인증하는 사용자의 Citrix
StoreFront로그온을 보호하기 위해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RBA를 사용하여 인증하는 사용자는 StoreFront를 통해 로그온되며 두 번째 로그온 시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StoreFront를 보호하기 위해 RBA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사용하여 RSA SecurID인증을 통해 StoreFront에 대한 로그온을 보호합니다.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한 RSA SecurID인증 관리 페이지에 39를 참조하십시오.

2. NetScaler Gateway를 통한 RSA SecurID인증을 확장하도록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를
활성화합니다.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페이지에 50를 참조하십시오.

3. RBA인증과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간의 연결 지점을 제공하도록 RSA RBA(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RBA Helper 설치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4. RSA Authentication Manager 및 NetScaler Gateway를 Agent for Citrix StoreFront와 통합합니다.관련 지침은

RSA Link에서 RBA Implementation Guide(https://community.rsa.com/docs/DOC-66800)를 참조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RBA Helper)는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
및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연결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RBA Helper 설치 관리자는 Agent for Citrix
StoreFront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RBA Helper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l Authentication Manager가 성공적인 RBA인증의 출력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l Citrix StoreFront에 대한 DFA를 호출하는 NetScaler 가상 서버로 인증을 리디렉션합니다.

RBA Helper 설치

설치 마법사 또는 명령줄을 사용하여 RBA Help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RBA Helper 버전 1.5 이상을 지원합니다.버전 1.5 이상이 이미 설치된 경우 새 버전
의 RBA Helper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 권장 사항

Authentication Manager RBA를 Agent for Citrix StoreFront와 통합하고 전송 중에 사용자 RBA자격 증명을 보호하기 위

해 HTTPS를 통해 RBA Helper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RBA Helper를 호스팅하는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가 HTTPS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

다. HTTPS를 사용하도록 IIS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Microsoft IIS문서 자료 웹 사이트

(http://www.iis.net)를 방문하여 TLS/SSL을 검색하십시오.

또한 Microsoft TLS/SSL Security Provider(IIS에 사용됨)가 TLS(Transport Layer Security) v1.2 이상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TLS v1.2를 사용하도록 Microsoft TLS/SSL Security Provider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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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려면 Microsoft문서 자료 웹 사이트(http://support.microsoft.com)를 방문하여 How to restrict the use of
certain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protocols in Schannel.dll을 검색하십시오. TLS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Computer Security에 대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문서
(http://csrc.nist.gov/publications/PubsSPs.html)에서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Configuration, and Use of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Implementations를 검색하십시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설치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RBA Helper를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l 보안 권장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l RBA Helper를 설치할 서버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 RBA Helper를 설치할 서버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l .NET Framework 4.5 이상

l ASP.NET 4.5 활성화

l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l 버전 7.5, 8.0, 8.5 또는 10.0

l ASP.NET 4.5가 활성화된 웹 서버 역할

l HTTPS활성화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x64.msi가 포함된 다운로드 패키

지를 RBA Helper를 설치할 컴퓨터의 폴더에 복사합니다.

참고:RBA Helper가 기본 웹 사이트에 설치됩니다.다른 웹 사이트에 RBA Helper를 설치하려면 명령줄을 사용하여 RBA
Helper를 설치하십시오.

절차

1. 설치 관리자 파일을 복사한 폴더에서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x64.msi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Next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3. License Agreement를 읽고 동의하거나 Print를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4. Install을 클릭합니다.

5.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클릭합니다.

작업을마친후

RBA Helper가 작동하는지 확인 다음 페이지에

명령줄 옵션을 사용한 설치

명령줄에서 RBA Help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l 보안 권장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l RBA Helper를 설치할 서버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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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BA Helper를 설치할 서버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l .NET Framework 4.5 이상

l ASP.NET 4.5 활성화

l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l 버전 7.5, 8.0, 8.5 또는 10.0

l ASP.NET 4.5가 활성화된 웹 서버 역할

l HTTPS활성화

l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x64.msi가 포함된 다운로드 패키

지를 RBA Helper를 설치할 컴퓨터의 폴더에 복사합니다.

절차

1.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설치 관리자 파일을 복사한 폴더로 이동하거나 명령줄에서 설치 관리자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을 제공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RBA Helper를 기본 웹 사이트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x64.msi"

l RBA Helper를 다른 웹 사이트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msiexec /qn /i "RSA Authentication Manager 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x64.msi" PARENT_WEBSITE="<Non-default web site>"

지정된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RBA Helper가 기본 웹 사이트에 설치됩니다.

작업을마친후

RBA Helper가 작동하는지 확인 아래

RBA Helper가 작동하는지 확인

RBA Helper를 설치한 후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작하기전에

RBA Helper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Manager를 엽니다.

2. 연결 창에서 사이트 > 기본 웹 사이트(또는 RBA Helper가 설치된 웹 사이트)를 엽니다.

3. RBA Helper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RSAAuthMgrRbaHelper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5. 컨텍스트 메뉴의 옵션으로 Manage Application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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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 정보와 오류 메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문제 해결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참조하려면

RSA Link(https://community.rsa.com)에 로그온하십시오.

설치 및 제거 문제

설치 또는 제거가 실패할 경우 로그 파일(예:%USERPROFILE%\install.log)을 검토하여 실패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확인하십시오.수동 설치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관리자가 중지되고 오류가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 방법

Citrix StoreFront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Citrix에 문의하여 Citrix StoreFront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

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Microsoft .NET Framework 4.5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Microsoft에 문의하여 .NET Framework 4.5를 다운로드하고 설

치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도록 선택하면 설

치가 실패하며,이 유틸리티가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Windows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는 하나의 Authentication Agent에
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가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Windows에 이미 설치된 경우 이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Citrix StoreFront가 이미 제거된 경우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Citrix StoreFront를 다시 설치하고 자동으로 열리는 Citrix
StoreFront MMC를 닫습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제

거한 다음 Citrix StoreFront를 제거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설치 중에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이 실행 중인 경우 콘

솔의 응답이 중지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기 전에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닫습니다.

인터페이스 문제

이 섹션에서는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에이전트가 버전 1.5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업데이트된 Agent for Citrix StoreFront구성 인터페

이스가 공유 Citrix StoreFront스토어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공유 스토어에 대해 RSA SecurID인증을 비활성화한 다음 다시 활

성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RSA SecurID인증 활성화 또는 비활성

화 페이지에 40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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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와의 공존 문제

이 섹션에서는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Microsoft Windows(Windows Agent)와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Citrix Agent)가 Citrix StoreFront서버에 모두 설치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두 에이전트가 모두 설치된 경우

Offline Authentication for the
Windows Agent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오프라인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합니다.이 기

능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엽니다.시작을 클릭합니다.검색 상자에 regedit를 입력

한 후 프로그램 아래의 결과 목록에서 regedit를 클릭합니다.

2. 다음 키를 엽니다. HKEY_LOCAL_
MACHINE\SOFTWARE\SDTI\ACECLIENT

3. NoDADownload(REG_DWORD)의 값을 1에서 0으로 변경합니다.

에이전트 중 하나를 제거한 후에

OASVC_LOCAL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Citrix StoreFront서버에 아직 설치되어 있는 인증 에이전트의 설치를 복구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복구하려면 설치 복구 페이지에 30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가 RSA Control Center for
the Windows Agent를 사용하여

노드 암호를 지운 후에 AM UDP
모드에서 Citrix StoreFront인증
이 실패하고 Citrix Agent에 노드

암호 불일치 오류가 표시됩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Citrix StoreFront서버에서 AuthAPIService및 sdadmreg를 다시 시작합

니다.

2. RSA Control Center for the Windows Agent를 사용하여 테스트 인증을 수행

합니다.

관리자가 RSA Control Center for
the Windows Agent를 사용하여

노드 암호를 지운 후에 AM REST
에서 Citrix Agent의 WPI가 중지

됩니다.이 문제는 Windows
Agent와 Citrix Agent가 동일한

에이전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만 발생합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RSA Control Center for the Windows Agent를 사용하여 테스트 인증을 수행

합니다.

2. Citrix Agent에 대한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Manage WPI를
클릭하고 Use Node Secret from UDP mode를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AM UDP모드에서
Citrix Agent의 노드 암호를 지운

후에 Windows Agent인증이 실

패합니다.이 문제는 Windows
Agent에 Agent Auto-
registration이 설치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Citrix StoreFront서버에서 sdadmreg를 다시 시작합니다.

관리자가 노드 암호를 지우거나

AM REST 모드에서 Citrix Agent
의 새 노드 암호를 생성한 후

Windows Agent인증이 실패하

고 Windows Agent에 "Node
secret mismatch: cleared on
agent but not in server"라는 오

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이 문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Windows Agent의 노드 암호를 지웁니다.

2. RSA Control Center for the Windows Agent를 사용하여 테스트 인증을 수행

합니다.

3. Citrix Agent에 대한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Manage WPI를
클릭하고 Use Node Secret from UDP mod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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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법

는 Windows Agent와 Citrix
Agent가 동일한 에이전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Citrix Agent인증 모드를 변경한

후 Windows Agent서비스가 중

지됩니다.
Windows Agent설치를 복구합니다.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 문제

이 섹션에서는 DFA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DFA서버를 설치할 때 선택적 tenantID를 설정한 경

우 VirtualPath를 사용하는 PowerShell명령이 실패

합니다.

VirtualPath를 사용하는 명령에 해당 tenantID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체:

(Get-STFAuthenticationService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Default)

다음으로 대체하십시오.

(Get-STFAuthenticationService -VirtualPath
/Citrix/DelegatedForms/[tenantID]/Default)

로깅 문제

이 섹션에서는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서 생성되는 로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사용자 지정 양식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로깅 구성 또

는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의 옵션

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에이전트 로그에 반영되지 않습

니다.

사용자 지정 양식을 비활성화한 다음 다시 활성화합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구성

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 위치에 로그를 저장하도록 추

적이 설정된 경우 에이전트가 제거될 때 logs 폴더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제거한 후 사용자 지정 로그 디렉토리를 수동으로 삭제

합니다.

인증 문제

이 섹션에서는 인증과 관련된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RSA Authentication Manager와 에이전트 호

스트가 통신할 수 없습니다.

Authentication Manager와에이전트호스트에있는시스템구성파일의복

사본(sdconf.rec)이호환되지않을수있습니다.올바른 sdconf.rec파일이
있는지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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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법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
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열기 페이지에 39.

2.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 열기 페이지에 45.

3. Authentication Mode드롭다운 메뉴에서 AM UDP를 선택합니

다.

4. Server Environment를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왼쪽에 Authentication Manager서버의상태와이서버가

에이전트와통신하는방법에대한정보가표시됩니다.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의 Server
Environment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

(sdconf.rec) 파일을 확인하려고 하면

“Unable to retrieve server environment”라
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되어 있습

니다.

sdconf. rec파일이손상되어파일을교체해야합니다.

1.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서새 sdconf.rec파일을가져옵니

다.

2. 에이전트호스트에서기존 sdconf.rec파일이저장된 C:\Program
Files\Common Files\RSA Shared\Auth Data디렉토리로이

동합니다.

3. 기존 sdconf.rec파일을새파일로바꿉니다.

참고:안티스파이웨어 또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노드 암호 또는
sdconf 파일을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
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인증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손상된 server.cer파일을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

다.

1.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server.cer 파일을 가져옵니

다.

2. 관리 도구 > 서비스를 열고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3. 기존 server.cer파일이 저장된 C:\Program Files\RSA\RSA
Authentication Agent\Agenthost Autoreg Utility\디렉
토리로 이동합니다.

4. 기존 server.cer파일을 새 파일로 바꿉니다.

5.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Mozilla Firefox를 사용하여 인증할

때 에이전트가 위치 세부 정보를 로깅하지 않

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FireFox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

도록 안내합니다.

1. 주소 표시줄에서 about:config를 입력합니다.

2. geo.wifi.ui의 값을 다음으로 변경합니다.
https://location.services.mozilla.com/v1/geolocate?key=test

인증 모드를 AM REST에서 AM UDP로 변경한

후 인증이 실패하고 에이전트에 "Node secret
mismatch: cleared on agent but not on
server"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Security Console에서 에이전트의 노드 암호를

지운 다음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의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테스트 인증을 수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

증 수행 페이지에 46을 참조하십시오.

AM REST 모드에서 인증이 실패하고 Citrix
StoreFront에 "Cannot complete your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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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법

request"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 에이전트 로그에서 인증서 유효성 검사 오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유효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를 가져옵니다.자세한 내용

은 Authentication Manager 또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
에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 페이지에 20를 참조하

십시오.

l 에이전트 로그에서 REST 구성 파일 오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 설치를 복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설치 복구 페이지에

30를 참조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
문제 진단

Authentication Manager RBA(Risk-Based Authentication)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추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추적 활성화 페이지에 47를 참조하십시오.추가 작업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RSAAuthMgrRbaHelper 양식 표시 활성화

기본적으로 RSAAuthMgrRbaHelper에는 RBA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RSA고객 지

원 팀의 지시가 있는 경우 RSAAuthMgrRbaHelper에 이 양식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Manager를 엽니다.

2. 연결 창에서 사이트 > 기본 웹 사이트 또는 RSAAuthMgrRbaHelper가 설치된 웹 사이트를 엽니다.

3. RSAAuthMgrRbaHelper를 선택합니다.

4. 작업 창에서 탐색을 선택합니다.

5. 탐색기 창이 열리면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web.config파일을 엽니다.

6. <appSettings>요소 아래에서 <add key="allowHttpGet" value="false"/>속성을 찾습니다.

7. 값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합니다.

8. web.config파일을 저장합니다.

9. 작업 창에서 Browse*:80 (http)또는 Browse*:443 (https)를 선택하여 양식을 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

다. Internet Explorer에 RBA Helper 양식이 표시됩니다.

참고:IIS Manager는 서버 이름으로 localhost를 사용하는데 이는 SSL인증서의 서버 속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Browse*:443 (https)을 선택하면 인증서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이 경고는 무시해도 됩니다.

오류 및 이벤트 뷰어 로그 메시지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오류 및 이벤트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범주로 Windows 이벤
트 뷰어에 기록됩니다.

l ACECLIENT

l AuthAPI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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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SA Agent Auto Registration

l RSA Authentication Agent Auto-Registration

l RSA SecurID Authenticator

메시지 설명

AVOID command has invalid IP address in
SDOPTS.REC file

sdopts.rec파일에서 AVOID매개변수와 연관된 IP주소가 잘못되었

습니다.올바른 형식의 sdop.rec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로드 밸런싱 페이지에 66을 참조하십시오.

Cannot AVOID default IP Address in
SDOPTS.REC file address

AVOID매개변수가 sdop.rec파일에 지정된 기본 IP주소에서 작동하

지 않습니다.올바른 형식의 sdop.rec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로드 밸런싱 페이지에 66을 참조하십시오.

Duplicate AVOID statements in SDOPTS.REC
file

sdop.rec파일에 두 개의 동일한 AVOID문이 있습니다.올바른 형식

의 sdop.rec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로드 밸

런싱 페이지에 66을 참조하십시오.

Incorrect size for file: sdconf.rec
sdconf rec파일이 바이너리 모드로 복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에게 sdconf.rec의 새 복사본을 요

청하십시오.

File not found: aceclnt.dll
소프트웨어를 잘못 설치했거나 aceclnt.dll을 삭제했을 수 있습니다.
MSI파일(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x64.msi)에서 Citrix Agent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합니다.

File not found: sdconf.rec

sdconf.rec파일이 HKLM\Software\RSA\RSA
Authentication Agent\AuthDataDir 디렉토리에 없습니다.제
거되었거나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아예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에게 sdconf.rec의 새 복사본을 요

청하십시오.

Network Timeout - Authentication Manager
was responding but has now stopped.

서버에서 Authentication Manager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

다.라우터 오작동 또는 네트워크 케이블 분리와 같은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User <user name> canceled out of New PIN
routine

사용자가 새 PIN모드에서 인증 시도를 취소했습니다.

User <user name> canceled Authentication
routine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User <user name>: ACCESS DENIED
사용자에게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Activity Log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User <user name>: ACCESS DENIED. Next
Tokencode failed.

사용자가 Next Tokencode모드에서 인증에 실패하여 다시 인증을 시

도해야 합니다.

User <user name>: ACCESS DENIED. Server
signature invalid.

Authentication Agent에서 Authentication Manager의 ID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SA고객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User <user name>: canceled out of Next
Tokencode routine

사용자가 Next Tokencode프로세스를 취소했습니다.

User <user name>: New PIN accepted 사용자의 새 RSA SecurID PIN이 확인되었습니다.

User <user name>: New PIN rejected
RSA SecurID PIN이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인증하여 RSA SecurID PIN을 설정해야 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Activity Log를 확인하십시오.

User <user name>: PASSCODE accepted 사용자의 패스코드가 수락되었습니다.

User <user name>: Successfully logged on Authentication Manager가 Next Tokencode를 수락하고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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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설명

with Next Tokencode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USESERVER and AVOID cannot both be used
in sdopts file

sdopts.rec파일이 USESERVER와 AVOID를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

다.올바른 형식의 sdop.rec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자동 로드 밸런싱 페이지에 66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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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로드 밸런싱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AM UDP모드로 설치된 경우 로드 밸런싱 옵션 파일(sdopts.rec)을 생성하여

Authentication Agent가 자동으로 인증 요청을 로드 밸런싱하도록 구성합니다. sdopts.rec파일은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에이전트가 설치된 시스템)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입니다.이 파일 내에서 동적 또는 수동 로드 밸런싱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sdopts.rec파일을 수정하려는 경우 관리자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참고:CAS모드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AM REST 모드에서는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에이전트 설정을
구성할 때 로드 밸런싱 체계를 선택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지에 41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로드 밸런싱

동적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는 경우 Authentication Agent가 해당 영역의 각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시간 요

청을 보내고 각 서버의 응답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 목록을 결정합니다.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가 가장높은우선순위를부여받아가장많은수의인증요청을받게되며,다른 Authentication Manager 서
버는우선순위가더낮고요청을더적게받습니다.이체계는 Authentication Agent가또다른시간요청을보내거나시간

이초과될때까지지속됩니다.

Authentication Agent는 동적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기 위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대체 IP주소(별칭)를 사용

하여 방화벽을 통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연결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는 요청 시

Authentication Agent에 별칭을 제공합니다.주소는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의 구성 기록 파일(sdconf.rec)에 저

장됩니다.

동적 로드 밸런싱을 지정하려면 sdopts.rec 파일에서 USESERVER문을 제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sdopts.rec 파일 생

성 아래을 참조하십시오.

수동 로드 밸런싱

수동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는 경우 각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에 사용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지정하

고 각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우선 순위를 할당하여 Authentication Agent가 인증 요청을 일부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더 자주 보내도록 합니다.수동 로드 밸런싱을 지정하려면 sdopts.rec파일에 USESERVER문을 포함

하고 사용하도록 지정한 각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우선 순위 설정을 연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sdopts.rec 파
일 생성 아래을 참조하십시오.

로드 밸런싱 구성 파일(sdopts.rec) 관리

이 섹션에서는 sdopts.rec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이러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보여 줍니다.

sdopts.rec 파일 생성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sdopts.rec파일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이 파일을 생성한 후에는 다음 레지스

트리 설정에 지정된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 HKLM\Software\RSA\RSA Authentication Agent 키 아래의

AuthDataDir 값.파일의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참고:sdopts.rec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Authentication Agent를 다시 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이 파일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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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각각 세미콜론 뒤에 나오는 주석 줄

l 다음 중 하나의 키워드-값 쌍:
l CLIENT_IP=ip_address.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의 재정의 IP주소를 지정합니다. CLIENT_
IP키워드는 파일에서 한 번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재정의 IP주소 지정 페이지에 70을 참

조하십시오.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의 Advanced Tools옵션을 통해 IP재정의가 이미 설정

된 경우 Authentication Agent에서 이 설정이 무시됩니다.

l USESERVER=ip_address, priority.지정된 우선 순위 값에 따라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에서
인증 요청을 수신할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지정합니다.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가 사용

하는 각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대해 하나의 설정을 사용합니다. sdopts.rec및 sdconf.rec파
일에 지정할 수 있는 최대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수는 11개입니다. sdopts.rec파일에 추가하는

각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우선 순위를 할당해야 합니다.그러지 않으면 항목이 유효하지 않습니

다.

참고:sdopts.rec파일에 이 값을 포함하면 수동 로드 밸런싱이 활성화됩니다.

각 USESERVER키워드 값은 실제 Authentication Manager IP주소와 할당된 우선 순위를 쉼표로 구분

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우선 순위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가 인증 요청을 수신하는지 여부와 수

신 빈도를 지정합니다.다음 표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우선 순위 값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순위
의미

2~10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할당된 우선 순위에 따라 무작위 선택을 사용하여 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인증 요청을 보냅니다.범위는 2~10입니다.값이 클수록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더 많은 요청이 수신됩니다.우선 순위 10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는 우선 순위 2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보다 약 24배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1
더 높은 우선 순위의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사용합니다.

0

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무시합니다.우선 순위 0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합니

다.

l 서버가 sdconf.rec파일에 나열된 4개의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중 하나여야 합

니다.

l sdopts.rec파일에 있는 우선 순위 1~10인 모든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Authentication Agent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Authentication Agent의 초기 인증에만 서버가 사용됩니다.

l 일반적으로 우선 순위 0을 통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파일

에 항목을 넣을 수 있으며,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사용하기로결정할경우우선

순위값을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키워드는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l USESERVER 문에 있는 모든 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본 서버는 마스터(있는 경우)
또는 sdconf.rec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입니다.

파일의 IP주소는 초기 인증 과정에서 Authentication Agent가 수신하는 유효한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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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LIAS=ip_address, alias_ip_address_1, alias_ip_address_2, alias_ip_address_3.
sdconf.rec파일에 있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대해 나열된 별칭 외에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대한 하나 이상의 대체 IP주소(별칭)를 지정합니다. sdop.rec파일에서 최대 3개의 별

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IAS 키워드 값에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실제 IP주소에 이어 해당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최대 3개 별칭이 포함됩니다. Authentication Agent는 시간이 제한된 요청을 실제 및 별

칭 IP주소에 보냅니다.

ALIAS 키워드로 지정된 실제 IP주소만 지정된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IP주소는 Authentication Agent에서 수신하는 모든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목록에 포

함되어야 합니다.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목록은 해당 영역의 알려진 Authentication Manager 모
든 서버에 대한 실제 및 별칭 IP주소를 제공합니다. Authentication Agent는 Authentication Manager가
인증 요청의 유효성을 검사한 후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서 목록을 받습니다.

l ALIASES_ONLY=ip_address.이 키워드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실제 IP주소를 값으로

제공하는 경우 Authentication Agent가 별칭 IP주소만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 연결하도록

하며,

값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Authentication Agent가 별칭 IP주소를 할당받은 Authentication Manager 서
버에만 요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sdopts.rec파일에 10개 이하의 IGNORE_ALIASES Authentication
Manager 키워드를 포함하여 예외를 생성함으로써 실제 IP주소를 통해 연결해야 하는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예외를 보여주는 예는 사용 또는 제외할 별칭 IP주소 지정 옆 페이지에을 참조하십시오.
이 키워드를 사용하려면 sdconf.rec파일 또는 sdopts.rec파일에 하나 이상의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대한 별칭 IP주소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l IGNORE_ALIASES=ip_address.이 키워드는 값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sdopts.rec및 sdconf.rec
파일 또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목록에 있는 모든 별칭 IP주소가 무시되도록 합니다.
sdopts.rec파일에 10개 이하의 ALIASES_ONLY키워드를 포함하여 예외를 생성함으로써 별칭 IP주
소를 통해 연결해야 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예외를 보여주는

예는 사용 또는 제외할 별칭 IP주소 지정 옆 페이지에을 참조하십시오.

실제 IP주소를 값으로 지정하면 Authentication Agent가 실제 IP주소만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에 연결하게 됩니다.

l AVOID=ip_address.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실제 IP주소를 지정하면 Authentication
Agent가 동적 로드 밸런싱 시 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AVOID키워드는 동적 로드 밸런싱 시에만 사용합니다.수동 로드 밸런싱 시에는 이 키워드를
USESERVER키워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적 로드 밸런싱 시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제외

동적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때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실제 IP주소를 값으로 사용하여 sdopts.rec파일에서
AVOID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Authentication Agent가 동적 로드 밸런싱 시 이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제외합니다.

참고:AVOID키워드는 동적 로드 밸런싱 시에만 사용합니다.수동 로드 밸런싱 시에는 이 키워드를 USESERVER키워드
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AVOID키워드가 USESERVER문이 포함된 sdopts.rec파일에 있는 경우 AVOID문이 오
류로 간주됩니다.

기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IP주소와 함께 AVOID문을 사용하면 다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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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문이 무시됩니다.기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는 sdconf.rec파일이 생성된 서버

입니다.하지만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가 마스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sdconf.rec파일이 생성된 서버와 관계없이

마스터가 기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가 됩니다.

다음 예는 sdopts.rec파일에서 AVOID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VOID=192.100.123.5

이 예의 경우 IP주소가 192.100.123.5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는 인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동 로드 밸런싱 구성

수동 로드 밸런싱을 구성하려면 sdopts.rec파일에 USESERVER키워드를 포함하여 각 에이전트 호스트가 사용

할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IP주소를 지정합니다.

sdopts.rec파일에서 IP주소를 나열할 때 어떤 순서든 상관없지만 한 줄에 하나씩 별도로 나열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USESERVER키워드를 사용하여 IP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ny line of text preceded by a semicolon is ignored
;(is considered a comment).

;Do not put a blank space between a keyword and its
;equal sign. Blank spaces are permitted after the
;equal sign, after the IP address, and after the
;comma that separates an IP address from a priority
;value.

USESERVER=192.168.10.23, 10

USESERVER=192.168.10.22, 2

USESERVER=192.168.10.20, 1

USESERVER=192.168.10.21, 0

이 예에서는 IP주소 192.168.10.23으로 식별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2보다 더 많은 인증 요청을 받고,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0은 더 높은 우선 순위의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며,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1은
sdopts.rec 파일 생성 페이지에 66에 설명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무시됩니다.

참고:sdopts.rec파일에서 USESERVER와 ALIAS 키워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USESERVER키워드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별칭 주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ALIAS 키워드는 사용하도록 지
정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 또는 제외할 별칭 IP 주소 지정

sdopts.rec파일을 사용하여 사용하거나 제외할 별칭 IP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의 Advanced Settings옵션을 통해 IP재정의가 이미 설정된 경우
Authentication Agent에서 이 설정이 무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지에 41를 참조하십시오.

sdopts.rec파일에서 설정을 나열할 때 어떤 순서든 상관없지만 한 줄에 하나씩 각 설정을 별도로 나열해야 합니다.

다음 예는 sdopts.rec파일에서 ALIAS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기본값은 별칭 또는 실제 IP주소를 사용

하는 것이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실제 IP주소가 192.168.10.23인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는 3개의 별칭 주

소가 지정되어 있고,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0및 192.168.10.21에는 각각 하나의 별칭 주소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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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2에는 두 개의 별칭 주소가 있습니다. ALIAS 키워드로 지정되는 별

칭은 sdconf.rec파일 및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지정된 모든 별칭에 추가로 지정됩니다.

또한 이 예에서는 sdopts.rec파일에 USESERVER와 ALIAS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그런데
USESERVER키워드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별칭 주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ALIAS
키워드는 사용하도록 지정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기본값은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

며,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ALIASES_ONLY키워드를 사용하여 지정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3은 별칭 IP주소를 통해서만 연결되고, IGNORE_ALIASES 키워드를 사용하여 지정되는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2는 실제 IP주소를 통해서만 연결됩니다.

;Any line of text preceded by a semicolon is ignored
;(is considered a comment).

;Do not put a blank space between a keyword and its
;equal sign. Blank spaces are permitted after the
;equal sign, after the IP address, and after the
;comma that separates an IP address from a priority
;value.

USESERVER=192.168.10.23, 10
USESERVER=192.168.10.22, 2
USESERVER=192.168.10.20, 1
USESERVER=192.168.10.21, 0

ALIAS=192.168.10.23, 192.168.4.1, 192.168.4.2, 192.168.4.3
ALIAS=192.168.10.22, 192.168.5.2, 192.168.5.3
ALIAS=192.168.10.20, 192.168.5.1
ALIAS=192.168.10.21, 0, 192.168.1.1

ALIAS_ONLY=192.168.10.23
IGNORE_ALIASES=192.168.10.22

다음 예에서 기본값은 별칭을 무시하는 것이며,다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IGNORE_ALIASES
ALIASES_ONLY=192.168.10.23
ALIASES_ONLY=192.168.10.22

ALIASES_ONLY예외는 Authentication Agent가 별칭 IP주소만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3 및 192.168.10.22에 요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다음 예에서 기본값은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며,다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ALIASES_ONLY
IGNORE_ALIASES=192.168.10.23
IGNORE_ALIASES=192.168.10.22

IGNORE_ALIASES 예외는 Authentication Agent가 실제 IP주소만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192.168.10.23 및 192.168.10.22에 요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재정의 IP 주소 지정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고 그에 따라 여러 IP주소가 있는 호스트에서 Authentication Agent가 실행되는 경

우, Authentication Agent와 Authentication Manager 간의 암호화된 통신에 사용할 기본 에이전트 호스트 IP주소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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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에이전트 호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체 IP주소를 검색하려고 시도하는데,여러 주소를 갖는 에이전트 호스트가

Authentication Manager에서 인식되지 않는 주소를 선택할 경우 Authentication Agent와 Authentication Manager 간
의 통신이 불가능해집니다.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에서 sdopts.rec파일에 CLIENT_IP키워드를 포함하여 재정

의 기본 IP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는 에이전트 호스트에 IP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Authentication Agent를 설치할 때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주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은 에이전트 설치 페이지에 24를 참조하십시오.

sdopts. rec 파일에서 IP주소 재정의를 지정하려면 다음 예를 따르십시오.

CLIENT_IP=192.168.10.19

이 문은 Authentication Agent호스트가 항상 지정된 IP주소를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와 통신하도록 보장합

니다.

참고: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IP주소 재정의 옵션이 설정된 경우 Authentication Agent에서 이 설정이 무
시됩니다.하지만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한 경우 이 유틸리티를 통해 등록되는 주소가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의 IP설정보다 우선합니다.또한 Auto-Registration 유틸리티를 설치한 후에는 IP address override
setting필드도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설정 관리 페이지에 4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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