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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이 문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품 개요 

•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 요구 사항 

• 패키지 내용물 

• 설명서 

• 알려진 문제 

• 해결된 문제 

• 지원 및 서비스 

 

릴리스 노트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버전은 RSA Link(https://community.rs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요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Citrix StoreFront에 기업 

방화벽 내부 또는 외부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추가 방법을 제공하는 인증 소프트웨어입니다. StoreFront 

스토어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가 운영 인증용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면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구성된 인증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추가 인증 방법을 완료하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인증 모드를 지원합니다. 

 

• RSA Cloud Authentication Service(CAS). 에이전트가 기존 Cloud Authentication Service 

구축에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인증 방법이 지원됩니다. 

o 승인 

o Authenticate Tokencode 
o Device Biometrics 
o SMS Tokencode 
o Voice Tokencode 

https://community.r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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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SA SecurID Token(Cloud Authentication Service와 RSA Authentication Manager 간 

통합 필요) 

•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REST Protocol(AM REST). 에이전트가 RES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존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축에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인증 방법이 

지원됩니다. 

o RSA SecurID 토큰 

o Authenticate Tokencode(Cloud Authentication Service와 RSA Authentication Manager 간 

통합 필요) 

•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UDP Protocol(AM UDP). 에이전트가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존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축에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인증 방법이 

지원됩니다. 

o RSA SecurID 토큰 

o RBA(Risk-Based Authentication) 
 

모든 인증 모드에서 기업 방화벽 밖의 사용자로 인증을 확대하려면 에이전트를 Citrix NetScaler Gateway™ 

및 Citrix DFA(Delegated Forms Authentication)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이 섹션에서는 이 릴리스의 주요 기능과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 관리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인증 모드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증 모드를 지원합니다. 

• RSA Cloud Authentication Service(CAS). 

•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REST Protocol(AM REST). 

• RSA Authentication Manager with UDP Protocol(AM UDP). 

에이전트 보고 

AM REST 모드에서 에이전트는 설치되어 있는 REST 프로토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호스트 이름, 에이전트 버전 및 운영 체제 버전 같은 세부 정보를 Authentication Manager로 보냅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는 Authentication Manager 8.4 이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TLS 1.2 지원 

에이전트는 통신 보안을 위해 TLS 1.2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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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가 활성화된 운영 체제 환경 지원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모드에서 에이전트와 작동하도록 운영 체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IPS는 암호화 모듈을 승인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정부 컴퓨터 보안 표준입니다. 

Cloud Authentication Service를 위한 위험 요소 수집 

인증 시 에이전트는 Cloud Authentication Service가 사용자의 ID 신뢰성 수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지문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합니다. 액세스 정책에 Identity Confidence 속성을 

사용하면 ID 신뢰성이 높은 사용자가 간편하게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암호 프롬프트 시퀀스 사용자 지정 

CAS 모드로 구축된 경우 인증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다른 인증 방법을 모두 완료한 

후에 사용자에게 Windows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이전트 구성 옵션이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과 

통합 

RSA Control Center는 이 버전의 에이전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존 RSA Control Center 

기능과 새로운 에이전트 구성 옵션이 모두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 7.4.2 for Microsoft Windows와의 공존 

Agent for Microsoft Windows 7.4.2로 보호되는 서버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Agent for Citrix StoreFront 버전 1.5에서 업그레이드 지원 

Citrix StoreFront 서버에 Agent for Citrix StoreFront 버전 1.5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전 2.0 설치 

관리자는 이전 설정을 유지한 채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하고 AM UDP 모드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AM REST 모드의 로드 밸런싱 옵션 

AM REST 모드로 설치된 경우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로드 밸런싱 체계를 지원합니다. 

• Weighted Round Robin(기본값). 에이전트는 각 서버가 인증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빠른 서버에 더 많은 요청을, 느린 서버에 더 적은 요청을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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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Robin. 에이전트는 관리자가 서버를 추가한 순서대로 각 서버에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합니다. 

Agent for Microsoft Windows에 구성된 기존 노드 암호 사용 

Agent for Microsoft Windows가 Citrix StoreFront 서버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노드 암호를 사용하여 구성된 

경우, 동일한 노드 암호를 사용하여 AM REST 모드에서 WPI를 활성화하는 옵션이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M REST 모드의 에이전트에서 WPI 관리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의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에이전트에 WPI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 다음 Windows 운영 체제 중 하나 

o Windows Server 2016 
o Windows Server 2012 R2 
o Windows Server 2012 
o Windows Server 2008 R2 

참고: Windows Server Core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음 Citrix StoreFront 버전 중 하나: 

o 3.13(위에 나열된 모든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작동) 

o 3.16(Windows Server 2012 R2 및 2016에서만 작동) 

• Microsoft PowerShell 3.0 이상 

• Microsoft .NET Framework 4.5 이상 

 

위의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하드웨어 외에도 에이전트에는 최소 50MB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 Windows 10의 Edg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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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Explorer 11 

• Google Chrome 71 

• Mozilla Firefox 64 

• OS X의 Safari 

• Android Web Browser on Android 9 

• iOS의 Safari 12.0.1 

참고: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패키지 내용물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RSA Link의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Download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제품 폴더에는 다음 폴더가 들어 있습니다. 

폴더 설명 

AuthenticationManagerRBAHelper RSA Authentication Manager를 설치하기 위한 

Windows Installer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64비트 컴퓨터의 RBA(Risk-Based Authentication) 

Helper입니다. 

 
Documentation 제품 문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Licenses RSA License Agreement(shrinkwrap-license-

combined.pdf)가 들어 있습니다. 

 
NodeSecretLoadUtility 32비트 및 64비트 컴퓨터용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agent_nsload.exe)가 들어 있습니다.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기 전에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노드 암호를 에이전트 호스트로 안전하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노드 암호를 설정하는 데는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및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Citrix StoreFront 서버 그룹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는 Node Secret Load 유틸리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s://community.rsa.com/community/products/securid/authentication-agent-citrix/downloads
https://community.rsa.com/community/products/securid/authentication-agent-citrix/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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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4 64비트 컴퓨터용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를 설치하기 위한 Windows 

Installer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 

제품 문서 자료는 RSA Link의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릴리스 노트 

• 설치 및 관리 가이드 

• RSA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 Help(제품과 함께 설치됨) 

알려진 문제 

이 섹션에는 알려진 문제와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Send domain and user name to Authentication Manager" 정책은 사용자 이름에 UPN 형식을 

사용하는 RSA Authentication Manager 사용자 계정을 지원할 수 없음 

 

추적 번호: AACTX-5 

 

문제: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는 Citrix StoreFront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Send domain and user name to Authentication Manager”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이 활성화된 

경우 에이전트가 RSA Authentication Manager에 전송하는 SecurID 사용자 이름에 해당 도메인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에이전트는 domain_name\user_name 형식으로 이름을 전송하며, UPN 

형식(user_name@domain_name)으로 RSA SecurID 사용자 이름을 전송하도록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 방법: Authentication Manager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을 

domain_name\user_name 형식으로 생성한 후 해당 사용자 계정에 대한 UPN 형식의 로그온 별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한인 25개의 동시 인증 시도에 도달하면 인증 성능이 저하되고 추가 인증 시도가 실패할 수 있음 

 

추적 번호: AACTX-6  

 

https://community.rsa.com/community/products/securid/authentication-agent-citrix/downloads


 RSA Authentication Agent 2.0 for Citrix StoreFront 릴리스 노트 

 
 

 

2019년 3월 7 

 

문제: Agent for Citrix StoreFront는 기본적으로 최대 25개의 동시 인증 시도를 지원합니다. 이 제한에 

도달하면 인증 성능이 저하되거나 인증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동시 인증 시도에 대한 기본 제한을 재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Windows 제어판에서 시스템 및 보안 >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환경 변수를 클릭합니다. 

3. 시스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변수 이름 필드에 RSA_DA_API_THREAD_POOL을 입력합니다. 

5. 변수 값 필드에서 허용하려는 동시 연결 수를 지정합니다. 

 

참고: RSA에서는 Agent for Citrix StoreFront가 최대 400개의 동시 연결을 지원한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해결된 문제 

Authentication Agent for Citrix StoreFront에는 다음 문제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ACTX-2 - Manage SecurID Options 페이지에서 Agent for Citrix StoreFront 추적 로그 파일 위치를 

변경하면 RSA SecurID 인증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시작되고 위치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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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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www.rsaready.com)에서는 RSA 제품과 연동하는 것으로 인증된 

타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보여 줍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단계별 구축 가이드 및 RSA 제품과 

타사 제품의 호환성에 대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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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Dell, RSA, RSA 로고,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RSA 상표 목록은 http://korea.emc.com/legal/emc-corporation-

trademarks.htm을 참조하십시오. 

지적 재산 고지 사항 

이 소프트웨어는 Dell Inc.의 지적 재산을 포함하거나, 타사가 Dell Inc.에 해당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여기에 포함된 지적 재산의 사용은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에서 제공하거나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를 대신하여 제공된 라이선스 계약의 규정 및 조건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이 제품은 해당하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오픈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됩니다. 

소스 코드의 복제본이 필요한 경우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는 해당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소스 코드 복제본을 제공합니다.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는 이러한 배포판에 대해 적당한 배송 및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Dell Legal, 176 South St., Hopkinton, MA 01748, ATTN: Open Source 

Program Office 앞으로 서면 요청서를 직접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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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