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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Securing BYOD with Cisco TrustSec Security 
Group Firewalling 

TrustSec 시작하기 

개요 

BYOD(Bring-Your-Own-Device) 트렌드는 직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업무에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의 단말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는 IT 조직에 새로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단말기가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엄격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Cisco 

TrustSec® 보안 그룹 방화벽은 개인의 무선 단말기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간단히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단말기에서 기술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Cisco TrustSec 보안 그룹 방화벽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솔루션 개요: Cisco TrustSec이 모바일 단말기의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엄격하게 제어하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월하게 진행하는지 알아봅니다. 

● 시작 방법: Cisco의 단계별 지침을 활용하고 현재 네트워크에 보안 그룹 방화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솔루션 개요: Cisco TrustSec 보안 그룹 방화벽 

BYOD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와 교류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T 부서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수천 개의 개인 단말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에 개인 단말기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에게 유선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는 반면, 이들이 개인 단말기에서 연결할 때에는 회사 이메일 및 

인트라넷에 대한 액세스만 제공하여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sco TrustSec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면서 무선 네트워크에 개인 단말기를 도입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저해하거나 복잡성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BYOD 환경의 

생산성 혜택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Cisco TrustSec 솔루션이 비즈니스 및 IT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YOD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 소유의 개인 단말을 지원하는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가 IT 헬프 데스크의 개입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매일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수천 개의 단말기를 따라잡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BYOD 프로젝트는 3가지 활용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원 소유의 개인 단말이 제한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원 소유의 개인 단말이 인터넷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원 소유의 개인 단말이 모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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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옵션은 개인 단말을 기업의 리소스에서 제외하고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 단말을 제한할 경우 BYOD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이 약화됩니다.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한다면 직원들이 굳이 개인 단말을 회사에 갖고 오도록 허용할 까닭이 있을까요? 

이상적인 솔루션은 직원들이 개인 단말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단말기 및 상황에 따라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은 기존의 무선 보안 및 네트워크 분할 방식에 

의존할 경우 이것이 매우 어려운 해결 과제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강력한 보안과 유연한 액세스 간의 균형 유지 

업계에는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으며, 기업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단말의 

액세스 및 트래픽을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단말에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를 구현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무선 보안 설계로는 제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무선 LAN에 단일 또는 다중 SSID(Secure Set Identifier)를 사용하며,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어떤 SSID를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Corporate Wi-Fi” SSID를 사용하는 한편 방문자 및 

게스트에게는 별도의 “Guest Wi-Fi” SSID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설계에서, 각 SSID는 VLAN 

(Virtual LAN)에 매핑되며 이 경우 동일한 유형의 사용자는 동일한 네트워크 서브넷에 들어가게 됩니다. 

BYOD 정책을 구현할 경우 새로운 전용 SSID(예: “BYOD Wi-Fi”)를 생성하거나, 간단히 Corporate Wi-Fi SSID를 

재사용하고 네트워크에서 개인 단말을 승인한 후 해당 단말과 연결된 VLA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단말기는 회사의 유선 워크스테이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두 경우 모두 BYOD 프로젝트에 또 다른 

VLAN을 생성하게 됩니다. 개인 단말기는 IT 조직에서 보안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회사 단말기와 

분리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대부분 BYOD를 구현하는 초기 단계에서 개인 단말기가 인터넷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BYOD VLAN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IT 그룹에서는 VLAN을 기업 네트워크의 코어 쪽으로 트렁크하고, VLAN이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지점에서 보안 정책을 구현합니다. 개인 단말기를 분리하기 위해, 일부 그룹에서는 네트워크 

장비(예: LAN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 대한 ACL(Access Control List)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그룹에서는 회사 

방화벽을 게이트웨이로 사용하여 무선 LAN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ACL 

및 방화벽 규칙은 수동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왜 대다수의 기업이 개인 단말기에 인터넷 전용 액세스를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BYOD 사용자에게 회사 서비스에 대한 선택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려면(예: BYOD 사용자가 이메일, 인트라넷 웹 

서버, 커뮤니케이션 툴에 액세스하는 것은 허용하되, 네트워크의 중요한 자산에는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활성화하거나 보호하려는 모든 리소스와 관련된 ACL 및 방화벽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대기업 네트워크의  

경우 이러한 보안 정책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로 불어날 수 있으므로, IT 조직은 막대한 운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러한 액세스 리스트 및 방화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곧 사람의 실수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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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 액세스 및 정책 간소화 

Cisco TrustSec은 기존의 VLAN 기반 설계를 간소화하고 보안 유지 관리에 드는 운영 업무를 줄여 이러한 애로 사항을 

모두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Cisco TrustSec 솔루션은 복잡한 IP 주소(서브넷 및 

VLAN 포함)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대신 BYOD 단말기 또는 네트워크 서버를 보안 그룹에 집계하며,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관리 용이성이 매우 뛰어나고 정책 시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그룹은 모든 

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이름으로 태그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BYOD-Device, HR-Database, Mail-Servers 

같은 이름입니다. 보안 그룹을 정의한 후에는 보안 그룹 간의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YOD-Device” 

라는 태그가 지정된 트래픽의 경우 Mail-Servers와는 통신할 수 있지만 HR-Servers와는 불가합니다. 

이로 인한 장점은 논리적 토폴로지(즉, VLAN 또는 서브넷)에 관계없이 보안 그룹에 엔드포인트 및 서버를 할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이제 IP 주소 대신 보안 그룹 태그로 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선 네트워크에 VLAN을 계속 추가하거나, 다른 유형의 트래픽이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IP 주소를 구문 

분석하기 위해 수천 개의 코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개의 보안 그룹 간에 정책을 정의하면 이를 다른 단말기에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에서 다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IP 주소, 서브넷 범위 또는 

네트워크 객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래픽 또는 리소스에 보안 그룹 태그가 있으면 네트워크에서는 이를 

정확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BYOD 액세스 

Cisco TrustSec 기술은 Cisco® 5508 Wireless Controller 및 Cisco 5760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Cisco WLC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통해 기업 자산과 개인 단말기를 무선 LAN에 연결하고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SGT(Security Group Tag)를 할당합니다. 정책은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에서 생성 및 

유지됩니다. 사용자 또는 단말기가 보안 그룹에서 분류되면, 이 정보는 Cisco WLC와 기업 방화벽 장비(예: Cisco 

ASA 5500 Series Adaptive Security Appliance) 간에 공유됩니다. Cisco ASA에서는 IP 주소나 서브넷을 기반으로 

정의할 필요 없이 SGT에 기반하여 방화벽 규칙을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그림 1). 

그림 1.   Cisco TrustSec SG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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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 및 원격 접속에 보안 정책 확장 

Cisco TrustSec은 Cisco WLC 및 Cisco ASA 이외에서도 지원됩니다. 이 솔루션은 광범위한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과 무선 단말기 모두에 강력한 보안 정책을 확장하려는 경우,  

동일한 Cisco TrustSec 메커니즘을 유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구현된 Cisco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sco TrustSec은 다음과 같은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지원됩니다. 

● 2960S, 2960-X, 2960-XR 시리즈 

● 3560-X 및 3750-X 시리즈 

● 3850 시리즈 

● Supervisor Engine 7-E 또는 8-E가 포함된 4500 시리즈 

● 6500 시리즈 및 6880-X 

원격 접속을 통해 연결된 직원에게도 Cisco TrustSec 정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SSL VPN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경우, 예를 들어 Cisco ASA 방화벽은 이러한 VPN 사용자에게 SGT를 간단히 

할당합니다. 그 결과, 액세스 방법과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모든 단말기에 강력하고 간단하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Cisco ASA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Cisco Catalyst 스위치 

● 대부분의 Cisco Nexus® 데이터 센터 스위치(Cisco Nexus 6000 및 7000 시리즈, 5500 및 5600 플랫폼 포함) 

●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s) G2(Cisco 890 및 4451-X ISR, 1900, 2900, 3900 시리즈 포함) 

● Cisco ASR 1000 Series Aggregation Services Routers 

● 모든 엔터프라이즈급 Cisco 라우터 

결과적으로 모든 유형의 액세스마다 네트워크에서 보안 그룹 태깅을 구현할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에 대한 선택적인 액세스 권한을 개인 단말기에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기업 보안을 저해하거나 IT 조직에 복잡성 및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 없이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여 완전한 생산성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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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 프로젝트 구현을 시작하는 방법 

BYOD 작업 환경에서 Cisco TrustSec 보안 그룹 태깅을 구현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에서는 Cisco TrustSec 고급 설계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2.   Cisco TrustSec 고급 설계 

 

표 1에는 이 설계에서 그림으로 설명된 구성 요소의 자세한 내용 및 BYOD 구현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표 1. Cisco TrustSec BYOD 구성 요소 

시스템 구성 요소 플랫폼 솔루션 검증 버전 기능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Cisco ISE 3315, 3355, 3395, 3415 
및 3495. 어플라이언스 및 VMware 

Cisco ISE 1.2 패치 5  
(Advanced 라이센스 필요) 

정책 서버 

Cisco Catalyst 2960 시리즈 
스위치 

Cisco Catalyst 2960-S 및 2960-SF 
시리즈 

Cisco IOS® Software Release 
15.0(2)SE2  

캠퍼스 네트워크 액세스 스위치 

Cisco 무선 컨트롤러 Cisco 5508 및 2500 시리즈, Cisco 
WiSM2(Wireless Services Module 
2), Integrated Services Routers 
G2용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Module 

Cisco AireOS 7.6.100.0 캠퍼스 네트워크 무선 액세스 
컨트롤러 

Cisco 5760 무선 LAN 컨트롤러 Cisco IOS XE 3.3.1SE 캠퍼스 네트워크 무선 액세스 
컨트롤러 

Cisco ASA 5500 및 5500-X 
시리즈  

Cisco ASA 5505, 5510, 5512-X, 
5515-X, 5520, 5525-X, 5540, 
5545-X 5550, 5555-X, 5580,  
5585-X, ASA Services Module 

ASA 9.2.1, 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 7.1(5)100,  
Cisco Security Manager 4.5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이제 Cisco ISE, Cisco ASA 방화벽, Cisco WLC에서 Cisco TrustSec 보안 그룹 태깅을 구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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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SE에 Cisco TrustSec 태그 구성 

Cisco TrustSec을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 Cisco ISE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Cisco ISE를 무선 트래픽용 

정책 엔진으로 구축하고, Cisco WLC로 기본 무선 802.1X 인증을 지원하도록 Cisco ISE를 구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Cisco ISE에서 Cisco TrustSec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특정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Cisco ISE에서 보안 그룹 태그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Policy > Policy Elements > Results > Security Groups(정책 > 정책 요소 > 결과 > 보안 그룹)를 선택하여 

Cisco ISE에서 Security Group(보안 그룹) 정책 메뉴로 이동합니다(그림 3). SGT 0과 1은 예약되어 있으므로, 

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SGT 값은 기본적으로 2로 생성됩니다. 

그림 3.   보안 그룹 정의 

 

2. Cisco ISE에서 Cisco ASA 방화벽을 등록하여 Cisco ISE와 Cisco ASA 간에 SGT 정보를 교환합니다(그림 4). 

Cisco ISE 메뉴 Administration > Network Resources > Network Devices(관리 > 네트워크 리소스 > 

네트워크 장비)로 이동한 다음 Cisco ASA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항목을 추가합니다. 우선 장비 이름 및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RADIUS 프로토콜의 Shared Secret(공유 비밀번호)이 있는 Authentication 

Settings(인증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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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isco ASA 추가 

 

3. 동일한 Cisco ISE 네트워크 장비 페이지에서 Advanced TrustSec Settings(고급 TrustSec 설정)를 선택합니다 

(그림 5). Use Device ID for SGA Identification(SGA 식별에 장비 ID 사용)을 선택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장비 ID 및 비밀번호가 Cisco ASA에서도 구성됩니다. 

그림 5.   고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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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vanced TrustSec Settings(고급 TrustSec 설정) 창을 보면 Out of Band (OOB) SGA PAC 섹션이 있습니다. 

Generate PAC (PAC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Encryption Key for PAC(PAC 암호 키)를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고 PAC Time to Live(PAC 유효 기간)를 1 year(1년)로 설정합니다. PAC는 Cisco ASA와 

Cisco ISE가 비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공유하게 되는 특수 보안 파일입니다. 

5. SGT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을 생성합니다(그림 6). 컨피그레이션의 이 부분에서는 SGT를 특정 

역할(사용자 또는 장비)에 할당해야 합니다. Cisco ISE 메뉴 Policy > Authorization(정책 > 인증)으로 이동하면 

무선 액세스를 위한 기존 Authorization Policy(인증 정책) 표가 표시됩니다. SGT 값과 연결할 인증 규칙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Permissions(권한) 열 아래에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규칙에 추가 권한을 

추가합니다(두 번째 권한을 추가하려면 + 기호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선택기를 사용하여 Profiles > Security 

Group(프로필 > 보안 그룹)으로 이동하고 규칙과 연결할 SGT를 선택합니다. 

그림 6.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생성 

 

Cisco ASA 방화벽에 Cisco TrustSec 태그 구성 

Cisco TrustSec SGT를 활성화하도록 Cisco ISE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한 이후의 다음 단계는 Cisco ASA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에서는 기본 방화벽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Cisco ASA를 이미 구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Cisco ASA를 구성합니다. 

1. 우선,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PAC 파일을 사용하여 Cisco ISE로 보안 터널을 설정합니다. ASDM 툴 메뉴 

Configuration > Firewall > Identity by TrustSec(컨피그레이션 > 방화벽 > TrustSec ID)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Cisco ISE에 대한 AAA 서버 항목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Cisco ISE에 대한 AAA 항목을 구성한 후에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PAC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그림 7). 

Import PAC(PAC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Browse(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PAC 파일을 찾은 다음 

Cisco ISE에 대해 구성한 encryption password(암호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asa92/asdm72/general/asa-general-asdm/aaa-radi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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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AC 파일 가져오기 

 

3. PAC 파일을 가져오면 Cisco ASA는 RADIU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isco ISE와 통신합니다. ASDM 메뉴 

Monitoring > Properties > Identity by TrustSec > PAC(모니터링 > 속성 > TrustSec ID > PAC)로 이동하여 

이러한 통신 및 공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vironment Data(환경 데이터)를 클릭하여 Cisco 

ASA가 Cisco ISE에서 SGT 및 SGT Name Table(SGT 이름 테이블) 콘텐츠를 다운로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Cisco ASA의 마지막 컨피그레이션은 Cisco WLC에서 IP-SGT 매핑 테이블을 수신하도록 SXP(SGT Exchange 

Protocol)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ASDM 메뉴 Configuration > Firewall > Identity by TrustSec(컨피그레이션 > 

방화벽 > TrustSec ID)으로 이동하고 Enable SGT Exchange Protocol (SXP)(SGT Exchange Protocol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efault Source(기본 소스) 필드에 Cisco WLC에서 접속할 수 있는 Cisco ASA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Cisco ASA 및 Cisco WLC에 모두 사용되는 SXP Default Password(기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Add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Cisco WLC와의 SXP 피어링을 구성합니다. Add 

Connection Peer(연결 피어 추가) 창에서 Cisco WLC IP 주소에 해당하는 Peer IP Address(피어 IP 주소)를 

입력한 후, Password(비밀번호)는 Default(기본값)로 유지하고 Mode(모드)는 Local(로컬)로 유지하며 

Role(역할)은 Listener(수신자)로 변경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5. 이제 ASA 방화벽에 보안 정책을 구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SDM 메뉴 Configuration > Firewall(컨피그레이션 > 

방화벽)로 이동하고 Access Rules(액세스 규칙)를 선택합니다(그림 8). ASA 버전 9.0 이상에서는 Source(소스) 

및 Destination Criteria(대상 기준) 열 모두에서 보안 그룹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책 규칙을 생성할 

경우, 네트워크 개체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스 및 대상 보안 그룹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 

목록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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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안 정책 구성 

 

Cisco WLC에 Cisco TrustSec 태그 구성 

Cisco ISE 및 Cisco ASA에 Cisco TrustSec 태깅을 구현한 후의 최종 단계는 Cisco WLC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Cisco ISE로 기본 무선 802.1X 인증을 지원하도록 Cisco WLC를 구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미 Cisco WLC를 사용하여 Cisco ISE로 802.1X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Cisco WLC에 하나의 

컨피그레이션만 있으면 Cisco TrustSec 태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Cisco WLC 웹 기반 GUI에 로그인하고 Security > TrustSec SXP(보안 > TrustSec SXP)로 이동합니다.  

SXP Configuration(SXP 컨피그레이션) 섹션에서 SXP State(SXP 상태)를 Enabled(활성화됨)로 유지하고 

Default Password(기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는 앞에 설명한 Cisco ASA SXP 컨피그레이션 단계에서 

구성한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2. New(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SXP 피어링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합니다. Peer IP Address(피어 IP 주소) 

필드에 Cisco ASA IP 주소를 입력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3. SXP 연결이 설정되면 Connection Status(연결 상태)가 Off(꺼짐)에서 On(켜짐)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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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isco WLC 구성 

 

복잡성을 가중시키지 않고 BYOD 활용하기 

개인 단말기로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은 직원 생산성 및 만족도를 크게 향상하게 됩니다. Cisco 

TrustSec 솔루션을 활용하면 단말기 또는 액세스 방식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의 네트워크 분할 메커니즘으로 수천 개의 새로운 개인 단말기를 수용하는 막대한 운영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비즈니스에서 BYOD 업무 환경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혁신적인 BYOD를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go/TrustSec 을 

방문하거나 현지 Cisco 어카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TrustSec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12/12 페이지 

 

 

 

 

 

 

 

Printed in USA C11-732290-00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