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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C FlexConnect에서의 ISE 통합 
이 문서는 FlexConnect 모드로 AP가 구축되어 있는 CUWN 환경에 ISE를 통합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FlexConnect 모드(이전의 H-REAP 모드)를 사용하면 AP에서 대개 지사에 구축되어 있는 특정 WLAN의 사용자 
트래픽을 로컬로 전환하여 무선 트래픽이 지사 내에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설계: 

 
그림 1.  WLC FlexConnect에서의 ISE 통합 

위 다이어그램에서는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2개의 VLAN이 중앙 
사이트에 정의됩니다. 

표 1.   

VLAN ID 이름 사용 

201 서버 ISE, AD, DNS, DHCP 

202 WLC WLC 관리 

원격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VLAN이 정의됩니다. 

표 2.   

VLAN ID 이름 사용 

80 AP 관리 FlexConnect AP Native 
VLAN 

30 직원 매핑된 보안 WLAN 

40 게스트 매핑된 개방형 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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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에서 엔드포인트가 FlexConnect 지원 WLAN에 연결되면 엔드포인트는 LAP에서 컨트롤러로 이어지는 
CAPWAP 터널을 통해 인증됩니다. 그러나 인증되고 나면 트래픽이 중앙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 전환되지 않고 
로컬로 LAP에서 로컬 LAN으로 전환됩니다. 2개의 WLAN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MAC 필터링을 사용하는 
개방형 SSID이고 다른 하나는 WPA2/802.1X 지원 WLAN입니다. example_open SSID와 연결된 엔드포인트는 
FlexConnect AP에 로컬로 정의된 VLAN 40으로 전환되는 반면, example_secure SSID와 연결된 엔드포인트는 
VLAN 30으로 전환됩니다. example_open SSID와 연결된 엔드포인트는 WLC에 정의된 FlexConnect ACL을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 액세스로 제한되며 이는 FlexConnect AP에 게시됩니다. 이 ACL은 권한 부여 중에 
AireSpace RADIUS 특성을 사용하여 ISE의 세션에 적용됩니다. 

FlexConnect 모드에서는 로컬 인증과 같은 추가 구성을 지원하지만 이러한 옵션은 ISE 통합의 일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FlexConnect 모드에서의 ISE 통합에 필요한 구성에 대해 설명하지만, 
프로파일링 및 자세한 게스트 액세스를 비롯하여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추가 구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 Cisco ISE 1.2.0.899 
• Cisco 2504 CUWN AireOS 7.5.102.0 
• Cisco LWAP 3602(RADIUS를 사용하는 FlexConnect ACL은 레거시 및 메시 AP 모델인 1130, 1240, 

1520 및 155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FlexConnect 모드 및 AAA 재정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LC 가이드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7.5/config_guide/b_cg75_chapter_010001010.html 

를 참고하십시오.) 
• AD/DNS/DHCP 서버로 사용되는 MS Windows 2008 서버 

참고: 여기에 설명된 권한 부여에 따라 ACL을 사용하는 FlexConnect는 지원되는 AP 모델과 함께 AireOS 
7.5.102.0 이상을 실행하는 WLC에서만 지원됩니다. 다른 WLC 및 AP 버전의 경우 대신 정적 VLAN 할당이 
FlexConnect 그룹 수준에서 사용되어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FlexConnect VLAN 할당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URL의 BYOD 2.5 CVD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solutions/Enterprise/Borderless_Networks/Unified_Access/BYOD_Wireless.html 

스위치 구성 
이 설계에서는 로컬 VLAN이 다른 WLAN을 사용하도록 매핑되어 있어야 하므로 LAP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트렁크 포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Remote-Switch(config)#interface GigabitEthernet x/y/z 
Remote-Switch(config-if)#description AP 
Remote-Switch(config-if)#switchport mode trunk 
Remote-Switch(config-if)#switchport trunk native vlan 80 
Remote-Switch(config-if)#no shut 
 

WLC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는 트렁크 인터페이스 또는 액세스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WLC가 중앙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전환하는 경우 로컬 모드로 구축된 AP와 마찬가지로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flex-connect 모드 AP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므로 인터페이스는 액세스 포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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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witch(config)#interface GigabitEthernet x/y/z 
DC-Switch(config-if)#description WLC 
DC-Switch(config-if)#switchport mode access 
DC-Switch(config-if)#switchport access vlan 202 
DC-Switch(config-if)#no shut 

WLC 구성 단계 
초기 WLC 구성 
다음 단계에서는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의 초기 구성 과정을 안내합니다. 

단계 1.  WLC의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WLC를 부트스트랩하려면 다음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샘플 출력 

 (Cisco Controller) 
 
Welcome to the Cisco Wizard Configuration Tool 
Use the '-' character to backup 
 
Would you like to terminate autoinstall? [yes]:yes 
AUTO-INSTALL: process terminated -- no configuration loaded 
 
System Name [Cisco_91:e2:64] (31 characters max): 2500wlc-1 
Enter Administrative User Name (24 characters max): admin 
Enter Administrative Password (3 to 24 characters): ******** 
Re-enter Administrative Password                 : ******** 
 
Service Interface IP Address Configuration [static][DHCP]:dhcp 
 
Enable Link Aggregation (LAG) [yes][NO]: no 
 
Management Interface IP Address: 192.168.202.61 
Management Interface Netmask: 255.255.255.0 
Management Interface Default Router: 192.168.202.1 
Management Interface VLAN Identifier (0 = untagged): 0 
Management Interface Port Num [1 to 8]: 1 
Management Interface DHCP Server IP Address: 192.168.201.72 
 
Virtual Gateway IP Address: 1.1.1.1 
 
Mobility/RF Group Name: example 
Configure DHCP Bridging Mode [yes][NO]: no 
 
Allow Static IP Addresses [YES][no]: no 
 
Configure a RADIUS Server now? [YES][no]: no 
Warning! The default WLAN security policy requires a RADIUS server. 
Please see documentation for more details. 
 
Enter Country Code list (enter 'help' for a list of countries) [US]:us 
 
Enable 802.11b Network [YES][no]: yes 
Enable 802.11a Network [YES][no]: yes 
Enable 802.11g Network [YES][no]: yes 
Enable Auto-RF [YES][no]: yes 
 
Configure a NTP server now? [YES][no]: yes 
Enter the NTP server's IP address: 192.168.201.72 
Enter a polling interval between 3600 and 604800 secs: 3600 
 
Configuration correct? If yes, system will save it and reset. [yes][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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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서버로 ISE 구성 
Cisco WLC는 Cisco ISE를 RADIUS 서버로 사용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Cisco ISE를 RADIUS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 Cisco WLC를 구성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단계 1.  WLC GUI에 액세스하고 Security(보안)  RADIUS  Authentication(인증)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2.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New...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RADIUS 인증 서버를 추가합니다. 

아래 표에는 RADIUS 인증 서버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 사용). 

표 3.   

특성 값 

서버 인덱스(우선순위) 1 

서버 IP 주소 192.168.201.88 

공유 암호 형식  ASCII 

공유 암호 cisco123 

포트 번호 1812 

서버 상태 사용(선택됨) 

RFC 3576 지원 사용(선택됨) 

서버 시간 초과 10초 

네트워크 사용자 사용(선택됨)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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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Apply(적용) 및 Save Configuration(구성 저장)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counting(계정 관리)과 New...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RADIUS 계정 관리 서버를 추가합니다. 

아래 표에는 RADIUS 계정 관리 서버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 사용). 

표 4.   

특성 값 

서버 인덱스(우선순위) 1 

서버 IP 주소 192.168.201.88 

공유 암호 형식 ASCII 

공유 암호 cisco123 

포트 번호 1813 

서버 상태 사용(선택됨) 

서버 시간 초과 10초 

네트워크 사용자 사용(선택됨) 

 

 
그림 3.   

단계 5.  Apply(적용) 및 Save Configuration(구성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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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폴백 옵션 구성 
기본 RADIUS 서버(서버 인덱스가 가장 낮은 서버)는 Cisco WLC용 서버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 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컨트롤러는 다음 활성 백업 서버(서버 인덱스가 다음으로 가장 낮은 서버)로 
전환됩니다. 기본 서버가 복구되어 응답하거나 사용 가능한 백업 서버 중 선호도가 더 높은 서버가 되는 경우, 
기본 RADIUS 서버로 폴백되도록 컨트롤러를 구성하지 않으면 컨트롤러는 계속 이 백업 서버를 사용합니다. 

단계 1.  Security(보안)  AAA  RADIUS  Fallback(폴백)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2.  Fallback Mode(폴백 모드)를 Active(활성)로 설정합니다. 

참고: Active(활성)를 선택하면 RADIUS 프로브 메시지를 사용하여 비활성으로 표시된 서버가 다시 온라인으로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Cisco WLC가 사용 가능한 백업 서버 중 우선순위가 더 낮은 
서버로 돌아가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모든 활성 RADIUS 요청에 대한 모든 비활성 서버를 무시합니다. 
Passive(수동)를 선택하면 Cisco WLC가 불필요한 프로브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백업 서버 중 
우선순위가 더 낮은 서버로 돌아가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특정 기간 동안 모든 비활성 서버를 무시하고 나중에 
RADIUS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재시도합니다. 

단계 3.  Username(사용자 이름)에 ‘radius-test’를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비활성 서버 프로브에서 전송되는 
이름입니다. 

단계 4.  Interval in Sec(간격(초))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간격은 수동 모드에서 비활성 시간으로 작동하며 활성 모드에서는 프로브 간격으로 작동합니다. 유효한 범위는 
180~3600초이며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AP를 FlexConnect AP로 변경 
CUWN에는 LAP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앙 집중식 무선 
구축에서 LAP는 로컬 모드로 구축됩니다. 이 모드에서 모든 트래픽은 CAPWAP 터널을 통해 LAP에서 WLC로 
터널링되고 WLC를 통해 일치하는 WLAN에 적합한 해당 VLAN으로 전환됩니다. LAP에서 로컬로 트래픽을 
전환하려면 AP 모드를 FlexConnect 모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계 1.  Wireless(무선)로 이동하고 FlexConnect 모드 AP로 변환할 AP를 클릭합니다. 
단계 2.  AP Mode(AP 모드) 풀다운 메뉴에서 FlexConnect를 선택하고 'Apply'(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AP가 컨트롤러를 다시 로드하고 FlexConnect 모드 AP로 다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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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lexConnect AP 

단계 3.  AP가 WLC에 다시 연결되면 AP를 클릭하고 FlexConnect 탭을 클릭하여 트렁킹을 구성합니다. 
단계 4.  VLAN Support(VLAN 지원)를 선택하고 LAP가 연결된 스위치에 구성되어 있는 기본 VLAN을 

입력합니다. 스패닝 트리로 인해 AP가 WLC에 다시 연결되려면 몇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림 5.  AP 

참고: AP 수준에서 VLAN을 WLAN에 매핑하도록 VLAN 매핑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여러 AP에서 
일반적인 설정을 간소화하도록 FlexConnect 그룹을 구성합니다. 

단계 5.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보안 WLAN 생성  
이 WLAN은 WPA2/AES와 802.1X를 사용하여 구성되며 직원이 내부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BYOD의 경우 단일 SSID 구축을 사용할 경우 이 WLAN이 생성해야 하는 유일한 SSID입니다.  

단계 1.  WLAN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2.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WLAN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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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특성 값 

WLAN ID 1 

프로필 이름/SSID Example_secure 

Layer 2 Security WPA+WPA2, AES, 802.1X 

AAA 서버 인증 및 계정 관리 사용 

RADIUS 서버 계정 관리 사용, 900 

AAA 재정의 허용 활성화 

세션 시간 제한 사용 사용, 7200 

클라이언트 사용자 유휴 
시간 제한 

사용, 7200 

FlexConnect 로컬 스위칭 활성화 

NAC 상태 RADIUS NAC 

참고: 여러 RADIUS 서버가 전역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이 WLAN에 사용되는 RADIUS 서버 목록에서 
ISE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개방형 WLAN 생성 
이 WLAN은 게스트 액세스를 허용하며 이중 SSID 구축에서 BYOD에 사용될 수 있는 MAC 필터링과 함께 
개방형 SSID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단계 1.  WLAN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2.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WLAN을 생성합니다. 

표 6.   

특성 값 

WLAN ID 2 

프로필 이름/SSID Example_open 

Layer 2 Security 없음, MAC 필터링 

AAA 서버 인증 및 계정 관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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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값 

RADIUS 서버 계정 관리 사용, 900 

AAA 재정의 허용 활성화 

커버리지 허점 감지 비활성화 

세션 시간 제한 사용 사용, 7200 

클라이언트 사용자 유휴 시간 
제한 

사용, 7200 

FlexConnect 로컬 스위칭 활성화 

DHCP 주소 할당 필수 

NAC 상태 RADIUS NAC 

참고: 여러 RADIUS 서버가 전역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이 WLAN에 사용되는 RADIUS 서버 목록에서 ISE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FlexConnect ACL 생성 
2개의 FlexConnect ACL이 사용되며, 하나는 게스트 CWA 및 BYOD 프로세스를 위한 트래픽을 리디렉션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게스트 사용자를 인터넷 전용 액세스로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인터넷 전용 
ACL을 생성합니다. 

단계 1.  Security(보안)  Access Control Lists(액세스 제어 목록)  FlexConnect ACLs로 이동합니다. 
단계 2.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INTERNET-ONLY’ ACL을 생성합니다. 

표 7.   

조치 소스 IP/마스크 대상 IP/마스크 프로토콜 소스 포트 대상 포트 

허용 0.0.0.0/0.0.0.0 0.0.0.0/0.0.0.0 UDP 모든 DNS 

Deny 0.0.0.0/0.0.0.0 192.168.0.0/ 
255.255.0.0 

모든 모든 모든 

Deny 0.0.0.0/0.0.0.0 172.16.0.0/ 
255.240.0.0 

모든 모든 모든 

Deny 0.0.0.0/0.0.0.0 10.0.0.0/255.0.0.0 모든 모든 모든 

허용 0.0.0.0/0.0.0.0 0.0.0.0/0.0.0.0 모든 모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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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Back’(이전)을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REDIRECT-ACL’ ACL을 생성합니다. 

표 8.   

조치 소스 IP/마스크 대상 IP/마스크 프로토콜 소스 포트 대상 포트 

허용 0.0.0.0/0.0.0.0 0.0.0.0/0.0.0.0 UDP 모든 DNS 

허용 192.168.201.88/ 
255.255.255.255 

0.0.0.0/0.0.0.0 모든 모든 모든 

허용 0.0.0.0/0.0.0.0 192.168.201.88/
255.255.255.255 

모든 모든 모든 

 

단계 4.  Security(보안)  Access Control Lists(액세스 제어 목록)  Access Control Lists(액세스 제어 목록)로 
이동합니다. 

단계 5.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REDIRECT-ACL’을 생성합니다(ACL 이름 외의 항목은 필요하지 
않음). 

참고: 리디렉션에 FlexConnect ACL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컨트롤러에 일반 ACL로 일치하는 ACL이 없으면 
컨트롤러는 리디렉션 ACL을 세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컨트롤러에서 FlexConnect 
ACL과 이름이 동일한 더미(dummy) ACL을 생성합니다. (컨트롤러가 로컬 모드와 FlexConnect LAP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 컨트롤러 리디렉션 ACL이 이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lexConnect ACL 이름이 기존 
컨트롤러 리디렉션 ACL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FlexConnect 그룹 생성 
ACL, VLAN 매핑 등 유사한 설정을 공유하는 여러 FlexConnect LA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FlexConnect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AP별로 구성할 수 있지만 FlexConnect 그룹을 사용하면 여러 AP가 
포함된 구축에 대한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격 사무실의 모든 FlexConnect AP에 
적용되는 그룹을 생성합니다. 

단계 1.  Wireless(무선)  FlexConnect Groups(FlexConnect 그룹)로 이동합니다. 
단계 2.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름이 ‘flex1’인 그룹을 생성합니다. 
단계 3.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dd AP’(AP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변환한 AP를 이 FlexConnect 그룹에 추가합니다. 
단계 5.  ‘Select APs from current controller’(현재 컨트롤러에서 AP 선택)를 선택하고 풀다운 메뉴에서 AP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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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lexConnect 그룹 

단계 6.  ACL Mapping(ACL 매핑)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Policies(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8.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두 FlexConnect ACL을 모두 추가합니다. 

 
그림 7.  FlexConnect ACL 

단계 9.  WLAN VLAN Mapping(WLAN VLAN 매핑)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10.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WLAN VLAN 매핑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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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WLAN ID VLAN ID 

1 30 

2 40 

 

 
그림 8.   

단계 11.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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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WLC 기능 구성  
단계 1.  Controller(컨트롤러) General(일반)로 이동하여 fast-ssid-change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단계 2.  Fast SSID Change를 활성화합니다. 

 
그림 9.   

참고: Fast-SSID-Change 기능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를 한 SSID에서 다른 SSID로 지연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BYOD를 위한 이중 SSID 시나리오에서 클라이언트가 개방형 SSID에서 보안 SSID로 
지연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Apple iOS 디바이스가 한 SSID에서 다른 SSID로 
단기간에 전환하도록 지시합니다. 

단계 3.  WLC CLI로 전환하여 종속 포털 바이패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단계 4.  Captive Bypass 명령을 실행합니다.  

> config network web-auth captive-bypass enable 

단계 5.  컨트롤러의 구성을 저장합니다. 

> save config 

단계 6.  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컨트롤러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 reset system 

참고: Apple은 종속 포털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iOS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웹 요청을 보내 종속 포털이 있는지 감지하고 
http://www.apple.com/library/test/success.html 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응답이 수신되면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 상호 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수신되지 않으면 종속 포털에 의해 
인터넷 액세스가 차단된 것으로 간주되며 CNA 자동에서 의사 브러우저를 실행하여 제어되는 창에서 포털 
로그인을 요청합니다. ISE 종속 포털로 리디렉션되는 중에 CNA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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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 구성 
ISE를 무선 액세스용 3850 스위치와 통합할 수 있는 특정 구성이 없습니다. 3850은 Catalyst 스위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CWA, BYOD 및 Posture Assessment와 같은 고급 ISE 기능을 지원하도록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BYOD와 관련된 정책을 다룹니다. BYOD를 사용하도록 기본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BYOD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는 CA 서버 구성, 외부 ID 소스 및 서플리컨트 프로비저닝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D 시퀀스 생성 
스위치의 인증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ID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시퀀스는 인증서, AD 또는 내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엔드포인트를 인증합니다. 

단계 1.  ISE 기본 관리 노드에 로그인합니다. 
단계 2.  Administration(관리)  Identity Management(신원 관리)  Identity Source Sequences(ID 소스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단계 3.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다음 CAP_AD_Internal 이름을 사용하여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그림 10.  ID 시퀀스 생성 

단계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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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생성 및 사용자 할당 
이 예에서 계약 사용자는 ISE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증되지만 직원 사용자는 인증서 또는 AD 사용자 
계정을 통해 인증됩니다. 계약 사용자를 위한 ISE 사용자 그룹이 생성됩니다. 

단계 1.  Administration(관리)  Identity Management(신원 관리)  Groups(그룹)  User Identity 
Groups(사용자 ID 그룹)로 이동합니다. 

단계 2.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3.  그룹 이름으로 Contractor를 입력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dministration(관리)  Identity Management(신원 관리)  Identities(ID)  Users(사용자)로 

이동합니다. 
단계 5.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6.  사용자 이름으로 ‘contractor1’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단계 7.  사용자 그룹으로 ‘Contractor’를 선택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정책 집합 사용 
ISE 1.2 내의 정책 집합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복잡한 ID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각 WLAN에 
매핑되는 두 가지의 정책 집합을 생성하고 각 정책 집합 내의 기본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ISE 정책 
구조에서 정책이 각 활용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정책 집합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Administration(관리)  System(시스템)  Settings(설정)  Policy 
Sets(정책 집합)로 이동합니다. 

단계 2.  ‘Enabled’(사용)를 선택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참고: 정책 집합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클래식 모드로 돌아가려면 정책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초기 정책이 기본 정책 집합으로 복사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ACL 생성 

여기에서는 권한 부여 중에 적용할 DACL(다운로드 가능한 ACL)을 생성합니다. 

단계 1.  Policy(정책)  Policy Elements(정책 요소)  Results(결과)  Authorization(권한 부여)  
Downloadable ACLs(다운로드 가능한 ACL)로 이동합니다. 

단계 2.  Add(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NSP 권한 부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표 10.  NSP 권한 부여 프로필 

이름 INTERNET-ONLY 

DACL 콘텐츠 permit udp any host 192.168.201.72 eq domain 

permit udp any any eq bootpc 

deny ip any any 

단계 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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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부여 프로필 구성 
3개의 권한 부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단계 1.  Policy(정책)  Policy Elements(정책 요소)  Results(결과)  Authorization(권한 부여)  
Authorization Profiles(권한 부여 프로필)로 이동합니다. 

단계 2.  Add(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NSP 권한 부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이름 NSP 

공통 작업 웹 리디렉션 

웹 리디렉션 유형 기본 서플리컨트 프로비저닝 

ACL REDIRECT-ACL 

 
단계 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dd(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WebAuth 권한 부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이름 WebAuth 

공통 작업 웹 리디렉션 

웹 리디렉션 유형 중앙 집중식 웹 인증 

ACL REDIRECT-ACL 

 

단계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6.  Add(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인터넷 권한 부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이름 인터넷 

공통 작업 DACL 이름 

ACL INTERNET-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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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성 
단계 1.  Policy(정책)  Policy Set(정책 집합)로 이동합니다. 
단계 2.  왼쪽 창에서 + 기호를 클릭하고 Create Above(위에 생성)를 클릭합니다. 

 
그림 11.  정책 구성 

단계 3.  이름으로 example_secure를 지정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정책 집합을 정의합니다. 

 
그림 12.  정책 정의 

단계 4.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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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이름으로 ‘example_open’을 지정하고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정책 집합을 정의합니다. 

 
그림 13.  정책 정의 

단계 6.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RADIUS 테스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ISE 구성 
모니터링 및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syslog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컬렉션 필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시 
안 함은 서로 다른 특성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서비스 노드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표시 안 함은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특성 유형과 해당 값을 사용하여 여러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컬렉션 필터 수는 20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1.  ISE 기본 관리 노드에 로그인합니다. 
단계 2.  Administration(관리) > System(시스템) > Logging(로깅)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3.  왼쪽 창에서 Collection Filters(컬렉션 필터)를 클릭합니다. 
단계 4.  오른쪽 창 상단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림 14.  Collection Filters(컬렉션 필터)를 추가합니다. 

단계 5.  Attribute(특성) 풀다운 메뉴에서 ‘User Name’(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단계 6.  Value(값)에 ‘radius-test’를 입력합니다. 
단계 7.  Filter Type(필터 유형) 풀다운 메뉴에서 ‘Filter All’(모두 필터링)을 선택합니다. 
단계 8.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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