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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ISE(Identity Service Engine) 2.1을 사용하여 EasyConnect 인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SE는 Microsoft AD(Active Directory)를 외부 ID 저장소로 사용하여 사용자, 머신,
그룹 및 특성과 같은 리소스를 저장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Switch, AD, ISE 및 Windows 7 Workstation 간에 전체 ip 연결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ISE 서버가 부트스트랩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dentity Service Engine 2.1●

Cisco 3750X Switch with IOS® Software 릴리스 15.0(1)SE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 7 워크스테이션●

배경 정보

EasyConnect 기능 정보

EasyConnect는 802.1X와 유사하지만 구현이 더 쉬운 포트 기반 인증을 제공합니다
.EasyConnect는 Active Directory에서 인증에 대해 학습하고 활성 네트워크 세션에 대한 세션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Session Directory 알림은 PxGrid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EasyConnect와 802.1x 모두 동일한 포트에서 구성할 수 있지만 각 서비스에 대해 다른 ISE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EasyConnect는 고가용성 모드에서 지원됩니다.WMI에 전용 PS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모범
사례는 두 개의 PSN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는 활성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 상태입니다.

모든 PSN은 DC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지만 하나의 PSN만 활성으로 설정되고 이벤트를 MnT에 전
달합니다.PSN은 활성 PSN을 선택하고 장애 발생 시 스탠바이 프로모션의 케이스를 자동으로 처리
합니다.PassiveID 관리 서비스에서 PSN을 기본으로 선택하는 프로세스는 투명합니다.

EasyConnect 프로세스 흐름

스위치는 MAB에 대해 구성되어 PSN에 인증 요청을 보냅니다.PSN은 제한된 액세스로 응답하며,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PSN은 MAB 인증,
RADIUS 어카운팅 시작, 중간 중단에 대한 정보를 MNT에 전달합니다.기본 PSN(인증 PSN이 아닐
수 있습니다.PassiveId Management Service에서 기본으로 선택된 PSN이 WMI 인증 이벤트를



MnT에 전달합니다.모든 데이터가 MnT에 의해 세션 디렉토리에서 수집 및 병합되면 MnT는 CoA를
NAD에 전달하며 권한 부여를 위해 사용자를 재평가하는 PSN을 인증하는 요청을 CoA 프록시합니
다.



EasyConnect 기능 제한

EasyConnect는 BYOD 활용 사례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 디바이스만 지원합니다.●

엔드포인트 로그오프 이벤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패시브 ID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AD를 구성하려면 패시브 ID 서비스 지원을 위한 Active Directory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AD 사용자가 Domain Admins 그룹에 속하고 AD 사용자가 Domain Admins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경
우에는 권한이 다릅니다.

ISE 구성

ISE 2.1을 Active Directory에 조인

1단계. Administration(관리) > Identity Management(ID 관리) > External Identity Stores(외부 ID 저
장소) > Active Directory > Add(추가)로 이동합니다.가입 지점 이름,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입력
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2단계. 모든 ISE 노드를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1/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1/b_ise_admin_guide_20_chapter_01101.html#concept_8CFD8CF4072E4C7BBD01CED44D8FBC54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1/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1/b_ise_admin_guide_20_chapter_01101.html#concept_8CFD8CF4072E4C7BBD01CED44D8FBC54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1/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1/b_ise_admin_guide_20_chapter_01101.html#concept_8CFD8CF4072E4C7BBD01CED44D8FBC54


다.

3단계. AD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ISE에서 도메인 액세스에 필요한 AD 계정에는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사용자 권한에 워크스테이션을 추가합니다.●

ISE 시스템이 도메인에 가입되기 전에 ISE 시스템의 계정이 생성된 해당 컴퓨터 컨테이너에서
컴퓨터 개체 만들기 또는 컴퓨터 개체 삭제 권한을 생성합니다.

●

팁:Cisco는 ISE 계정에 대해 잠금 정책을 비활성화하고 해당 계정에 잘못된 비밀번호가 사용
될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AD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잘못된 비밀번호
를 입력하면 ISE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 계정을 생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인증
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Operation Status(작업 상태)를 검토하고 Node Status(노드 상태)가 Completed(완료됨)로
표시되어야 하며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5단계. AD의 상태는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6단계. Groups(그룹) > Add(추가) > Select Groups From Directory(디렉토리에서 그룹 선택) >
Retrieve Groups(그룹 검색)로 이동합니다.권한 부여 정책에서 참조할 필수 AD 그룹의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참고:사용자 hargadmin은 도메인 사용자 AD 그룹의 멤버입니다.재평가가 완료되면 도메인
사용자 멤버십이 권한 부여 조건에 사용됩니다.

 7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검색된 AD 그룹을 저장합니다.



권한 부여 프로파일 구성

1단계. Limited Access Policy(제한된 액세스 정책)에 대한 권한 부여 프로파일 > Results(결과)를 생
성하고 Authorization(권한 부여) > Authorization Profiles(권한 부여 프로파일)를 선택하고
LimitedAccess(LimitedAccess)라는 새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추가합니다.

1. 수동 ID 추적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DACL Name(DACL 이름)을 추가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Limited Access DACL(제한된 액세스
DACL)을 선택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2단계. 원하는 다른 액세스 권한을 위한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다른 권한 부
여 프로파일에서 수동 ID 추적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으며 초기 액세스만 가능합니다.

EasyConnect 구성



1단계. 정책 서버에서 ID 매핑을 활성화합니다.Administration(관리) > Deployment(구축)로 이동하
여 노드를 선택하고 General Settings(일반 설정)에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nable Identity
Mapping(ID 매핑 활성화)을 활성화합니다.

2단계. 정책 세트를 생성합니다.Policy(정책) > Policy Sets(정책 집합)로 이동하고 Ezconnect라는
새 정책 세트를 생성합니다.그런 다음 해당 정책을 추가합니다.
1. Wired_MAB 조건으로 EzconnectAuth라는 인증 정책을 생성합니다.

2. Domain_Users라는 권한 부여 정책을 생성합니다. 조건 AD:ExternalGroups EQUALS
example.com/Users/Domain 사용자.
3. Ezconnect_Limited라는 권한 부여 정책을 생성합니다. 조건 Wired_MAB.

제한된 액세스로 인해 AD에 대한 액세스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ID 매핑 구성

1단계. Administration(관리) > PassiveID > AD Domain Controller(AD 도메인 컨트롤러)로 이동합니
다.Add(추가)를 클릭합니다.General Settings(일반 설정) 섹션에서 DC의 Display Name(표시 이름),
Domain FQDN(도메인 FQDN) 및 Host FQDN(호스트 FQDN)을 입력합니다.

2단계. Credentials(자격 증명) 섹션에서 DC의 Username and Password(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저장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된 테이블이 DC 목록에 새로 정의된 DC와 함께 표시
됩니다.상태 열은 DC의 여러 상태를 나타냅니다.

3단계. (선택 사항) Verify DC Connection Settings(DC 연결 설정 확인)를 클릭하여 지정된 도메인
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이 테스트에서는 DC와의 연결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그러나 Cisco
ISE가 로그인 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습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스위치 구성

이 컨피그레이션은 스위치가 포트 FastEthernet1/0/23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MAB 인증을 수
행하도록 합니다.

aaa new-model

!

aaa group server radius ISE-group

 server name PSN1

 server name PSN2

!

aaa authentication dot1x default group ISE-group

aaa authorization network default group ISE-group

aaa accounting update newinfo

aaa accounting dot1x default start-stop group ISE-group

!

aaa server radius dynamic-author

 client 10.201.228.86 server-key 7 0822455D0A16

 client 10.201.228.87 server-key 7 094F471A1A0A

!

interface FastEthernet1/0/23

 switchport access vlan 903

 switchport mode access

 authentication order mab

 authentication port-control auto

 mab

 dot1x pae authenticator      



 spanning-tree portfast

!

radius-server vsa send accounting

radius-server vsa send authentication

!

radius server PSN1

 address ipv4 10.201.228.86 auth-port 1812 acct-port 1813

 key 7 13061E010803

!

radius server PSN2

 address ipv4 10.201.228.87 auth-port 1812 acct-port 1813

 key 7 00071A150754

다음을 확인합니다.

스위치

인증 성공 후 스위치에서 사용자 이름과 IP 주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Switch#show authentication sessions interface fastEthernet 1/0/23 details

           Interface:  FastEthernet1/0/23

         MAC Address:  3c97.0e52.3fd3

        IPv6 Address:  Unknown

        IPv4 Address:  10.229.20.122

           User-Name:  admin

              Status:  Authorized

              Domain:  DATA

      Oper host mode:  single-host

    Oper control dir:  both

     Session timeout:  N/A

   Common Session ID:  0AE514F000000017011140BC

     Acct Session ID:  0x00000009

              Handle:  0xFC000007

      Current Policy:  POLICY_Fa1/0/23

Local Policies:

       Service Template: DEFAULT_LINKSEC_POLICY_SHOULD_SECURE (priority 150)

Method status list:

      Method           State

      mab              Authc Success

Identity Services Engine

ISE는 여러 보고서를 표시해야 합니다.로그는 아래 항목부터 설명합니다.

1. 이 기계는 MAB를 통해 인증됩니다.제한된 액세스 권한 부여 프로파일이 할당되어 ICMP, DNS,
AD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2. 제한된 권한을 가진 acl을 진흥원에 다운로드

3. ISE는 AD에서 LDAP를 통해 사용자의 WMI를 통해 사용자 이름(IP에서 사용자 이름 매핑 때문
)과 AD 그룹을 학습합니다.Authorization Rule(권한 부여 규칙)이 있고 ISE가 해당 조건과 일치하는
새 데이터를 발견했으므로 CoA가 시작됩니다.

4. CoA의 결과로 사용자 관리자는 보안 액세스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가져옵니다.



라이브 로그 스크린샷

라이브 세션의 이미지입니다.

MS Active Directory

이벤트 뷰어 4768 및 4769 이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문제 해결

ISE의 디버깅

WMI에 대한 PSN의 로그를 검토하려면 구성 요소 PassiveID의 디버그 수준으로 로깅을 변경합니
다

passiveid-mgmt.log 파일은 기본으로 선택된 PSN을 표시합니다.

psn1-21/admin# sh logging application passiveid-mgmt.log tail

2016-07-04 21:34:15,856 INFO   [admin-http-pool187][] cisco.cda.mgmt.rest.ADProb

eElectionManager- PassiveID Management Service :: The node 'psn2-21.example.com'

 was selected as primary.

2016-07-04 21:34:15,856 INFO   [admin-http-pool187][] cisco.cda.mgmt.rest.ADProb

eElectionManager- PassiveID Management Service :: This node (psn1-21.example.com

) was selected as standby.



위에 따라 WMI 인증에 대한 psn2-21 로그를 검토해야 하며 psn1-21이 NAD의 인증 요청을 처리하
므로 psn1-21 로그를 MAB 인증을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psn2-21 파일의 passiveid.log에서 WMI 인증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psn2-21/admin# sh logging application passiveid.log tail

 , Identity Mapping.dc-domainname = example.com , Identity Mapping.dc-connection-type = Current

events , Identity Map

ping.dc-name = ez_example , Identity Mapping.dc-host = win-e78u0frcjd6.example.com/10.201.228.91

,

2016-07-04 21:42:00,592 DEBUG  [Thread-10][] com.cisco.cpm.cda- Received login event. Identity

Mapping.ticket =

instance of __InstanceCreationEvent

{

        SECURITY_DESCRIPTOR = {1, 0, 20, 128, 96, 0, 0, 0, 112, 0, 0, 0, 0, 0, 0, 0, 20, 0, 0,

0, 2, 0, 76, 0, 3, 0,

0, 0, 0, 0, 20, 0, 69, 0, 15, 0, 1, 1, 0, 0, 0, 0, 0, 5, 18, 0, 0, 0, 0, 0, 24, 0, 69, 0, 0, 0,

1, 2, 0, 0, 0, 0, 0,

5, 32, 0, 0, 0, 32, 2, 0, 0, 0, 0, 24, 0, 65, 0, 0, 0, 1, 2, 0, 0, 0, 0, 0, 5, 32, 0, 0, 0, 61,

2, 0, 0, 1, 2, 0, 0,

0, 0, 0, 5, 32, 0, 0, 0, 32, 2, 0, 0, 1, 1, 0, 0, 0, 0, 0, 5, 18, 0, 0, 0};

        TargetInstance =

instance of Win32_NTLogEvent

{

        Category = 14339;

        CategoryString = "Kerberos Authentication Service";

        ComputerName = "WIN-E78U0FRCJD6.example.com";

        EventCode = 4768;

        EventIdentifier = 4768;

        EventType = 4;

        InsertionStrings = {"hargadmin", "EXAMPLE", "S-1-5-21-4290790397-2086052146-77444135-

1113", "krbtgt", "S-1-5-

21-4290790397-2086052146-77444135-502", "0x40810010", "0x0", "0x12", "2",

"::ffff:10.201.228.104", "56060", "", "", "

"};

        Logfile = "Security";

\nAdditional Informatio60ffff:10.201.228.10452146-77444135-502requested.

\nPre-authentication types, ticket options, encryption types and result codes are defined in RFC

4120.";

        RecordNumber = 372847;

        SourceName = "Microsoft-Windows-Security-Auditing";

        TimeGenerated = "20160704214131.733498-000";

        TimeWritten = "20160704214131.733498-000";

        Type = "Audit Success";

};

        TIME_CREATED = "131121420933871015";

};

 , Identity Mapping.dc-domainname = example.com , Identity Mapping.dc-connection-type = Current

events , Identity Map

ping.dc-name = ez_example , Identity Mapping.event-user-name = hargadmin , Identity Mapping.dc-

host = win-e78u0frcjd6

.example.com/10.201.228.91 , Identity Mapping.server = psn2-21 , Identity Mapping.event-ip-

address = 10.201.228.104 ,

2016-07-04 21:42:01,510 DEBUG  [Thread-15][] com.cisco.cpm.cda- Forwarded login event to ISE

session directory. Ident

ity Mapping.dc-domainname = example.com , Identity Mapping.event-user-name = hargadmin ,

Identity Mapping.dc-host = w

in-e78u0frcjd6.example.com/10.201.228.91 , Identity Mapping.server = psn2-21 , Identity

Mapping.event-ip-address = 10



.201.228.104 ,

psn1-21에서 패킷 캡처(MAB 요청을 처리하는 PSN) 패킷 캡처는 MnT 노드로 전달되는 MAB 인증
및 어카운팅 패킷에 대한 syslog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psn2-21에서 패킷 캡처(PassiveID Management Service에서 기본으로 선택된 PSN) 이 캡처는
MnT에 syslog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 PSN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문제

문제 1. Active Directory에서 이벤트 4768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제한된 액세스 DACL 내에서 PC가 Active Directory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이벤트가 생성되
도록 합니다.

2. 감사 정책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로그가 이벤트 뷰어에 표시되는지 확인합
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서 감사 정책을 설정합니다.

문제 2. ID 매핑에서 AD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표시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이 'Fibi.example.com' ID 매핑 활성 노드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AD'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DC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 오류는 Administrator2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AD에 필요한 모든
설정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문제 3. 보안 액세스 규칙이 트리거되지 않았습니다.

1. AD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ID 매핑 보고서에서 해당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NAD에서 Framed-IP-Address 특성이 수신되었는지 확인하고, 스위치에서 디버그 반지름을 사용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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