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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ISE(Identity Services Engine)를 통한 EAP-TLS 인증을 소개하는 예로서 초기 컨피
그레이션을 설명합니다.  주요 초점은 ISE 컨피그레이션에 집중되며, IP-Phone/엔드포인트가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연결된 것과 같이 여러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이 가이드의 범위에 대해 ISE(Radius) 인증 흐름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 - 네트워크 액세스를 요청하는 엔드 ID(시스템, 사용자 등)를 식별 및 검증합니다.●

Authorization(권한 부여) - 네트워크에 부여될 최종 ID에 대한 권한/액세스를 결정합니다.●

계정 관리 - 네트워크 액세스가 완료된 후 엔드 ID의 네트워크 활동을 보고 및 추적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항목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권장합니다.

EAP 및 RADIUS 통신 흐름에 대한 기본 이해●

통신 흐름의 관점에서 인증서 기반 인증 방법을 사용한 기본 Radius 인증 지식.●

Dot1x와 MAB의 차이점 이해●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CA(Certificate Authority)에서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오고 엔드포인트에서 인증서를 관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

네트워크 장치(유선 또는 무선)에서 AAA(Radius) 관련 설정 구성●

RADIUS/802.1x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청자(엔드포인트에서) 구성●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ISE(Identity Services Engine) 릴리스 2.x●

CA(Certificate Authority) — 인증서를 발급합니다(엔터프라이즈 CA, 타사/공용 CA 또는 사용
가능).

●

Windows Server의 Active Directory(외부 ID 소스);ISE와 호환됩니다.●

NAD(Network Access Device) — 802.1x/AAA용으로 구성된 스위치(유선) 또는 (무선)일 수 있
음

●

엔드포인트:RADIUS/802.1x를 통해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 인증될 (사용자) ID 및 신청자 구
성에 발급된 인증서:사용자 인증.  머신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예에서는 사용되지 않습
니다.

●

참고:이 설명서는 ISE 2.3을 사용하므로 모든 문서 참조는 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
나 동일한 문서 유형에서 다른 ISE 버전을 대체하여 참조하고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동일한/유사한 정보를 찾을 수 있
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서버 및 클라이언트 인증서 가져오기

1단계. ISE에서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ISE에서 CSR을 생성하고 이를 Certificate Authority [server]에 제출하여 ISE에 시스
템 인증서로 발급된 서명된 인증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인증서는 EAP-TLS 인증 중에 ISE에서 서
버 인증서로 표시됩니다.  이 작업은 ISE GUI에서 수행되며 Administration(관리) > System(시스템
)으로 이동합니다.Certificates(인증서) >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를 클릭한 다음
Certificate Signing Requests(인증서 서명 요청)에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SR(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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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Signing Requests)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유형에는 다른 확장 키 사용이 필요합니다.이 목록에는 각 인증서 유형에 필요한 확장 키 사
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ISE ID 인증서

다중 사용(관리, EAP, 포털, pxGrid) -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

관리자 - 서버 인증●

EAP 인증 - 서버 인증●

포털 - 서버 인증●

pxGrid -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

SAML - SAML 서명 인증서●

ISE와 함께 사용할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CA 인증서를 ISE로 가져옵니다.

Certificate Authority에서 서명된 인증서를 반환하면 루트 인증서 및 하나/여러 중간 인증서로 구성
된 전체 CA 체인도 포함됩니다.다음 단계는 CA 인증서 및 시스템 인증서를 ISE로 가져오는 가장 좋
은 방법입니다.

루트 인증서를 ISE GUI로 가져오려면 Administration(관리) > System(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Certificates(인증서) >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의 Trusted Certificates(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아래에서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인증서 사용 Trust for authentication
within ISE(Infrastructure) 및 Trust for client authentication and Syslog(엔드포인트)를 선택합
니다.

1.

CA 인증서 체인의 일부로 각 중간 인증서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2.

전체 CA 체인의 일부로 모든 인증서를 ISE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온 다음
ISE GUI로 돌아가서 Administration(관리) > System(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인증서 > 인증서
관리:Certificate Signing Requests(인증서 서명 요청)에서 서명된 인증서에 해당하는 CSR을
Friendly Name(식별 이름)에서 찾아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Bind Certificate(인증서 바인딩)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페이지에서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서명된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Friendly Name(식별 이름)을 정의한 다음 Certificate Usage(s)를 선택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
장하려면 제출합니다.

4.

이제 서명된 인증서를 ISE GUI로 이동하고 Administration(관리) > System(시스템)으로 이동
합니다.인증서 > 인증서 관리:시스템 인증서 및 CSR이 생성된 동일한 노드에 할당됩니다.다

5.



른 노드 및/또는 기타 인증서 사용에 대해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3단계. 엔드포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EAP-TLS와 함께 사용할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해 엔드포인트에서 유사한 프로세스를
탐색해야 합니다.이 예에서는 ISE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려면 사용자 계정에 서명되고 발급된 클
라이언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Active Directory 환경에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가져오는 예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LC 및 ISE를 사용하여 EAP-TLS를 이해하고 구성 >
구성 > EAP-TLS용 클라이언트

여러 유형의 엔드포인트와 운영 체제 때문에 프로세스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예제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전체 프로세스는 개념적으로 동일합니다.인증서에 포함해야 할 모든 관련 정
보가 포함된 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하고 해당 정보가 환경의 내부 서버인지 또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타사 회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CA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CN(Common Name) 및 SAN(Subject Alternative Name) 인증서 필드에는 인증 흐름 중에 사
용할 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ID의 관점에서 서 플리 컨 트가 EAP-TLS에 대해 구성 할 방법을
결정 합니다.시스템 및/또는 사용자 인증, 머신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이 예에서는 이 문서의 나머
지 부분에서는 사용자 인증만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4단계. ISE에서 NAD(Network Access Device)를 추가합니다.

엔드포인트가 연결된 NAD(Network Access Device)도 ISE에서 구성되므로
Radius/TACACS+(Device Admin) 통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AD와 ISE 간에 공유 비밀/비밀번호
가 신뢰 용도로 사용됩니다.  

ISE GUI를 통해 NAD를 추가하려면 Administration(관리) > Network Resources(네트워크 리소스) >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 >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이동하고 Add(추
가)를 클릭합니다. 이 이미지는 여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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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네트워크 디바이스
관리 > Cisco ISE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의 생성

이 시점에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Cisco ISE를 인증하고 인증하도록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모든
AAA 관련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책 요소

이러한 설정은 인증 정책 또는 권한 부여 정책에 바인딩되는 요소입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기본적
으로 각 정책 요소가 구축된 다음 정책에 결합됩니다.인증/권한 부여 정책에 대한 바인딩이 완료될
때까지 설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Administrator Guide, Release 2.3
> 장:정책 구성 및 관리

5단계. 외부 ID 소스 사용.

External Identity Source(외부 ID 소스)는 ISE 인증 단계 중에 사용되는 엔드 ID(시스템 또는 사용자
) 계정이 있는 소스일 뿐입니다.  Active Directory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계정에 대한 시스템 인증 및
/또는 AD(Active Directory)의 최종 사용자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
부 엔드포인트(내부) 소스는 컴퓨터 계정/호스트 이름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머신 인증과 함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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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ID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SE 및 프로토콜(인증 유형)이 지원되는 ID 소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사용자 및 외부 ID 소
스 관리 > 내부 및 외부 ID 소스

ISE에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 추가

ISE 정책에서 AD(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을 사용하려면 먼저 Active Directory 가입 지점에 그룹
을 추가해야 합니다.

— ISE GUI에서:관리 > 신원 관리:Active Directory > {AD 인스턴스 이름/조인 지점 선택} > 탭:그룹
> 추가 > 디렉토리에서 그룹 선택

ISE(Identity Services Engine)와 AD(Active Directory)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내용과 요구 사
항을 보려면 다음 문서를 모두 검토하십시오.Cisco ISE 2.x와 Active Directory 통합

참고:LDAP 인스턴스에 보안 그룹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작업이 적용됩니다.ISE GUI에
서:관리 > 신원 관리:외부 ID 소스 > LDAP > {select LDAP instance name} > 탭:그룹 > 추가 >
디렉토리에서 그룹 선택

6단계.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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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인증 프로파일의 목적은 ISE에 EAP-TLS(다른 인증서 기반 인증 방법) 중에 ISE에 제공된
클라이언트 인증서(엔드 ID 인증서)에서 ID(머신 또는 사용자)를 찾을 수 있는 인증서 필드를 알리
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ID를 인증하기 위해 인증 정책에 바인딩됩니다.ISE GUI에서 구성한 다
음 Administration(관리) > Identity Management(ID 관리)로 이동합니다.External Identity
Sources(외부 ID 소스) > Certificate Authentication Profile(인증서 인증 프로파일)을 클릭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Use Identity From(ID 사용)을 사용하여 ID를 찾을 수 있는 특정 필드에서 인증서 속성을 선택하면
이미지에 표시된 선택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 저장소가 Active Directory 또는 LDAP(외부 ID 소스)를 가리킬 경우 ISE 인증 단계에서 발생하는
ID 사용 선택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에서 가져온 Active Directory의 ID를 조회하는 이진 비교
(Binary Comparission)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비교 없이 ID는 클라이언트 인증
서에서 가져오며 ISE 권한 부여 단계(AD 외부 그룹이 조건으로 사용될 때 또는 ISE에 외부에서 수
행해야 할 기타 조건)가 될 때까지 Active Directory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이진 비교를 사용하려면
ID 저장소에서 엔드 ID 계정을 찾을 수 있는 외부 ID 소스(Active Directory 또는 LDAP)를 선택합니
다.

여기서 설정은 ID가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CN(Common Name) 필드에 있고 이진 비교(선택 사항)가
활성화된 경우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사용자 및 외부 ID 소
스 관리 >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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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ID 소스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ISE GUI에서 ID 소스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on(관리) > Identity
Management(ID 관리), Under Identity Source Sequences(ID 소스 시퀀스)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는 여러 AD(Active Directory) 가입 포인트를 포함하거나 내부/외부 ID 소스의 조합을 원하
는 대로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ID 소스 시퀀스에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사용 열 아래의 인증 정책에 바인딩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예에서는 먼저 AD(Active Directory)에 대해 조회를 수행한 다음 사용자가 LDAP 서
버에서 조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만 인증 정책에 바인딩할 수도 있습니다.

8단계. 허용되는 프로토콜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Allowed Protocols Service는 ISE가 RADIUS 인증 중에 지원하는 인증 방법/프로토콜만 활성화합니
다.ISE GUI에서 구성하려면 Policy(정책) > Policy Elements(정책 요소)로 이동합니다.결과 > 인증 >
허용된 프로토콜을 선택한 다음 인증 정책에 요소로 바인딩합니다. 

참고:Authentication Bypass(인증 우회) > Process Host Lookup(프로세스 호스트 조회)은
ISE에서 활성화된 MAB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엔드포인트의 신청자에서 지원 및 구성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
증 프로토콜이 예상대로 협상되지 않으며 Radius 통신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실제 ISE 컨피그레이
션에서는 ISE와 서 플리 컨 트가 예상대로 협상 및 인증할 수 있도록 환경에서 사용되는 인증 프로
토콜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되는 프로토콜의 서비스의 새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기본값(축소)입니다.

참고:ISE와 서 플리 컨 트가 이 컨피그레이션 예시에서 EAP-TLS를 통해 인증 하므로 최소한
EAP-TLS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9단계.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구축에 필요한 마지막 정책 요소는 권한 부여 정책에 바인딩되고 원하는 수준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권한 부여 프로파일입니다.  Authorization Profile(권한 부여 프로파일)은 Authorization Policy(권한
부여 정책)에 바인딩되며 ISE GUI에서 이를 구성하려면 Policy(정책) > Policy Elements(정책 요소
)로 이동합니다.Results(결과) > Authorization(권한 부여) > Authorization Profiles(권한 부여 프로파
일)를 클릭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권한 부여 프로파일은 지정된 RADIUS 세션에 대해 ISE에서 NAD(Network Access Device)로 특성
을 전달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포함합니다. 이 특성은 원하는 수준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Radius Access-Accept를 Access Type으로 전달하지만 초기 인증 시 추가 항
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권한 부여 프로파일 일치 시 ISE가 NAD에 전송하는 속성의 요약
을 포함하는 맨 아래의 특성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ISE 인증 프로파일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
리스 2.3 > 장:정책 구성 및 관리 > 권한 부여 정책 > Cisco ISE 권한 부여 프로파일

보안 정책

인증 및 권한 부여 정책은 ISE GUI에서 생성됩니다.Policy(정책) > Policy Sets(정책 집합) - ISE
2.3의 기본 보기입니다.  이전 버전의 ISE에서는 단일(기본) 정책 집합 및 추가 정책 집합을 전역 설
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지만 ISE 2.3 이후 제거되었으므로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EAP-TLS를 통해 엔드포인트를 인증하기 위해 ISE 인증 및 권한 부여 정책에 바인
딩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및 정책 요소를 결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10단계. 정책 세트를 생성합니다.

정책 집합은 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해 허용되는 프로토콜 또는 서버 시퀀스뿐 아니라 인증 및 권한
부여 정책 및 정책 예외를 나타내는 단일 사용자 정의 규칙으로 구성된 계층적 컨테이너이며, 모두
사용자 정의 조건 기반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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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 GUI에서 정책 세트를 생성하려면 Policy(정책) > Policy Set(정책 집합)로 이동한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왼쪽 위 모서리에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정책 집합은 이전에 구성된 이 정책 요소를 바인딩/결합하며, 지정된 RADIUS 인증 요청(액세스 요
청)에서 어떤 정책 집합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인딩:허용되는 프로토콜 서비스●

ISE의 정책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Configure and Manage Policies(정책 구성 및 관리) > Policy Sets(정책 집합) > Network Access
Policy Terms(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용어)

11단계. 인증 정책을 생성합니다.

정책 집합 내에서 인증 정책은 조건에 사용하도록 이전에 구성된 이러한 정책 요소를 바인딩/결합
하여 일치 해야 하는 인증 규칙을 결정 합니다.

바인딩:인증서 인증 프로파일 또는 ID 소스 시퀀스.●

12단계. 권한 부여 정책을 생성합니다.

정책 집합 내에서 권한 부여 정책은 이전에 조건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된 이러한 정책 요소를 바
인딩/결합하여 일치 할 권한 부여 규칙을 결정 합니다.  이 예에서는 조건이 AD(Active Director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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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사용자 보안 그룹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을 위한 예입니다.

바인딩:권한 부여 프로파일●

다음을 확인합니다.

모든 전역 컨피그레이션 및 정책 요소가 바인딩되면 EAP-TLS를 통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정책 집
합 컨피그레이션이 여기 이미지와 유사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컨피그레이션이 완료되면 엔드포인트를 연결하여 인증을 테스트합니다.결과는 ISE GUI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작업 > 반지름 > 라이브 로그(이미지에 표시됨)   



인식을 위해 Live Logs for Radius and TACACS+(Device Admin)는 지난 24시간 동안 그리고 지난
100개의 레코드에 대한 인증 시도/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유형의 데이터를 보려면 보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ISE UI:작업 > 보고서 > 보고서: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 RADIUS 인증

ISE의 Radius Live Logs에서 RADIUS 세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세션 특성 및 인증 흐름 중에 관찰
된 동작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의 세부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션의
세부 보기를 열어 이 인증 시도에 특정한 세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트러블슈팅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다음 이미
지에 표시된 대로 원하는 인증 및 권한 부여 정책이 예상대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기에서 다음 특성을 확인하여 인증이 이 컨피그레이션 예제의 일부로서 설계에 따라 예상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벤트

여기에는 인증 성공 여부가 포함됩니다. 작업 시나리오에서 값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5200
인증 성공

●

사용자 이름

 여기에는 ISE에 제공된 클라이언트 인증서에서 가져온 엔드 ID가 포함됩니다.작업 시나리오에
서 엔드포인트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예: 위 이미지의 employee1) 

●

엔드포인트 ID

 유선/무선의 경우 이 값은 엔드포인트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의 mac 주소여야 합
니다.작업 시나리오에서 연결이 VPN을 통해 연결되지 않는 한 엔드포인트의 mac 주소가 됩니
다. 이 경우 엔드포인트의 IP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정책

 정책 조건과 일치하는 세션 특성을 기반으로 지정된 세션에 대해 일치하는 인증 정책을 표시합
니다.작업 시나리오에서 구성된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 정책입니다. 다른 정책이 표시되면 정책
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예상되는 정책이 true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세션 특
성을 검토하고 각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르지만 고유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권한 부여 정책 ●



 정책 조건과 일치하는 세션 특성을 기반으로 지정된 세션에 대해 일치하는 권한 부여 정책을
표시합니다.작업 시나리오에서 구성된 것으로 예상되는 권한 부여 정책입니다. 다른 정책이 표
시되면 정책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예상되는 정책이 true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세션 특성을 검토하고 각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르지만 고유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권한 부여 결과

 일치하는 권한 부여 정책에 따라 지정된 세션에서 사용된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표시합니다.작
업 시나리오에서 이는 정책에 구성된 값과 항상 같아야 합니다.감사를 위해 검토하고 올바른 권
한 부여 프로파일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서버

 여기에는 인증 시도에 관련된 ISE PSN(Policy Service Node)의 호스트 이름이 포함됩니다.작
업 시나리오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장치 (NAD) [라고도 함)에 구성된 첫 번째 PSN 노드로 가는
인증만 볼 수 있습니다.edge device] PSN이 작동하지 않거나 장애 조치가 발생한 경우(예: 예상
보다 높은 대기 시간 때문에 또는 인증 시간 초과가 발생한 경우).

●

인증 방법

 지정된 세션에서 사용된 인증 방법을 표시합니다.  이 예에서는 dot1x로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 시나리오에서는 항상 dot1x로 값을 표시해야 합
니다. 다른 값이 표시되면 dot1x가 실패했거나 시도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프로토콜

 지정된 세션에서 사용된 인증 방법을 표시합니다.  이 예에서는 값을 "EAP-TLS"로 표시해야
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 예제에 따라 작업 시나리오에서 다른 값이 표시되면 신청자와 ISE가
EAP-TLS를 성공적으로 협상하지 못한 경우 항상 값을 "EAP-TLS"로 표시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장치

 ISE에 구성된 대로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NAD) [라고도 함]에 대한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름을 표시합니다.edge device] 엔드포인트와 ISE 간의 인증 시도에 관여합니다.작업 시나리오
에서 이 이름은 항상 ISE UI에서 지정됩니다.관리 > 시스템:네트워크 디바이스;해당 컨피그레
이션에 따라 NAD(Network Access Device)의 IP 주소[aka]가 사용됩니다.edge device]는 인증
을 받은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NAS IPv4 Address session 특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는 문제 해결 또는 기타 가시성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세션 특성의 전체 목록입니
다. 확인할 다른 유용한 특성이 있습니다.  ISE에서 수행한 작업을 보여 주는 섹션 Steps(단계)의 오
른쪽에 포함하기 위해 볼 수 있는 모든 정보에 익숙해지기 위해 모든 세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및 문제 해결 기법

이 목록은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 및 문제 해결 권고 사항이며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대신, ISE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를 지침으로 사용하고 고유한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문제:  인증 실패(5400 인증 실패) 또는 다른 성공적인 인증 시도가 없습니다.

인증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세부 정보 아이콘을 선택하여 인증 실패 이유와 수행 단계를 표시하여
실패 사유 및 가능한 근본 원인을 포함합니다. 

●



ISE는 인증 결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ISE는 인증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됩니다.

●

문제: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며 실패 사유에는 "5440 엔드포인트가 EAP 세션을 취소하
고 새로 시작함" 또는 "5411 서 플리 컨 트가 ISE에 응답을 중지함"이 표시됩니다.

이 실패 이유는 시간 초과 전에 RADIUS 통신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EAP는 엔드포
인트와 NAD(Network Access Device) 사이에 있으므로 NAD에서 사용 중인 시간 제한을 확인
하고 최소 5초 동안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5초가 부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5초 정도 늘리고 다시 테스트하여 이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증이 동일한 올바른 ISE PSN 노드에서 처리되고 있
으며 전체 동작이 NAD와 ISE PSN 노드 간의 정상 레이턴시보다 높은 이상 비정상적인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ISE가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받지 않는 경우 엔드포인트가 패킷 캡처를 통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전송하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엔드포인트(사용자 인증서)가 ISE EAP 인증 인증
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rue인 경우 올바른 인증서 저장소에서 CA 체인을 가져옵니
다(루트 CA = 신뢰할 수 있는 루트 CA). | 중간 CA = 신뢰할 수 있는 중간 CA).

●

문제:인증에 성공했지만 올바른 인증 및/또는 권한 부여 정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지만 올바른 인증 및/또는 권한 부여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인증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중인 조건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Radius 세션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세션 특성을 검토하
는 것이 좋습니다.

●

ISE는 하향식 접근 방식(Posture Policies 제외)에서 이러한 정책을 평가하며, 먼저 일치하는 정
책이 원하는 정책의 위 또는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정책은 권한 부여 정책과 독
립적으로 처음 평가되었습니다.인증 정책이 올바르게 일치하면 Steps라는 오른쪽 섹션 아래
Authentication Details에 "22037 Authentication Passed"가 있어야 합니다.

●

원하는 정책이 일치하는 정책 위에 있는 경우 원하는 정책의 조건 합계가 true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조건 및 세션의 모든 속성과 값을 검토하여 존재하며 맞춤법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
다.

●

원하는 정책이 일치하는 정책 아래에 있으면 원하는 정책 대신 다른 정책 [위]이(가)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건 값이 충분히 특정하지 않거나, 조건이 다른 정책에서 중복되거나, 정책
의 순서가 틀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트러블슈팅이 더욱 어려워지지만, 원하는 정책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을 검토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행할 작
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제:인증 중에 사용된 ID 또는 사용자 이름이 예상 값이 아닙니다.

이 경우 엔드포인트가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보내는 경우 ISE가 인증서 인증 템플릿의 올바른●



인증서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인증 단계 중에 평가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검토하여 원하는 ID/사용자 이름이 있는 정확한 필드를 찾고 ISE UI에서
동일한 필드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관리 > 신원 관리:외부 ID 소스 >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
> {인증 정책에서 사용 중인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문제:"클라이언트 인증서 체인에서 알 수 없는 CA로 인해 SSL/TLS 핸드셰이크가 실패한 실패 이유
로 인해 인증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ISE UI에서 신뢰할 수 없는 CA 체인에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관리 > 시스템:인증서 >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인증서(엔드포인트의)에 EAP 인증을 사용하기 위해 ISE에 서명된 인
증서 CA 체인과 다른 CA 체인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 인증서 CA 체인이 ISE에서 신뢰되고 ISE EAP 인증 서버 인증서 CA
체인이 엔드포인트에서 신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Windows OS 및 Chrome의 경우 시작 > MMC 실행 > 스냅인 추가/제거 > 인증서 > 사용자 인
증서로 이동합니다.
- Firefox의 경우:웹 서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CA 체인(최종 ID 인증서가 아님)을 가져옵니다.

●

관련 정보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 호환성 정보●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네트워크 디바이스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정책 구성 및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 Configuration Guides > Active Directory Integration with
Cisco ISE 2.x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사용자 및 외부 ID 소스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관리자 가이드, 릴리스 2.3 > 장:사용자 및 외부 ID 소스 관리 >
인증서 인증 프로파일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 Configuration Example and TechNotes > Configure ISE 2.0
Certificate Provisioning Portal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 Configuration Example and TechNotes > ISE 2.0에서 타사
CA 인증서 설치

●

Wireless LAN (WLAN) > Configuration Example and TechNotes(컨피그레이션 예 및 기술 참고
) > WLC 및 ISE를 사용하여 EAP-TLS를 이해하고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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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support/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001.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001.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00101.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00101.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0/ise_active_directory_integration/b_ISE_AD_integration_2x.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0/ise_active_directory_integration/b_ISE_AD_integration_2x.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110.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110.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3/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3/b_ise_admin_guide_23_chapter_01110.html#ID425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200534-ISE-2-0-Certificate-Provisioning-Portal.html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200534-ISE-2-0-Certificate-Provisioning-Portal.html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software/200295-Install-a-3rd-party-CA-certificate-in-IS.html
/content/en/us/support/docs/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software/200295-Install-a-3rd-party-CA-certificate-in-IS.html
/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mobility/wireless-lan-wlan/213543-configure-eap-tls-flow-with-i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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