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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ACS(Secure Access Control Server)를 사용하여 CAM(Clean Access
Manager)에서 인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CS 5.x 이상을 사용하는 유사한 컨피그
레이션은 NAC(CCA)를 참조하십시오.ACS 5.x 이상을 사용하여 Clean Access Manager에서 인증
을 구성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컨피그레이션은 CAM 버전 3.5 이상에 적용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AM 버전 4.1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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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ACS를 사용하여 CCA에 대한 인증 구성 단계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새 역할 추가 관리자 역할 생성CAM에서 User Management > User Roles > New Role을 선택
합니다

1.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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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Name(역할 이름) 필드에서 역할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Admin User Role(관
리자 사용자 역할)을 선택적 역할 설명으로 입력합니다.Role Type(역할 유형)으로 Normal
Login Role(일반 로그인 역할)을 선택합니다.OOB(Out-of-Band) 사용자 역할 VLAN을 적절한
VLAN으로 구성합니다.예를 들어, VLAN ID를 선택하고 ID를 10으로 지정합니다.완료되면
Create Role(역할 생성)을 클릭합니다.양식에서 기본 속성을 복원하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이제 역할이 OOB 역할 기반 매핑 섹션에 대한 태그 VLANs에 표시된 것처럼 역할 목록 탭에
나타납니다.사용자 역할 생성CAM에서 User Management > User Roles > New Role을 선택
합니다



.
Role Name(역할 이름) 필드에서 역할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Normal User Role(일
반 사용자 역할)을 선택적 역할 설명으로 입력합니다.OOB(Out-of-Band) 사용자 역할 VLAN을
적절한 VLAN으로 구성합니다.예를 들어, VLAN ID를 선택하고 ID를 20으로 지정합니다.완료
되면 Create Role(역할 생성)을 클릭합니다.양식에서 기본 속성을 복원하려면 재설정을 클릭
합니다.이제 역할이 OOB 역할 기반 매핑 섹션에 대한 태그 VLANs에 표시된 것처럼 역할 목록
탭에 나타납니다.
OOB 역할 기반 매핑을 위한 VLAN 태그 지정CAM에서 지금까지 역할 목록을 보려면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Roles(사용자 역할) > List of Roles(역할 목록)를 선택합니
다
.

2.



RADIUS 인증 서버(ACS) 추가User Management > Auth Servers > New를 선택합니다
.

Authentication Type(인증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Radius를 선택합니다.Provider Name(사
업자 이름)을 ACS로 입력합니다.Server Name(서버 이름)을 auth.cisco.com으로 입력합니다
.Server Port(서버 포트) - RADIUS 서버가 수신 대기 중인 포트 번호 1812입니다.Radius
Type(RADIUS 유형) - RADIUS 인증 방법입니다.지원되는 방법으로는 EAPMD5, PAP,
CHAP, MSCHAP 및 MSCHAP2가 있습니다.기본 역할은 ACS에 매핑이 정의되거나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RADIUS 특성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ACS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경
우에 사용됩니다.Shared Secret(공유 암호) - 지정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 바인딩된
RADIUS 공유 암호입니다.NAS-IP-Address - 모든 RADIUS 인증 패킷과 함께 전송할 값입니
다.Add Server를 클릭합니다
.

3.



ACS 사용자를 CCA 사용자 역할에 매핑ACS의 관리자 사용자를 CCA 관리자 사용자 역할에
매핑하려면 User Management > Auth Servers > Mapping Rules > Add Mapping Link를 선택
합니다
.

ACS의 일반 사용자를 CCA 사용자 역할에 매핑하려면 User Management > Auth Servers >
Mapping Rules > Add Mapping Link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역할 매핑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사용자 페이지에서 대체 공급자 활성화사용자 로그인 페이지에서 대체 제공자를 활성화하려
면 관리 > 사용자 페이지 > 로그인 페이지 > 추가 > 컨텐츠를 선택합니다
.

5.

ACS 컨피그레이션

RADIUS(IETF) 클래스 특성 [025]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Interface
Configuration(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1.



.
ACS 서버에 RADIUS 클라이언트 추가다음과 같이 AAA 클라이언트 CAM을 추가하려면
Network Configuration(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2.



. Submit
+Restart를 클릭합니다.참고: RADIUS 키가 AAA 클라이언트와 일치하고 RADIUS(IETF)를 사
용하는지 확인합니다.다음과 같이 AAA 클라이언트 CAS를 추가하려면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 Submit
+Restart를 클릭합니다.참고: VPN 게이트웨이 RADIUS 어카운팅의 경우 CCA 정책은 CAS IP
주소에서 RADIUS 어카운팅 패킷(UDP 1646/1813)을 허용하여 인증되지 않은 ACS 서버 IP
주소로 전달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AAA 클라이언트 ASA를 추가하려면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니어
사이드 PIX/ASA 인터페이스 주소(일반적으로 내부 인터페이스)유형을 RADIUS(Cisco
IOS/PIX)로 설정합니다.
ACS 서버에서 그룹 추가/구성관리 그룹 만들기3.



IETF
RADIUS 클래스 특성 [025]을(를) 적절한 그룹 값으로 설정합니다.값은 CAS 매핑에 구성된 값
과 일치해야 합니다.사용자 그룹 생성



매핑할
각 Clean Access 사용자 역할에 대한 그룹을 추가/구성합니다.ACS 서버에서 사용자 추가/구



성 ACS에
서 인증할 각 Clean Access 사용자에 대해 ACS 사용자를 추가/구성합니다.ACS 그룹 구성원
자격을 설정합니다.ACS는 다른 외부 서버에 대한 프록시 인증도 지원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ACS 모니터링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전달된 인증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ADIUS 어카운팅에 대한 스크린샷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NAC Appliance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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