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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구축 설명서에서는 OOB(Out-of-Band) 캠퍼스 구축에서 Cisco NAC 프로파일러 서버 및 Cisco
NAC 프로파일러 컬렉터(Cisco NAC Appliance Clean Access Server에 위치)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기존 OOB 고가용성 NAC 구축에서 Cisco NAC 프로파일러를 가장 효과
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Cisco NAC Appliance와 통합된 Cisco NAC Profiler 솔루
션의 기본 기능 및 토폴로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모든 NAC-less 장치에 대한 엔
드포인트 정보가 컬렉터에서 프로 파 일러 서버로 어떻게 전송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솔루션의
목표는 적절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엔드포인트를 프로파일링하고 Cisco NAC Appliance
CAM(Clean Access Manager)의 Device Filter 목록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먼저 각 제품의 설치 및 구성 가이드에 따라 Cisco NAC Manager, Cisco NAC Server 및 Cisco NAC
Profiler를 구성해야 합니다.

//www.cisco.com/en/US/products/ps6128/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NAC Manager(192.168.96.10 HA 서비스 IP)●

NAC Server(192.168.97.10 HA 서비스 IP)●

NAC 프로파일러(192.168.96.21)●

3560 Access Switch(192.168.100.35)●

3750 배포 스위치(192.16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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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NAC 프로파일러 개요

Cisco NAC Profiler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장치 유형에 관계없이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엔
드포인트의 기능을 식별, 위치 및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규모와 복잡성으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에 NAC(Network Admission Control)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Cisco NAC
Profiler는 에이전트 없는 엔드포인트를 프로파일링하는 특정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엔드포인트를 검색, 카탈로그 작성 및 프로파일링하는 시스템입니다.

NAC 개요

Cisco NAC(Network Admission Control) 어플라이언스(Cisco Clean Access라고도 함)는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승인 제어 및 규정 준수 시행 솔루션입니다.Cisco NAC Appliance는 포괄적인 보안
기능, 대역 내 또는 대역 외 구축 옵션, 사용자 인증 툴, 대역폭 및 트래픽 필터링 제어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Cisco NAC Appliance는 네트워크의
중앙 액세스 관리 지점으로서 여러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 전체에 정책을 전파할 필요 없이 한 곳
에서 보안, 액세스 및 규정 준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

구성 가이드 개요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1의 다이어그램은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간 HA(High Availability) NAC Server를 사용하는 기본
레이어 2 캠퍼스 구축을 보여줍니다.프로파일러 서버와 NAC Manager는 동일한 관리 네트워크에
있을 수 있으며 NAC 서버 및 컬렉터에서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Cisco NAC Profiler가 비
NAC 원격 엔드포인트를 검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설명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권
장 방법을 설명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액세스 스위치에서 NAC Collector로 SNMP 통신을 추가합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DHCP 벤더 클래스 정보 속성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스
위치에서 SPAN 포트를 구성하여 액세스 레이어 디바이스, 특히 엔드포인트의 모든 트래픽을
캡처합니다.

●

Collector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수신하도록 Cisco NAC Profiler Server 및 Collector 통신을
적절히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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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Cisco NAC 프로파일러를 사용한 OOB Cisco NAC 어플라이언스 구축

구성

이 문서에서는 OOB 솔루션에서 NAC 프로파일러 및 컬렉터를 구성하는 데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OOB 토폴로지에 대한 NAC 프로파일러 구성●

NAC 컬렉터 구성●

SNMP 트랩을 NAC 컬렉터에 전송하도록 액세스 스위치 구성●

SNMP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파일러의 액세스 스위치 구성●

SPAN용 배포 스위치에서 NAC 컬렉터의 ETH3 스위치 포트 구성●

OOB 솔루션에서 NAC 프로파일러 및 컬렉터 구성

일반 NAC HA 설정을 통해 NAC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컬렉터는 NAC 서버의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여 프로파일러와 통신합니다.●

NAC Collector HA 쌍은 프로파일러에 단일 항목으로 추가되고 NAC 서버의 가상 IP 주소로 전
달됩니다.

●

프로파일러에 새 컬렉터를 추가합니다.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NAC Profiler
Modules(NAC 프로파일러 모듈) > Add Collector(컬렉터 추가)로 이동합니다
.

1.

NAC Server HA Pair의 새 Collector 이름을 추가합니다.이는 원하는 모든 것일 수 있지만 컬렉
터 컨피그레이션과 일치해야 합니다.컬렉터 이름:CAS-OOB-Pair1IP 주소
:192.168.97.10(NAC 서버의 가상 주소)연결:지금은 없음으로 둡니다
.

2.

컬렉터 서비스 모듈을 구성합니다.NetMap 및 NetTrap을 단독으로 유지합니다(기본적으로 컨
피그레이션은 필요하지 않음
).

3.



배포 스위치의 SPAN 포트에 연결된 NetWatch 인터페이스(ETH3)를 추가합니다
.

4.

NetInquiry 모듈에 대한 서브넷 블록을 추가하여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트
래픽을 수신합니다.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NAC 서버에 불필요하게 세금을 부과하
지 마십시오.이 Lab 설정에서는 전체 192.168.0.0 전용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

Ping Sweep 및 DNS Collection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둡니다.

5.

IP 주소 192.168.97.10(VIP) 및 TCP 포트 31416에서 전달자를 수신 대기하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컬렉터가 서버 역할을 하고 프로파일러에서 특정 포트로의 연결을 수신할 수 있
습니다.

6.

NetRelay 컨피그레이션에서 NetFlow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Netwatch /SPAN 세션이
사용되기 때문).Save Collector(컬렉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해야 합니
다
.

7.

Configuration(구성) 탭 > Apply Changes(변경 사항 적용) > Update Modules(모듈 업데이트8.



)로 이동합니다
.

NAC 컬렉터 구성

이 컨피그레이션은 두 디바이스 모두에서 정확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컬렉터에 SSH를 입력하고 루트로 로그인합니다.1.
서비스 컬렉터 컨피그레이션을 입력하고 컨피그레이션 스크립트를 통해 NAC Collector 부분
을 설정합니다.
[root@NAC Server1 ~]#  service collector config

Enable the NAC Collector (y/n) [y]:

Configure NAC Collector (y/n) [y]:

Enter the name for this remote collector.

Please note that if this collector exists on a HA pair that this name must match

its pair's name for proper operation. (24 char max) [NAC Server1]: CAS-OOB-Pair1

Network configuration to connect to a NAC Profiler Server

  Connection type (server/client) [server]:

  Listen on IP [192.168.97.10]:

  You will be asked to enter the IP address(es) of the NPS.  This

  is necessary to configure the access control list used by this

  collector.  If the NPS is part of an HA pair then you must include

  the real IP address of each independent NPS and the virtual IP to

  ensure proper connectivity in the NAC Server of failover.

  Enter the IP address(es) of the NAC Profiler.

   (Finish by typing 'done') [127.0.0.1]: 192.168.96.20  (Real IP address of  NAC

Profiler1)

  Enter the IP address(es) of the NAC Profiler.

   (Finish by typing 'done') [192.168.96.20]: 192.168.96.21 (Virtual IP of NAC Profiler)

  Enter the IP address(es) of the NAC Profiler.

   (Finish by typing 'done') [done]: 192.168.96.22 (Real IP of NAC Profiler2)

  Enter the IP address(es) of the NAC Profiler.

   (Finish by typing 'done') [done]: done

  Port number [31416]:

  Encryption type (AES, blowfish, none) [none]: AES

  Shared secret []: cisco123

-- Configured NAC SERVER-OOB-Pair1-fw

-- Configured NAC SERVER-OOB-Pair1-nm

-- Configured NAC SERVER-OOB-Pair1-nt

-- Configured NAC SERVER-OOB-Pair1-nw

-- Configured NAC SERVER-OOB-Pair1-ni

-- Configured NAC SERVER-OOB-Pair1-nr

NAC 컬렉터가 구성됩니다.

2.

컬렉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root@NAC Server1 ~]# service collector start

3.

SNMP 트랩을 NAC 컬렉터에 전송하도록 액세스 스위치 구성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면 프로파일러가 네트워크 전체의 스위치 포트에 연결하는 모든 새 디바
이스를 동적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 NAC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컨피그레이션을 이미 채울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새 디바이
스가 스위치 포트에 연결될 때 SNMP 트랩을 수신하기 위해 SNMP 컨피그레이션에서 CAS 컬렉터
를 호스트로 추가하면 됩니다.

스위치에 콘솔/텔넷(nac-3560-access#).

snmp-server community cleanaccess RW

## Allows read-write access from the NAC Manager

snmp-server community profiler RO

## Allows read only access from Collectors

snmp-server enable traps mac-notification

## Enables new-mac notification traps

snmp-server host 192.168.97.10 version 1 profiler mac-notification snmp

## Allow traps to the NAC Collectors Managment IP addresss

SNMP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파일러의 액세스 스위치 구성

SNMP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프로파일러에서 액세스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
오.

프로파일러 GUI로 이동합니다.Configuration(구성) >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 >
Add Device(디바이스 추가
).

1.

스위치의 호스트 이름 및 관리 IP 주소를 추가합니다.2.
스위치에 구성된 읽기 전용 SNMP 문자열을 입력합니다.NAC Collector 매핑 모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Collector가 매 시간마다 SNMP로 액세스 스위치를 폴링하고 정보를 프로파일
러에 전달하도록 선택됩니다.

3.

Add Device(디바이스 추가) 및 Apply Changes(변경 사항 적용)를 클릭합니다.GUI의 왼쪽 창
에서 모듈을 업데이트합니다
.

4.



참고: NAC Manager가 디바이스를 이미 제어하므로 NAC 구축의 NAC 프로파일러에는 읽기-
쓰기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필요 없는 경우 스위치에 충돌과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SPAN용 배포 스위치에서 NAC 컬렉터의 ETH3 스위치 포트 구성

참고: 이렇게 하면 NetWatch 모듈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수신하고 프로파일러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NAC Collector의 인터페이스를 초과 가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1GB/sec의 제한이 있
습니다.스위치 모델 및 코드 버전에 따라 스위치의 인터페이스 또는 VLAN을 소스로 지정합니다.

참고: 최소한 액세스 스위치의 엔드포인트에서 DHCP 요청 및 제안을 볼 수 있습니다.이것이 불가
능한 경우 네트워크의 DHCP 서버에 NAC 컬렉터를 추가하거나 그 근처에 추가합니다.

배포 스위치에 모니터 세션을 구성합니다.

monitor session 1 source interface Gi1/0/1 - 43 , Gi1/0/46 - 48

monitor session 1 source interface Po10

monitor session 1 destination interface Gi1/0/44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프로파일러와 컬렉터가 통신하고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디바이스
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컬렉터 모듈 및 서버가 실행될 때까
지 진행하지 마십시오.프로파일러에서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NAC Profiler
Modules(NAC 프로파일러 모듈) > List NAC Profiler Modules(NAC 프로파일러 모듈 나열)로 이

●



동합니다
.

액세스 스위치가 새 MAC 알림 트랩을 컬렉터에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참고: 디버깅을 활
성화할 때는 주의하고 디버그 기능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nac-3560-access# debug snmp packet

nac-3560-access# debug snmp header

SNMP packet debugging is on

SNMP packet debugging is on

*Mar 30 22:45:12: SNMP: Queuing packet to 192.168.97.10

*Mar 30 22:45:12:

Outgoing SNMP packet

*Mar 30 22:45:12: v1 packet

*Mar 30 22:45:12: community string: profiler

*Mar 30 22:45:12: SNMP: V1 Trap, ent cmnMIBNotificationPrefix,

   addr 192.168.100.35, gentrap 6, spectrap 1

cmnHistMacChangedMsg.0 =

01 00  65 00   04 23  B3 82    60 00  04 00

cmnHistTimestamp.0 = 258751290

●

프로파일러가 컬렉터에서 새 MAC 주소를 수신했는지 확인합니다.Endpoint Console(엔드포인
트 콘솔) > View/Manage Endpoints(엔드포인트 보기/관리) > Display Endpoints by Device
Ports(디바이스 포트별 엔드포인트 표시) > Ungrouped(그룹화되지 않음) > Table of
Devices(디바이스 테이블) > (스위치 선택)로 이동합니다
.

●

Collector에서 스위치를 SNMP로 폴링했는지 확인합니다.●

Last Scan(마지막 검사) 열을 확인합니다.Collector에서 기본적으로 60분마다 스위치를 검사
했는지 확인합니다
.

1.

스위치 CLI에서 SNMP를 다시 디버깅합니다.2.
프로파일러 GUI에서 Configuration(구성) >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 > List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 나열) > (Choose the device(디바이스 선택)로 이동합니
다.

3.

Query Now를 클릭합니다4.



.

스위치에서 Collector에서 스위치를 SNMP로 폴링할 디버그 출력을 확인합니다.
*Mar 30 23:09:24: SNMP: Packet received via UDP from 192.168.97.11 on Vlan100

*Mar 30 23:09:24: SNMP: Get-next request, reqid 1347517983, errstat 0, erridx 0

ifType = NULL TYPE/VALUE

*Mar 30 23:09:24: SNMP: Response, reqid 1347517983, errstat 0, erridx 0

ifType.1 = 53

*Mar 30 23:09:24: SNMP: Packet sent via UDP to 192.168.97.11

5.

SPAN이 스위치에서 작동하고 컬렉터가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NAC 프로파
일러에 대한 SSH.tcpdump -i eth3을 입력합니다.
16:54:36.432218 IP cas2.nacelab2.cisco.com.9308 >

   elab2-dns-dhcp.nacelab2.cisco.com.domain:

   48871+ PTR? 68.39.168.192.in-addr.arpa. (44)

16:54:36.432223 IP cas2.nacelab2.cisco.com.9308 >

   elab2-dns-dhcp.nacelab2.cisco.com.domain:

   48871+ PTR? 68.39.168.192.in-addr.arpa. (44)

16:54:36.432468 IP cas2.nacelab2.cisco.com.9308 >

   elab2-dns-dhcp.nacelab2.cisco.com.domain:

   58368+ PTR? 69.39.168.192.in-addr.arpa. (44)

16:54:36.432472 IP cas2.nacelab2.cisco.com.9308 >

   elab2-dns-dhcp.nacelab2.cisco.com.domain:

   58368+ PTR? 69.39.168.192.in-addr.arpa. (44)

16:54:36.432842 IP cas2.nacelab2.cisco.com.9308 >

   elab2-dns-dhcp.nacelab2.cisco.com.domain:

   1650+ PTR? 70.39.168.192.in-addr.arpa. (44)

16:54:36.432846 IP cas2.nacelab2.cisco.com.9308 >

   elab2-dns-dhcp.nacelab2.cisco.com.domain:

   1650+ PTR? 70.39.168.192.in-addr.arpa. (44)

6.

화면의 출력을 확인합니다.출력의 양이 걱정되면 NAC 컬렉터의 파일에 출력을 파이프할 수
있습니다.Linux의 기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스위치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DHCP 트래픽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Profiler GUI >
Endpoint Console > View/Manage Endpoints(엔드포인트 보기/관리)로 이동합니다.프로파일
을 클릭합니다.디바이스를 클릭하고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클릭합니다.컬렉터의
NetWatch/SPAN 트래픽에서 캡처된 디바이스의 DHCP 공급업체 클래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

8.

NTP 구성 지원

NAC 프로파일러는 버전 3.1 이상에서만 NTP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메뉴 기반 웹 인터페이스
를 통해 시간 서버에 대해 다른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NAC Profiler
Server에서 NTP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AC 프로파일러 버전이 3.1 이전인 경우 NTP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NAC 프로파일러 버전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profiler/configuration_guide/310/p_install31.html#wp1114532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profiler/configuration_guide/310/p_install31.html#wp1114532


   

2.1.8에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NAC 프로파일러 버전
2.1.8의 릴리스 노트에서 언급된 공개 주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isco 버그 ID
CSCsu46273(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CLI를 통해 동일한 항목을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SH 세션에서 프로파일러로, cd에서 /etc로 이동하고 ntp.conf 파일을 편집합니다.1.
이 파일에 적절한 시간 서버를 추가합니다.2.
클럭 표준 시간대를 구성합니다.
mv /etc/localtime /etc/localtime-old

ln -sf /usr/share/zoneinfo/<your_time_zone> /etc/localtime

3.

관련 정보

Cisco NAC Appliance(Clean Access)●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profiler/release_notes/218/218rn.html#wp149537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profiler/release_notes/218/218rn.html#wp149537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profiler/release_notes/218/218rn.html#wp14953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u46273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docs/security/nac/appliance/configuration_guide/413/cam/413_cam_book.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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