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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AB에 대해 구성된 Cisco 디바이스가 인증된 네트워크에서 802.1X가 아닌 지원 디
바이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증하도록 Beacon 및 ACS를 구성하기 위한 단계의 샘플 컨피그
레이션을 제공합니다.

Cisco는 802.1X를 통해 인증할 수 없는 802.1X 지원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를 수용하기 위해 스위
치에 MAB(MAC Authentication Bypass)라는 기능과 ACS의 필수 지원을 구현했습니다.이 기능은
802.1X 기능이 없는 802.1X 지원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하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예를 들어 기능
적 802.1X 서 플리 컨 트가 없는 경우, 허용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결 전 동안 기본적인 네트
워크 사용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MAB를 사용하면 디바이스가 802.1X 프로토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MAC 주소를 기본 자격 증명
으로 사용하는 식별된 디바이스를 허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MAB를 효과적으로
배포 및 활용하려면 802.1X 인증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장치를 식별하고 이동, 추가, 변경 사
항이 발생할 때 이러한 장치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환경에 있어야 합
니다.MAC에서 인증하는 디바이스가 완료되고 어떤 시점에서든 유효하도록 하려면
ACS(Authentication Server)에서 수동으로 또는 일부 대체 수단을 통해 이 목록을 채우고 유지 관리
해야 합니다.

Beacon Endpoint Profiler는 인증되지 않은 엔드포인트, 802.1X 서 플리 컨 트가 없는 엔드포인트의
식별 프로세스,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링 및 동작 모니터링 기능에서 다양한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이
러한 엔드포인트의 유효성 유지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표준 LDAP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컨



시스템은 MAB를 통해 인증되는 엔드포인트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렉토리 역할을 할 수 있습
니다.에지 인프라에서 MAB 요청이 수신되면 ACS는 비컨(Beacon)에서 알려진 엔드포인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컨 시스
템을 쿼리하여 수동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NAC를 참조하십시오.ACS 5.x 이상과의 LDAP 통합 ACS 5.x 이상을 사용하는 유사한 구성 및 자세
한 내용은 ACS 5.x 이상과의 LDAP 통합 예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12.2(25)SEE2를 실행하는 Cisco Switch 3750●

Windows 4.1용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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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B는 802.1X 이후 구축 환경에서 프린터, IP Phone, 팩스 장치 및 기타 802.1X 지원 장치가 아닌
기타 장치를 동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MAB 기능이 없으면 802.1X 인증을 시도
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정책 옵션을 제공하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 802.1X 지원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포트를 정적으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분명한 이유로, 이
는 대기업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MAB를 모든 액세스 포트에서 802.1X와 함께
활성화하면 알려진 non-802.1X 지원 엔드포인트는 환경의 모든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
로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에 허용된 디바이스가 인증되고 있으므로 서
로 다른 정책을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나 계약업체에 속하는 랩톱과 같이 환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802.1X가 아닌 지원 엔드포
인트는 필요한 경우 MAB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AC 인증 우회는 엔드포인트의 MAC 주소를 기본 자격 증명으로 사용합니
다.액세스 포트에서 MAC Authentication Bypass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엔드포인트가 연결되고
802.1X 인증 챌린지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포트는 MAB 모드로 돌아갑니다.엔드포인트의 MAB를
시도하는 스위치는 스테이션의 MAC을 사용하여 ACS에 표준 RADIUS 요청을 생성합니다.네트워
크에 연결하려고 시도하며 네트워크에 엔드포인트를 액세스하기 전에 ACS에서 엔드포인트 인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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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플로우 차트 다이어그램

Cisco Systems 설명서에서 가져온 이 흐름도는 새로운 엔드포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할 때
Cisco 에지 인프라에 대한 802.1X 인증과 함께 MAB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 플로우 차트 워크플로 사용:

그림 1:인증 흐름

MAC 주소 사용자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외부 LDAP 서버를 활용하도
록 AC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Beacon Endpoint Profiler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LDAP를 활성
화하며 표준 LDAP 기능을 통해 MAC 주소 사용자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ACS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Beacon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엔드포인트의 프로파일링 및 검색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ACS는
LDAP를 통해 신호를 쿼리하여 MAC이 네트워크에 허용되어야 하는지, 엔드포인트가 매핑되어야
하는 그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특히 대기업 환경에서 MAC 인증 우회 기능을 대폭 자동화하
고 향상시킵니다.

비콘에서 제공하는 동작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MAB에 대해 활성화된 프로파일과 다르게 동작하는
것으로 관찰된 디바이스는 4개의 LDAP 지원 프로파일에서 전환된 다음 정기적인 재인증 시도에 실
패합니다.

MAB용 비컨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러 시스템 구성

MAB 지원을 위해 ACS와의 통합을 위한 비컨 시스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LDAP 기능이 활성화되
어 있으므로 간단합니다.기본 컨피그레이션 작업은 환경에서 MAB를 통해 인증하려는 엔드포인트
가 포함된 프로파일을 식별한 다음 LDAP에 대해 해당 프로파일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
로 조직이 소유한 장치를 포함하는 비컨 프로파일은 802.1X를 통해 인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포트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필은 프린터, IP Phone 또는
관리 가능한 UPS를 일반적인 예로 포함하는 프로필입니다.

Beacon에서 프로파일링한 프린터가 Printers라는 프로필에 있고 IP Phones가 IP Phones라는 프로
필에 있는 경우, 이러한 프로파일에 배치된 엔드포인트는 MAB를 통해 환경에서 알려진 IP Phone
및 프린터로 성공적으로 인증되도록 LDAP에 대해 이 프로파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LDAP에 대한
프로파일을 활성화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엔드포인트 프로파일 컨피그레이션에서 LDAP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 2:LDAP용 프로파일 활성화

ACS가 LDAP를 통해 신호에 MAC 인증을 프록시할 때 쿼리는 두 개의 하위 쿼리로 구성되며, 두 쿼
리는 모두 null이 아닌 유효한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신호에 대한 첫 번째 쿼리는 MAC이 신호에
알려지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MAC이 검색되어 신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경우입니다.비콘
에서 엔드포인트를 아직 검색하지 않은 경우 엔드포인트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신호가
검색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두 번째 쿼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엔
드포인트가 검색되어 신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 다음 쿼리는 엔드포인트의 현재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엔드포인트가 아직 프로파일링되지 않았거나 LDAP에 대해 5가 활성화되지 않
은 프로파일에 현재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결과가 ACS에 반환되고 비콘에 의한 엔드포인트 인증이
실패합니다.이는 ACS가 구성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디바이스에 네트워크 액세스 거부 또



는 알 수 없거나 게스트 디바이스에 적합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C이 Beacon이 LDAP 사용 가능 프로파일에 검색 및 배치된 엔드포인트인 경우에만, 엔드포인트
를 알고 있으며 Beacon에서 프로파일링한 ACS로 반환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엔드포인트
의 경우 Beacon은 ACS가 알려진 엔드포인트를 Cisco SecureAccess 그룹에 매핑할 수 있도록 하
는 현재 프로파일 이름을 제공합니다.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각 비컨 LDAP 지원 프로파일에 대해
개별 정책으로서 세분화된 정책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B를 위한 ACS 구성 및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신호 사용률

MAB용 ACS를 구성하고 비콘을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하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
니다.이 문서에서 설명한 순서는 MAB 컨피그레이션을 전체적으로 수행할 때 효율적이며, 이미 구
성된 다른 인증 모드로 작동 중인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Cisco SecureGroup 구성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하는 특정 엔드포인트에 대해 MAB를 시도하면 ACS는 신호가 MAC를 검색
했는지, 그리고 문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MAC 주소를 에 배치한 Profile Beacon을 확인
하기 위해 LDAP의 Beacon을 쿼리합니다.

ACS가 포함된 Cisco SecureGroup 메커니즘은 MAB를 통해 검색되고 신호에서 프로파일링한 엔드
포인트와 인증 오류(비컨 또는 현재 비콘에 의해 프로파일링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정책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acon에서 검색 및 프로파일링되고 BeaconKnownDevices라고 하는 엔드포인트에 대
한 ACS 컨피그레이션에 그룹을 추가할 수 있으며, 비컨에서 현재 알려지지 않은 디바이스에 대해
또 다른 그룹 BeaconUnknownDevices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신호가 MAC를 검색하지 못했거나,
LDAP가 활성화된 프로파일에 현재 프로파일링되지 않았습니다.이 문서의 뒷부분에서 볼 수 있듯
이, 그룹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시도할 때 엔드포인트에 정책 적용을 활성화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예에서 두 그룹인 BeaconKnown 및 BeaconUnknown만 구성됩니다.그러나 신호
에서 검색 및 프로파일링한 엔드포인트에 대해 여러 SecureGroups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각 엔드포
인트는 VLAN 할당과 같은 서로 다른 정책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신호에서 LDAP 지원 프로파일별로
하나씩 생성할 수 있습니다.또한 BeaconUnknown 디바이스 그룹은 아직 검색되지 않은 엔드포인
트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거부하거나 6개의 Beacon이 LDAP에 대해 활성화된 프로파일에 배치하
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는 BeaconUnknownDevices 그룹 컨피그레이션 창의 매개변수에서
Group Disabled(그룹 비활성화됨)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수행됩니다.

ACS에 대한 그룹 생성이 AC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Group Setup(그룹 설정) 버튼에서 시작됩니다
.사용 가능한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그룹 이름 바꾸기 단추를 선택하여 이 예와 같이 그룹 이
름을 KnownBeaconDevices로 변경합니다.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림 3:CiscoSecure Group 편집



그룹의 설정을 편집하려면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원하는 대로 BeaconKnownDevices 그룹의 매
개변수를 편집합니다.이 문서의 예제를 위해 변경된 그룹 매개 변수에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IETF
반지름 특성만 포함됩니다.

특히, 이 그룹에 인증된 디바이스, MAB에 대해 선택되고 LDAP에 대해 활성화된 MAC 주소가
MAB에 대해 프로파일링된 경우, 올바른 VLAN에서 네트워크에 엔드포인트를 허용하는 인증 스위
치에 정책 매개변수를 반환하도록 지정합니다.이를 위해 그림 4와 같이 RADIUS 특성 064 Tunnel-
Type, 065 Tunnel-Medium-Type 및 081 Tunnel-Private-Group-ID가 원하는 VLAN에 배치되도록 설
정됩니다.

각 RADIUS 특성 옆의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4:그룹 VLAN 특성



이 예에서, 신호가 성공적으로 인증하고 이후에 ACS BeaconKnownDevices 그룹에 할당된 엔드포
인트는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의 인증된 VLAN인 VLAN 10에 배치되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동안
ACS가 비콘을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여 MAB에서 성공적으로 인증합니다.

마찬가지로 BeaconUnknownDevices 그룹은 표시된 대로 현재 Beacon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바이
스에 대해 생성됩니다.다시 한 번, 이러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지 못한 경우 양
식 상단의 Group Disabled 확인란을 선택하면 됩니다.비콘에 의해 검색되지 않았거나 비콘에 의해
LDAP 지원 프로파일로 현재 프로파일링되지 않은 엔드포인트는 MAB에 실패하고 네트워크에 허용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룹 사용 안 함 확인란 대신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이 경우 신호에서 인증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는 활성화된 그룹에 할당되지만 알려진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을 갖습니다
.그림 5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5:BeaconUnknownDevices에 대한 VLAN 매개변수



이 예에서 알 수 없는 디바이스의 경우 네트워크에 허용되지만 게스트 또는 제한된 VLAN, VLAN
7로 분류됩니다. 이 예에서 VLAN 7은 엔드포인트는 인터넷 액세스만 허용하고 내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하는 게스트 VLAN입니다.

ACS가 아직 검색되지 않은 엔드포인트의 MAC의 신호로부터 인증을 요청하거나 비콘에 의해 프로
파일링된 경우, ACS는 MAC를 이 그룹에 배치하고 MAB에 대해 활성화된 인증 스위치에 결과를 반
환합니다.

ACS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성

LDAP를 통해 액세스 스위치에서 비콘으로 MAB 요청을 프록시하도록 ACS를 구성해야 합니다.이
를 위해서는 ACS 컨피그레이션에 비컨 시스템이 일반 LDAP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포함되
어야 합니다.이 섹션에 설명된 단계는 MAB 요청을 받을 때 ACS에서 쿼리할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
이스로 9신호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러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그림 6에 표시된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창을 표시하려면 글로벌 탐색 창에서 External User Database를 선택합니다.

그림 6:외부 DB 구성 기본 화면



신호가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첫 번째 작업은 신호 시스템을 일반 LDAP 외부 사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그림 7에 표시된 창이 나타나도록 Database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그림 7:ACS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성

ACS 컨피그레이션에서 신호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러 시스템을 외부 사용자 DB로 추가하는 데 사용
되는 양식을 열려면 일반 LDAP을 선택합니다.이 창은 일반 LDAP 유형의 새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
이스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8:데이터베이스 구성 생성



신호에 대한 일반 LDAP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면 새 구성 생성 버튼을 선택합니다.이 창이 나타
나고 새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9:이름 신호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의 다른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비컨 일반 LDAP 외부 데이터베
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Submit(제출)을 선택하여 Beacon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사용하여 MAC
주소를 인증하기 위해 11 ACS와 Beacon 간의 통신을 활성화하는 필수 LDAP 매개변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10은 ACS 구성에 추가된 Beacon Generic LDAP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입력해야
하는 Common LDAP Configuration 매개변수를 보여줍니다.이러한 매개변수는 LDAP를 통해 신호
를 쿼리하기 위해 ACS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ACS와 비컨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러 간의 통신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그림에 표시된 대로 이러한 매개변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림 10:비콘에 대한 공통 LDAP 컨피그레이션



참고: LDAP 바인드 비밀번호에 GBSbeacon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비밀번호는 그림 11에 나와 있
는 양식의 맨 아래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림 11:신호 서버 매개변수

신호가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서 컨피그레이션과 연관된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 작업은 알 수
없는 사용자 정책의 컨피그레이션입니다.Unknown User Policy(알 수 없는 사용자 정책)는 사용자
가 MAB의 경우 MAC 주소인 사용자에 대한 인증 요청을 받을 때마다 ACS가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도록 지시하며, 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ACS 구축에서는 알 수 없는 사용자 자격 증명이 제출될 때 기존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
스가 구성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도록 이미 구성할 수 있습니다.스위치에서 개별 MAC 주
소의 MAB를 요청할 때 쿼리하려면 비컨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알 수 없는 사용자 정책의 구성 및 쿼리할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신호를 추가하는
워크플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워크플로를 시작하려면 그림 6에 표시된 대로 기본 외부 사
용자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Unknown User Policy(알 수 없는 사용자 정책) 링크를 선택합니다.

그림 12:알 수 없는 사용자 정책 구성

예를 들어 External Databases(외부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왼쪽(Beacon_Helium)으로 마지막 단
계에서 ACS 구성에 추가된 Beacon Generic LDAP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선택한 데이터베이
스로 이동하려면->을 사용합니다.다음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확인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야 합
니다.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인증을 위해 ACS에 MAC 주소를 제출할 때 ACS는 엔드포인트가 알려
져 있는지, 현재 프로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호를 쿼리합니다(있는 경우).

신호를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추가하기 위한 최종 구성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그룹 매핑의 완
료입니다.기본적으로 이 매핑은 생성된 CiscoSecure 그룹(예: BeaconKnownDevices 및
BeaconUnknownDevices)을 Beacon에 대한 성공 및 실패 LDAP 쿼리와 연계하여 스위치에서 시도
했던 각 MAB가 ACS에서 엔드포인트를 CiscoSecure 그룹에 할당합니다.이를 통해 ACS는 엔드포
인트가 네트워크에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허용되는 경우 VLAN 특성과 같은 정책이 어떤 것인



지 스위치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매핑을 구성하려면 그림 6과 같이 기본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Database Group
Mappings를 선택합니다.

그림 13:데이터베이스 그룹 매핑

이전 예에서 Beacon_Helium 링크를 선택하여 이 섹션에서 이전에 생성한 비컨 외부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하면 그림 14에 표시된 창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구성 명령의 첫 번째 섹션에 설명된
대로 비컨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내에서 LDAP에 대해 활성화된 모든 비컨 프로파일이 ACS 내에서
매핑을 생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DS 그룹에 채워집니다.LDAP에 대해 활성화된 비컨 프로파
일 이름이 ACS 인터페이스에 표시되지 않으면 ACS LDAP 컨피그레이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
니다.이 섹션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서 컨피그레이션 비컨, 특히 LDAP
매개변수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ACS에 구성된 CiscoSecure 그룹과 Beacon의 개별 LDAP 지원 프로파일을 매핑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개별 비컨 LDAP 지원 프로파일을 단일
CiscoSecure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LDAP 지원 신호 프로파일의 알려진 디바이
스에 대해 단일 그룹만 생성되었습니다.BeaconKnownDevices입니다.그러나 각 그룹은 자체 정책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그룹을 생성하여 디바이스의 현재 신호 프로파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성공 인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aconKnownIPPhone에 대해 CiscoSecure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네트
워크에 가입하고 MAB를 통해 인증할 때 비콘의 IP Phone 프로파일의 엔드포인트를 전화기
VLAN에 할당하는 VLAN 특성을 반환했습니다.

그림 14:프로필 대 그룹 매핑



하나의 DS 그룹(LDAP가 활성화된 비컨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프로파일의
엔드포인트를 원하는 CiscoSecure 그룹에 할당합니다.이전 예에서, 비콘의 Apple 사용자 프로필에
현재 있는 MAC 주소는 MAB를 통해 인증되며, BeaconKnownDevices에 배치되며, 이 경우 네트워
크에 가입하면 사용자 VLAN에서 성공적인 인증 및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출을 선택하면 비컨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알 수 없는 사용자를 인증할 때 ACS에서 현재
그룹 매핑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림 15:목록 그룹 매핑



앞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작성된 매핑이 이 이 보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그룹에 명시
적으로 매핑되지 않은 모든 DS 그룹(Beacon LDAP-enabled Profiles)은 Beacon이 아직 검색되지
않았거나 LDAPenabled Profile에 배치되지 않은 엔드포인트가 All other combinations(다른 모든 조
합) 컬렉터에 포함됩니다.기본적으로 Beacon이 CiscoSecure 그룹(예: BeaconUnknownDevic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가 허용됩니다.앞서 설명한 대로 이 그룹을 완전히 비활성
화할 수 있으므로 MAB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전 예에서와 같이 비콘에서 모르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제한된 연결만 제공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을 가져오려면 기타 모든 조합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모든 조합에 CiscoSecure
Group(BeaconUnknownDevices)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다른 모든 조합에 그룹 지정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

MAB가 Beacon Endpoint Profiler 시스템을 프록시로 사용하기 위해 ACS 컨피그레이션의 마지막
필수 단계는 802.1X 폴백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파일의 컨피그레이션입니다.MAB가 구성되
고 이전에 완료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작동하도록 필요한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필을 구성하여
ACS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추가할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파일은 템플릿 프로파일입니다.전역 탐색 페이지에서 Network
Access Profiles(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필)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Add Template Profile(템플릿 프
로파일 추가)을 선택하여 이 양식을 표시합니다.

그림 17:템플릿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필 추가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여 다른 프로파일과 구별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추가
합니다.이 프로파일에 대한 템플릿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됩니다.Agentless Host for L2(802.1x
Fallback)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Active(활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필을
저장하려면 완료되면 Submit(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을 클릭하면 이 양식이 표시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면 방금 생성한 프로필의 매개변수를 편
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MAB용 NAP 편집



신호 시스템을 자격 증명 검증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려면 새로 구성된 프로파일에 대한 인증 정책
을 구성해야 합니다.새로 생성된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필(예시의 802.1x FallBack)에 대한
Policies(정책) 열에서 Authentication(인증) 링크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양식이 표시됩니다.

그림 19:MAB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선택

먼저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신호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 단추를
사용하여 선택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양식의 Authenticate
MAC(MAC 인증) 섹션으로 이동하고 LDAP Server(LDAP 서버)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드롭다
운 목록에서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마지막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기본 작업에 대한
BeaconUnknownDevice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림 20:신호 LDAP 서버 지정



이 단계에서는 신호가 외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포함된 MAC 인증 우회를 위한 필수 ACS 컨피
그레이션을 완료합니다.모든 구성 변경 사항이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에 커밋되도록 ACS 서비스
를 다시 시작합니다.

스위치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시스템에서 MAB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현재 LDAP 지
원 신호 프로파일에 있는 엔드포인트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을 끊고 BeaconKnownDevices 그룹에
지정된 정책 매개변수로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MAC 인증 우회를 위한 스위치 구성

이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은 MAC 인증 우회가 활성화된 802.1X 인증을 위한 예제 컨피그레이션 및
ACS에서 반환된 RADIUS 특성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동적 VLAN 재할당이 제공됩니다.

스위치

switch#show running-config

!

version 12.2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service password-encryption

service sequence-numbers

!

!

aaa new-model

aaa authentication login default line

aaa authentication enable default enable

aaa authentication dot1x default group radius

aaa authorization network default group radius

aaa accounting dot1x default start-stop group radius

!

aaa session-id common

switch 1 provision ws-c3750g-24ts



ip subnet-zero

ip routing

no ip domain-lookup

!

!

!

!

!

!

dot1x system-auth-control

no file verify auto

spanning-tree mode pvst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

vlan internal allocation policy ascending

!

!

interface Port-channel1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7,9,10

!

interface Port-channel2

description LAG/trunk to einstein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9,10

switchport mode trunk

!

interface Port-channel3

description "LAG to Edison"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9,11

switchport mode trunk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7,9,10

channel-group 1 mode passive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7,9,10

channel-group 1 mode passive

!

interface GigabitEthernet1/0/3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7,9,10

channel-group 1 mode passive

!

interface GigabitEthernet1/0/4

switchport access vlan 7

switchport mode access

!

interface GigabitEthernet1/0/5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6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7,9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nonegotiate

!



interface GigabitEthernet1/0/7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9,10

switchport mode trunk

channel-group 2 mode active

!

interface GigabitEthernet1/0/8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9,10

switchport mode trunk

channel-group 2 mode active

!

interface GigabitEthernet1/0/9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0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1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2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3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4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5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6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7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9,11

switchport mode trunk

channel-group 3 mode active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8

switchport access vlan 5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5,9,11



switchport mode trunk

channel-group 3 mode active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9

switchport mode access

dot1x mac-auth-bypass

dot1x pae authenticator

dot1x port-control auto

dot1x timeout quiet-period 10

dot1x timeout reauth-period 60

dot1x timeout tx-period 10

dot1x timeout supp-timeout 10

dot1x max-req 1

dot1x reauthentication

dot1x auth-fail max-attempts 1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0

switchport mode access

dot1x mac-auth-bypass

dot1x pae authenticator

dot1x port-control auto

dot1x timeout quiet-period 10

dot1x timeout reauth-period 60

dot1x timeout tx-period 10

dot1x timeout supp-timeout 10

dot1x max-req 1

dot1x reauthentication

dot1x auth-fail max-attempts 1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1

switchport access vlan 10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2

switchport access vlan 10

switchport mode access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3

switchport access vlan 10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4

switchport access vlan 10

spanning-tree portfa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5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6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7

!

interface GigabitEthernet1/0/28

!

interface Vlan1

no ip address

shutdown

!

interface Vlan5

ip address 10.1.1.10 255.255.255.0



   

!

interface Vlan9

ip address 10.9.0.1 255.255.0.0

!

interface Vlan10

ip address 10.10.0.1 255.255.0.0

ip helper-address 10.1.1.1

ip helper-address 10.10.0.204

!

interface Vlan11

ip address 10.11.0.1 255.255.0.0

ip helper-address 10.1.1.1

ip helper-address 10.10.0.204

!

ip default-gateway 10.1.1.1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10.1.1.1

ip route 10.30.0.0 255.255.0.0 10.10.0.2

ip route 10.40.0.0 255.255.0.0 10.10.0.2

ip http server

ip http secure-server

!

!

snmp-server community public RW

snmp-server host 10.1.1.191 public

radius-server host 10.10.0.100 auth-port 1645 acct-port

1646 key 7

05090A1A245F5E1B0C0612

radius-server source-ports 1645-1646

!

control-plane

!

!

line con 0

password 7 02020D550C240E351F1B

line vty 0 4

password 7 00001A0803790A125C74

line vty 5 15

password 7 00001A0803790A125C74

!

end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NAC Appliance(Clean Access)●

Windows용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ps612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2086/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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