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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802.1x 보안 및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재지정을 PEAP(Protected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로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802.1x●

PEAP●

인증 기관(CA)●

인증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WLC v8.3.102.0●

ISE(Identity Service Engine) v2.1●

Windows 10 랩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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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구성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WLC에서 RADIUS 서버를 선언하거나 그 반대로 서로 통신을 허용합니다.1.
WLC에서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생성합니다.2.
ISE에서 인증 규칙을 생성합니다.3.
ISE에서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4.



ISE에서 권한 부여 규칙을 생성합니다.5.
엔드포인트를 구성합니다.6.

WLC에서 RADIUS 서버 선언

RADIUS 서버와 WLC 간의 통신을 허용하려면 WLC에 RADIUS 서버를 등록하거나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GUI:

1단계. WLC의 GUI를 열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ECURITY > RADIUS > Authentication > New로
이동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RADIUS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CLI:

> config radius auth add <index> <a.b.c.d> 1812 ascii <shared-key>

> config radius auth disable <index>

> config radius auth retransmit-timeout <index> <timeout-seconds>

> config radius auth enable <index>

<a.b.c.d>는 RADIUS 서버에 해당합니다.



SSID 생성

GUI:

1단계. WLC의 GUI를 열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WLANs > Create New > Go로 이동합니다.

2단계. SSID 및 프로파일의 이름을 선택한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pply를 클릭합니다.

CLI:

> config wlan create <id> <profile-name> <ssid-name>

3단계. WLAN에 RADIUS 서버를 할당합니다.

CLI:

> config wlan radius_server auth add <wlan-id> <radius-index>

GUI:

Security(보안) > AAA Servers(AAA 서버)로 이동하고 원하는 RADIUS 서버를 선택한 다음 이미지
에 표시된 대로 Apply(적용)를 누릅니다.



  

4단계. Allow AAA Override(AAA 재정의 허용)를 활성화하고 선택적으로 세션 시간 제한을 늘립니
다.

CLI:

> config wlan aaa-override enable <wlan-id>

>config wlan session-timeout <wlan-id> <session-timeout-seconds>

GUI:

WLANs(WLAN) > WLAN ID(WLAN ID) > Advanced(고급)로 이동하고 Allow AAA Override(AAA 재
정의 허용)를 활성화하며, 선택적으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세션 시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5단계. WLAN을 활성화합니다.

CLI:

> config wlan enable <wlan-id>

GUI:

WLANs(WLANs) > WLAN ID(WLAN ID) > General(일반)으로 이동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SID를 활성화합니다.



ISE에서 WLC 선언

1단계. ISE 콘솔을 열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dministration(관리) > Network Resources(네트워크
리소스) >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 > Add(추가)로 이동합니다.

2단계. 값을 입력합니다.

선택적으로, 지정된 모델 이름, 소프트웨어 버전, 설명이 될 수 있으며 디바이스 유형, 위치 또는
WLC에 따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a.b.c.d는 요청된 인증을 전송하는 WLC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이미지에 표시된
관리 인터페이스입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ISE -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룹

ISE에서 새 사용자 생성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0/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0/b_ise_admin_guide_20_chapter_01000.html#reference_2424A156765D42E98207B93A0E0F0CB3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관리 > 신원 관리 > ID > 사용자 > 추가로 이동합니다.

2단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예에서는 이 사용자가 ALL_ACCOUNTS라는 그룹에 속하지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필요에 따
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규칙 생성

인증 규칙은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올바른지 확인하고(사용자가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Policy(정책) > Authentication(인증)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새 인증 규칙을 삽입합니다.

3단계. 값을 입력합니다.

이 인증 규칙은 Default Network Access(기본 네트워크 액세스) 목록 아래에 나열된 모든 프로토콜
을 허용합니다. 이는 Wireless 802.1x 클라이언트 및 Called-Station-ID에 대한 인증 요청에 적용되
며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ise-ssid로 끝납니다.

또한 이 인증 규칙과 일치하는 클라이언트의 ID 소스를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내부 사용자 ID 소스 목록을 사용합니다.



완료되면 완료 및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Allow Protocols Policies(프로토콜 정책 허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허용되는 프로토콜 서비스

ID 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ID 그룹 생성

권한 부여 프로파일 생성

권한 부여 프로파일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 ACL(Access Control
Lists) 푸시, VLAN 재정의 또는 기타 매개변수를 결정합니다.이 예에 표시된 권한 부여 프로파일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세스 승인을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를 VLAN 2404에 할당합니다.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정책 > 정책 요소 > 결과로 이동합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ise/1.0/user_guide/ise10_auth_pol.html#wp1123345
/content/en/us/td/docs/security/ise/2-0/admin_guide/b_ise_admin_guide_20/b_ise_admin_guide_20_chapter_01101.html#ID238


2단계. 새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추가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uthorization > Authorization
Profiles > Add로 이동합니다.

3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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