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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LC(Wireless LAN Controller)와 연결된 네트워크 간의 보안 상호 작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주로 트래픽 제어에 중
점을 두고 WLAN 보안 정책, AAA 또는 WPS를 다루지 않습니다.

목적지 "to the controller"가 있는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이 문서에서 다루어지며 "user to
network"와 관련된 트래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변경 내용을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전에 유효성을 검사하십시오. 이 문서의 일부 예에서는 잘
못 적용된 경우 컨트롤러에 대한 관리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기본 작업을 위해 WLC 및 LAP(Lightweight Access Point)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OSI 모델의 기본 지식●

ACL(Access Control List)의 작동 방식 이해●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펌웨어 4.2.130.0, 5.2.157.0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2000/2100/4400 Series W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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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WLC의 트래픽 처리

네트워크 보안의 한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는 트래픽 제어입니다.어떤 구축에서든 잠재적인 보안
문제(DoS, 정보 손실, 권한 에스컬레이션 등)를 방지하기 위해 디바이스에 도착하는 트래픽 유형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WLC에서 트래픽 제어는 중요한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디바이스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CPU—모든 관리 활동, RRM, LWAPP 제어, 인증, DHCP 등을 처리하는 주 프로세서.●

NPU - 인증된 클라이언트(유무선 또는 그 반대로)에 대해 빠른 트래픽 전달을 처리하는 네트워
크 프로세서.

●

이 아키텍처는 빠른 트래픽 전달을 허용하고 주 CPU의 부하를 줄입니다. 그러면 모든 리소스를 고
급 작업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4400, WiSM 및 3750 통합 컨트롤러에 있습니다.2106 및 NM-WLC 및 관련 컨트롤
러의 경우, 주 CPU를 통해서도 소프트웨어에서 전달이 수행됩니다.따라서 CPU에 더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더 낮은 사용자 및 AP 수를 지원합니다.

트래픽 제어

WLC와 관련하여 트래픽을 필터링하려면 이 사용자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사용자인지 또는 기
본 CPU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CPU에 대한 모든 트래픽(예: SNMP, HTTPS, SSH, 텔넷 또는 RADIUS 또는 DHCP 같은 네트
워크 서비스 프로토콜)의 경우 "CPU ACL"을 사용합니다.

●

EoIP 터널(게스트 액세스), 인터페이스 ACL, WLAN ACL 또는 사용자별 ACL을 통과하는 트래
픽을 포함하여 무선 클라이언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 사용됩니다.

●

트래픽은 "CPU로" 정의되며,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관리 IP 주소, 동적 인터페이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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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포트 주소로 전송됩니다.AP-Manager는 LWAPP/CAPWAP를 제외한 다른 트래픽을 처리하
지 않습니다.

관리 액세스 제어

WLC는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세션 레벨" 액세스 제어를 가집니다.컨트롤러에서 허용되거나 허용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용되는 관리 프로토콜을 제한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역 범위에서).

config network ssh enable|disable—컨트롤러에서 SSH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
다.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비활성화되면 포트(TCP 22)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config network telnet enable|disable—컨트롤러에서 텔넷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
니다.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비활성화되면 포트(TCP 23)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config network http enable|disable—컨트롤러에서 http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
다.포트(TCP 80)에 더 이상 연결할 수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config network https enable|disable—컨트롤러에서 https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
니다.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비활성화되면 포트(TCP 443)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config snmp version v1|v2|v3 enable|disable—컨트롤러에서 특정 버전의 SNMP 서비스를 활
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ACL을 사용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에 대한 SNMP 액세스를 방지하
려면 all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config network mgmt-via-wireless enable|disable—이 컨트롤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관리
프로토콜(ssh, https 등)에 액세스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무선 디바이스의 관점에서
TCP 해당 포트가 차단되거나 닫히지는 않습니다.즉, 이 설정이 disable로 설정된 경우, 프로토
콜이 활성화된 경우 무선 디바이스가 SSH 연결을 열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SSH 데몬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볼 수 있지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려고 시도하자마자 세션이
닫힙니다.

●

config network mgmt-via-dynamic-interface enable|disable—컨트롤러와 동일한 VLAN에 있는
디바이스가 해당 VLAN의 해당 동적 인터페이스 주소에 대한 관리 프로토콜(ssh, https 등)에 액
세스할 수 없게 합니다.이렇게 해도 디바이스의 관점에서 TCP 해당 포트가 차단되거나 닫히지
는 않습니다.즉, 이 설정이 disable로 설정된 경우 프로토콜이 활성화된 경우 디바이스에서
SSH 연결을 열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SSH 데몬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볼 수
있지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려고 시도하자마자 세션이 닫힙니다.또한 CPU ACL이 제자리에
없는 한 관리 주소는 항상 동적 인터페이스 VLAN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위의 정보를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Cisco Controller) >show network summary

RF-Network Name............................. 4400

Web Mode.................................... Disable

Secure Web Mode............................. Enable

Secure Web Mode Cipher-Option High.......... Disable

Secure Web Mode Cipher-Option SSLv2......... Enable

Secure Shell (ssh).......................... Enable

Telnet...................................... Disable

Ethernet Multicast Mode..................... Enable   Mode: Ucast

Ethernet Broadcast Mode..................... Disable

AP Multicast Mode........................... Unicast

IGMP snooping............................... Disabled

IGMP timeout................................ 60 seconds



User Idle Timeout........................... 300 seconds

ARP Idle Timeout............................ 300 seconds

Cisco AP Default Master..................... Disable

AP Join Priority............................ Disable

Mgmt Via Wireless Interface................. Disable

Mgmt Via Dynamic Interface.................. Disable

Bridge MAC filter Config.................... Enable

Bridge Security Mode........................ EAP

Mesh Full Sector DFS........................ Enable

Over The Air Provisioning of AP's........... Enable

Apple Talk ................................. Disable

AP Fallback ................................ Enable

Web Auth Redirect Ports .................... 80

Fast SSID Change ........................... Disabled

802.3 Bridging ............................. Disable

IP/MAC Addr Binding Check .................. Enabled

(Cisco Controller) >show acl cpu

CPU Acl Name................................ NOT CONFIGURED

Wireless Traffic............................ Disabled

Wired Traffic............................... Disabled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텔넷과 HTTP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컨트롤러에 대한 모든 인터랙티브 관리 트래픽은
HTTPS/SSH(암호화)를 통해 수행됩니다.

●

이 컨트롤러에 연결된 무선 사용자가 관리 액세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러와 연결된 무선 사용자가 포트 스캔을 수행할 경우 관리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더라
도 SSH 및 HTTP가 열린 것으로 표시됩니다.

●

유선 사용자(동적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VLAN)가 포트 스캔을 수행할 경우 관리 액세스가 허용
되지 않더라도 SSH 및 HTTP가 열린 것으로 표시됩니다.

●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 컨트롤러가 두 개 이상 있는 환경에서는 무선 클라이언트라는 관계가 현재
연결된 컨트롤러에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한 클라이언트가 컨트롤러 A에 연결된
경우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 있는 컨트롤러 B의 경우 이 클라이언트는 VLAN/동적 인터페이스에
서 오는 디바이스입니다.이는 무선 설정에 대한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트래픽 제한을 설정할 위
치와 각 인그레스 포인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의 예는 다음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CPU ACL

주 CPU와 통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어하려면 CPU ACL이 사용됩니다.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
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CPU ACL은 CPU로 향하는 트래픽만 필터링하며, CPU에서 종료하거나 생성하는 트래픽은 필
터링하지 않습니다.참고: 버전 6.0 이상에서 WLC 5500 시리즈의 경우 CPU ACL은 WLC에서
시작된 트래픽에도 적용됩니다.다른 WLC 플랫폼의 경우 이 동작은 버전 7.0 이상에서 구현됩
니다.또한 CPU ACL 방향 필드를 생성할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모든 컨트롤러 IP 관리 및 동적 주소에 대한 CPU ACL에 대한 전체 지원은 4.2.130.0 이상에서
만 제공됩니다.

●

서비스 포트 트래픽을 차단하는 CPU ACL은 5.0 이상에만 존재합니다.●

CPU ACL을 설계할 때 컨트롤러 간 제어 트래픽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h rules 명령은
일반 조건에서 CPU ACL에 허용된 트래픽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에는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필터링 규칙 집합이 있으며, sh rules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ACL은 이러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규칙을 즉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CPU ACL이 우선합니다.

●

LWAPP 또는 CAPWAP 데이터 트래픽은 4400 기반 컨트롤러의 CPU ACL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어 트래픽이 영향을 받습니다(엄격한 ACL을 수행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함
).참고: CAPWAP 제어 트래픽은 CPU AC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예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연결된 동적 인터페이스/VLAN(192.168.20.0/24)에서 CPU로 오는 모든 트래
픽을 차단할 수 있지만 다른 트래픽은 허용됩니다.따라서 무선 클라이언트가 DHCP 협상 주소를 얻
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액세스 목록이 생성됩니다
.

1.

Add new rule(새 규칙 추가)을 클릭하고 이를 설정하여 192.168.20.0/24에서 모든 목적지로 들
어오는 모든 소스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

2.



DHCP 트래픽에 대해 목적지 서버 포트를 사용하되 허용 작업을 사용하는 두 번째 규칙을 추
가합니다
.

3.



그런 다음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 다른 모든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



CPU ACL 전 테스트

CPU ACL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PU ACL을 적용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을 기반으로 현재 열려
있는 포트를 확인하기 위해 RUN Status에서 연결된 무선 클라이언트에서 빠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PU ACL 이후 테스트

Security(보안) > Management(관리) > CPU Access Control List(CPU 액세스 제어 목록)로 이동합
니다.Enable CPU ACL(CPU ACL 활성화)을 클릭하고 이전에 생성한 ACL을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Both(둘 다)를 방향에 선택하여 무선 클라이언트의 트래픽과 동적 인터페이스 VLAN의 다른 디바이
스에서 이 값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참고: 모든 WLC 플랫폼의 경우 7.0부터 6.0의 WLC5500에 대해서만 CPU acl 트래픽의 방향이 없
습니다.

이제 전에 사용된 동일한 스캔이 반복되면 컨트롤러의 모든 포트가 닫힌 것으로 표시됩니다.



엄격한 CPU ACL

보안 정책에서 정책에 대한 마지막 행으로 "deny any"를 요구하는 경우, RRM, 모빌리티 및 기타 작
업을 위해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 있는 컨트롤러 간에 여러 유형의 트래픽이 전송되며, DHCP 프
록시 모드(기본값)의 컨트롤러가 처리를 위해 목적지 UDP 1067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트래픽을 생
성할 수 있는 특정 DHCP의 일부 작업에 대해 컨트롤러가 자신을 위해 프록시된 트래픽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기본 포워딩 규칙에서 허용하는 포트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sh rules 명령의 출력을 확인합니
다.전체 목록 분석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config acl counter start 명령을 사용하여 트래픽에 의해 어떤 ACL 규칙이 적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sh acl detail ACLNAME 명령과 함께 카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폴리싱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한 가지 측면은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관리 트래픽으로 인해 과부
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모든 컨트롤러에서 4.1 코드 이후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컨
트롤 플레인 제한이 있습니다. CPU에 대한 트래픽이 2mbps를 초과하면 이 기능이 시작됩니다.

사용량이 많은 네트워크에서 적용되는 제한(예: CPU로 중단된 모니터 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config advanced rate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만 할 수 있지
만, 속도 또는 트래픽이 가장 먼저 작동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작업에서는 이 작업을 활성화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HTTP 트래픽을 위한 강력한 암호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HTTPS 설정 중에 이전 브라우저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수준
및 낮은 암호를 제공합니다.컨트롤러는 40비트 RC4, 56비트 DES, 최대 AES 256비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장 강력한 암호 선택은 브라우저에서 수행됩니다.

강력한 암호만 사용되도록 하려면 config network secureweb cipher-option high enable 명령을 사
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HTTPS 관리 액세스에서 컨트롤러에서 168개의 3DES 또는 128개의
AES 이상의 암호 길이만 제공합니다.

세션 제어

텔넷/SSH 설정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최대 5명의 동시 사용자를 허용하며 시간 초과는 5분입니다.사용자가 무차
별 대입 공격을 시도할 경우, 이러한 값을 무제한(제로)으로 설정하면 컨트롤러에 대한 잠재적 서비
스 거부(denial of service)가 열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값이 사용자 환경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
어야 합니다.다음은 기본 설정의 예입니다.

(Cisco Controller) >show sessions

CLI Login Timeout (minutes)............ 5

Maximum Number of CLI Sessions......... 5

설계에서는 무선 또는 동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관리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디바이스가 컨트롤러
에 SSH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는 CPU 과세 작업이며, WLC는 동시 세션 수 및 이러한 매개변
수를 사용하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이 값은 config sessions 명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콘솔 포트

직렬 포트의 시간 제한 값은 기본적으로 5분으로 설정되지만, 문제 해결 세션 중에 일반적으로 0(무
제한)으로 변경됩니다.

Cisco Controller) >show serial

Serial Port Login Timeout (minutes)......... 5

Baud Rate................................... 9600

Character Size.............................. 8

Flow Control:............................... Disable

Stop Bits................................... 1

Parity Type:................................ none

기본값인 5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하면 콘솔 포트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세션을 열어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에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관리 액세스를 얻을 수 없습
니다.config serial 명령을 사용하여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WLC 보안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한 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프로토콜을 비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CPU ACL을 사용하여 레이어 4/레이어 3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함으로써 들여쓰기 관리 스테이션이 아닌 디바이스에서 WLC에 액세스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속도 제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사용됨).●

사용자가 CPU 및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하여 관리 IP 주소와 직접 통신하는 관리 프로토콜에 계
속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X 명령을 통한 관리를 통한 액세스를 제어하면 보안 설치로는 충분하
지 않습니다.

●

보안 사례

다음은 몇 가지 보안 방법입니다.

모든 동적 인터페이스 VLAN 또는 하위 네트워크에서 액세스를 삭제하는 CPU ACL을 생성합
니다.그러나 DHCP 프록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기본값) 클라이언트가 DHCP 협상 주소를
얻을 수 있도록 서버 포트(67)에 DHCP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동적 인터페이스에 퍼블릭 IP 주
소가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동적 인터페이스 주소로의 모든 트래픽을 거부하는 ACL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ACL 규칙을 인바운드 또는 방향 any로 설정하고 둘 다(유선 및 무선 옵션)로 표시합니다
.검증 방법:
(Cisco Controller) >show acl cpu

CPU Acl Name................................ acl1

Wireless Traffic............................ Enabled

Wired Traffic............................... Enabled

●

제어 평면 제한을 활성화합니다(기본적으로 활성화됨).검증 방법:
(Cisco Controller) >show advanced rate

Control Path Rate Limiting.......................  Enabled

●

항상 암호화된 관리 프로토콜(HTTPS, SSH)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터랙티브 관리를 위한 기●



   

본 컨피그레이션입니다.SNMP의 경우 암호화/인증 SNMP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V3을 활성화
해야 할 수 있습니다.SNMP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경우 컨트롤러를 다시 로드해야 합니다.이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을 검증합니다.
(Cisco Controller) >show network summary

RF-Network Name............................. 4400

Web Mode.................................... Disable

Secure Web Mode............................. Enable

Secure Web Mode Cipher-Option High.......... Enable

Secure Web Mode Cipher-Option SSLv2......... Enable

Secure Shell (ssh).......................... Enable

Telnet...................................... Disable

...

HTTPS에 대해 높은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됨).●

컨트롤러(신뢰할 수 있는 CA에서 서명)에 대한 HTTPS 액세스를 위해 검증된 서버 인증서를 설
정하여 기본적으로 설치된 자체 서명 인증서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션 및 콘솔 시간 제한을 5분으로 설정합니다.
(Cisco Controller) >show serial

Serial Port Login Timeout (minutes)......... 5

Baud Rate................................... 9600

Character Size.............................. 8

Flow Control:............................... Disable

Stop Bits................................... 1

Parity Type:................................ none

(Cisco Controller) >show sessions

CLI Login Timeout (minutes)............ 5

Maximum Number of CLI Sessions.........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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