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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SE Enterprise & Security Demo – 

디바이스 온보딩 및 관리 v2  

  

본 데모에 대하여  

사전 구성된 데모에 관련하여 이 가이드에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데모에 대하여  

요구사항  

솔루션 정보  

토폴로지  

시작하기  

시나리오 1. BYOD 용 디바이스 온보딩 

시나리오 2. 디바이스 관리   

What’s Next?  

    

요구 사항  

다음 표에는 사전에 구성된 데모의 요구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19 년 7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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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옵션 

기본 설정 엔드포인트 라우터 

  

dCloud Endpoint 라우터 키트(예: (819)HWD 라우터), dCloud 에 등록 및 

구성됩니다   

노트: 내부 AP 가 이 데모에서 작동하지 않으므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Endpoint 라우터(기본 설정)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9800-CL 에서 지원되는 무선 access point 입니다 

워크스테이션 모니터링 
Cisco AnyConnect®가 포함된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또는 추가 노트북   

참고: 가장 좋은 것은 iOS 기기이지만, Android 도 작동하지만 BYOD 

온보딩이 iOS 기기만큼 원활하지 않음  

참고: 이 데모에서 BYOD 온보딩은 MAC OSX, Windows, Android 및 Apple 

iOS 만 지원합니다.  

사용자 디바이스 

 

참고: 이 데모에는 백엔드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연결하기 위한 디바이스 한 대와 실제로 온보딩할 디바이스 

최소 한 대로 적어도 두 대의 사용자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가치 제안: 예를 들어, 데모 시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온보딩할 계획이라면 추가로 한 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노트북 컴퓨터는 RDP 를 통해 dCloud Workstation1 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하고(ISE UI 및 다른 

데모 기능 시연), 두 번째 노트북 컴퓨터는 핫스팟이나 게스트 네트워크 연결을 시연하는 데 필요합니다.   

솔루션 정보   

이 가이드는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와 무선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Cisco BYOD 솔루션의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가이드의 디바이스 온보딩 섹션에서는 사용자 역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네트워크 액세스 레벨을 시연합니다. 

ISE 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액세스 레벨을 지원합니다.  

• 게스트 전용 액세스 – 게스트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는 인터넷과 메인 포털 URL 에 접근할 수 있지만, 내부 

포털 리소스나 내부 기록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내용은 게스트 액세스 관리 데모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핫스팟, 셀프 등록 게스트, 스폰서 게스트 등 다양한 게스트 액세스 

시나리오를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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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제한된 액세스 – Tier 2 레벨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는 Available Portals table 제시된 대로 인터넷 

및 해당 시나리오의 메인 포털 URL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의 내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내부 

기록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Tier 2 사용자 이름 정보는 Credentials and Access Level table 에 

나와 있습니다. 

• Tier 1 전체 액세스 – Tier 1 레벨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는 모든 네트워크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털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 및 인터넷 접근 권한이 포함됩니다. 포털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보유한 

Tier 1 사용자는 Available Portals table 나와 있는 메인 포털 페이지와 해당 포털의 내부 리소스 및 내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Tier 1 사용자 이름 정보는 Credentials and Access Level table 에 나와 

있습니다.  

• 지원되는 사용자 디바이스 목록은 ISE Compatibility Guide 2.4 를 참조하십시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ISE 2.2 Apple CNA(Captive Network Assistant) BYOD/게스트용 Mini-Browser  

• ISE BYOD용 Apple CNA(AKA Mini Browser)로 처리  

• Apple CNA(Captive Network Assistant) 브라우저가 설치된 이중 SSID BYOD - ISE 2.2 

노트: 장비들의 리디렉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dCloud ISE 데모 - dCloud ISE Demos - Known Caveats  

확인하십시오.   

토폴로지   

이 콘텐츠에는 데모 시나리오의 솔루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전 구성된 사용자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사전에 정의된 관리자 계정으로 충분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 세션의 

Topology(토폴로지) 메뉴 또는 활용할 시나리오 단계에서 구성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 요소에 접속하는 

데 사용할 IP 주소 및 사용자 계정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ise/1-3/compatibility/ise_sdt.html
https://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ise/2-4/compatibility/b_ise_sdt_24.html#clientossupplicantsagents
https://community.cisco.com/t5/security-documents/dcloud-ise-demos-known-caveats/ta-p/3640685
https://community.cisco.com/t5/security-documents/dcloud-ise-demos-known-caveats/ta-p/364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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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oud 토폴로지   

장비 세부 정보 

디바이스  IP 주소  액세스 방법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디바이스  

C9800-CL Private: 198.19.11.10  워크스테이션 1 브라우저  Session Owner  Session ID   Wlc.dcloud.cisco.com  

 Public: See Session Details  로컬 브라우저        

WKST1 
198.18.133.36  

WebRDP 및 AnyConnect   
administrator  C1sco12345  

 Workstation1 (RDP 

access)  

Exchange 

Server 

198.18.133.2  WebRDP 및 AnyConnect  administrator  C1sco12345   OWA Mail – access 

through the 

bookmarks  

AD1 198.18.133.1  WebRDP 및 AnyConnect  administrator  C1sco12345   AD1 (RDP access)  

포털 
198.18.133.110  Putty  linuxuser  C1sco12345   Portals see Table 3.  

ISE 
198.18.133.27  워크스테이션 1 브라우저 admin  C1sco12345  Ise.securitydem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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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포트 

시나리오/Vertical  

 
메인 포털 URL 

 
내 디바이스 포털 URL 

기본값/dCloud   N/A  
 

http://sponsor.securitydemo.net  

의료  
 
http://health.dcloud.cisco.com   http://sponsor-health.securitydemo.net  

교육  
 
http://edu.dcloud.cisco.com   http://sponsor-edu.securitydemo.net  

공공 기관  
 
http://federal.dcloud.cisco.com   http://sponsor-fed.securitydemo.net  

기업  
 
http://corp.dcloud.cisco.com   http://sponsor-corp.securitydemo.net  

자격 증명 및 액세스 수준 

시나리오/업종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액세스 레벨  

의료  doctor  C1sco12345  Tier 1 - 전체 액세스  

의료  nurse  C1sco12345  Tier 2 – 제한된 액세스  

교육  dean  C1sco12345  Tier 1 – 전체 액세스  

교육  professor  C1sco12345  Tier 2 – 제한된 액세스  

공공 기관  captain  C1sco12345  Tier 1 – 전체 액세스  

공공 기관  officer  C1sco12345  Tier 2 – 제한된 액세스  

기업  manager  C1sco12345  Tier 1 – 전체 액세스  

기업  employee  C1sco12345  Tier 2 – 제한된 액세스  

  

    

http://sponsor.dcloud.cisco.com/
http://sponsor.dcloud.cisco.com/
http://health.dcloud.cisco.com/
http://health.dcloud.cisco.com/
http://sponsor-health.dcloud.cisco.com/
http://sponsor-health.dcloud.cisco.com/
http://sponsor-health.dcloud.cisco.com/
http://sponsor-health.dcloud.cisco.com/
http://edu.dcloud.cisco.com/
http://edu.dcloud.cisco.com/
http://sponsor-edu.dcloud.cisco.com/
http://sponsor-edu.dcloud.cisco.com/
http://federal.dcloud.cisco.com/
http://federal.dcloud.cisco.com/
http://sponsor-fed.dcloud.cisco.com/
http://sponsor-fed.dcloud.cisco.com/
http://sponsor-fed.dcloud.cisco.com/
http://sponsor-fed.dcloud.cisco.com/
http://corp.dcloud.cisco.com/
http://corp.dcloud.cisco.com/
http://sponsor-corp.dcloud.cisco.com/
http://sponsor-corp.dcloud.cisco.com/
http://sponsor-corp.dcloud.cisco.com/
http://sponsor-corp.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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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단계에 따라 컨텐츠 세션을 예약하고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구성하십시오.  

1. dCloud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방법 보기]]   

참고: 세션이 활성화되기까지 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최상의 성능을 위해 Cisco AnyConnect VPN[방법 보기] 및 사용자 노트북 컴퓨터의 로컬 RDP 클라이언트[방법 

보기]를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하십시오 

• Workstation1: 198.18.133.36, 사용자 이름: administrator, 비밀번호: C1sco12345   

참고: Cisco dCloud Remote Deskto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방법 보기]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dCloud Remote Desktop 클라이언트는 데모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통신을 최소한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리모트 

접속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연결 및 성능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3. Workstation1 에서 Firefox 를 엽니다. 설정되어 있는 홈페이지 http://topo.dcloud.cisco.com 에서 백엔드 데모 

구성 요소의 토폴로지 및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Firefox 에서 Home(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4. Workstation1 에서 데모 무선 WLC(Wireless Controller)에 사용자의 Country(국가)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법 보기]  

NOTE: 참고: 이 데모에서 WLC 에 로그인하려면 세션별 접속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dCloud UI 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며, 비밀번호는 세션 ID 입니다. 이 정보는 활성화된 데모의 세션 세부 사항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loud 라는 일반적인 사용자 이름이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고유 세션 ID 를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호환되는 AP 프로비저닝 [[방법 보기]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itiate-your-dcloud-session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s://dcloud-cms.cisco.com/help/access_demo_wkstn
http://topo.dcloud.cisco.com/
http://topo.dcloud.cisco.com/
http://topo.dcloud.cisco.com/
http://topo.dcloud.cisco.com/
https://dcloud-cms.cisco.com/?p=13031
https://dcloud-cms.cisco.com/?p=13031
https://dcloud-cms.cisco.com/?p=13031
https://dcloud-cms.cisco.com/?p=13031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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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엔드포인트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한 번만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데모 진행 시 매우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엔드포인트 라우터가 없으면 새 데모를 예약할 때마다 AP 를 새 데모 WLC IP 주소로 다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6. AP 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방법 보기]  

• 이제 AP 를 통해 Workstation1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 보기]  

7. 데모 장소에 따라 추가적인 데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Cisco 사무실에서 데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모 준비합니다. [방법 보기]  

• 고객 사이트에서 데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모 준비합니다. [방법 보기]   

시나리오 1. BYOD 용 디바이스 온보딩    

가치 제안: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람들의 업무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직장에서의 BYOD(Bring Your Own Device)사용 요구로 인하여 기존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으려면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적절한 레벨의 네트워크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Cisco ISE 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간단한 방식 혹은 매우 정교한 방식에 이르기까지, BYOD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방식의 솔루션을 

유연하게 제공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직장으로 가져와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길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방형 dCloud-Guest SSID 에 디바이스를 연결한 다음 온보딩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통해 ISE 시스템에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단 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 사용자는 ISE 의 My Devices(내 디바이스) 포털을 통해 개인용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E 에서는 온보딩 프로세스 진행 시 내장된 CA(Certificate Authority)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서와 함께 디바이스를 보안 

dCloud-Registered SSID 에 연결하도록 알려 주는 프로파일을 발행합니다. 

• 온보딩을 마친 사용자는 인증을 위해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안 무선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 보안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ISE 는 사용자 역할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정책을 동적으로 할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만 부여합니다.  

단계  

디바이스 온보딩  

1. 데모에 사용된 각각의 개인용 사용자 BYOD 디바이스의 설정을 지웁니다. 디바이스 설정을 지우지 않으면 필요한 

때에 게스트 포털이나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dcloud-cms.cisco.com/?p=12940
https://dcloud-cms.cisco.com/?p=12940
https://dcloud-cms.cisco.com/?p=12940
https://dcloud-cms.cisco.com/?p=12940
https://dcloud-cms.cisco.com/help/monitoring-workstation-through-ap
https://dcloud-cms.cisco.com/help/monitoring-workstation-through-ap
https://dcloud-cms.cisco.com/help/monitoring-workstation-through-ap
https://dcloud-cms.cisco.com/help/monitoring-workstation-through-ap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cisco-offic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cisco-offic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cisco-offic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cisco-offic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v1-remote-sit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v1-remote-sit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v1-remote-site-preparations
https://dcloud-cms.cisco.com/help/cisco-unified-access-v1-remote-site-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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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웹 캐시를 지웁니다. [방법 보기]  

b. 개인용 디바이스 설정을 지웁니다. [방법 보기]   

참고: Cisco ISE 1.3 게스트 액세스 관리 데모를 이미 완료한 경우 2~10 단계를 진행합니다. 해당 가이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1 단계로 건너뜁니다.   

2. Workstation1 에서 Firefox 를 열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s://ise.securitydemo.net  에서 ISE 에 

로그인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URL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즐겨찾기 툴바에서 ISE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 홈 버튼을 클릭하고 토폴로지 홈페이지에서 IS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admin/C1sco12345 로 로그인합니다.  

토포로지 포털  

  

4. Context Visibility > Endpoints 로 이동합니다   

5. 모든 엔드포인트를 체크아웃하고 삭제합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securitydemo.net/
https://ise.securitydemo.net/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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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앤드포인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시도합니다. 

ISE 에서 엔드포인트 삭제  

  

6. Workstation1 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wlc1.dcloud.cisco.com 에서 WLC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URL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즐겨찾기 툴바에서 WLC1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 브라우저의 홈 버튼을 클릭하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간 다음 vWLC 를 클릭합니다.  

7. 데모 준비 시 엔드포인트 프로비저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디바이스별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vWLC 에 

로그인합니다.  

8. 왼쪽 목록에서 Clients(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9. 이전에 핫스팟에 연결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나열됩니다. 오른쪽으로 스크롤한 다음 드롭다운 화살표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화살표가 확장되면 Remove(제거)를 클릭합니다. 

 

 

 

 

 

 

 

http://wlc1.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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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800-CL 에서 클라이언트 삭제 

  

1. 개방형 네트워크 SSID: dCloud-Guest 에 개인용 사용자 BYOD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참고: 데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는 특정 dCloud WiFi 신호에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dCloud-

Guest123456 처럼 고유 세션 ID 가 추가됩니다.   

2. 개인용 사용자 BYOD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내장 웹 브라우저를 열고 선택한 시나리오 시연을 위해 메인 

포털 URL(표 3— 사용 가능한 포털에 표시)로 이동합니다. 보안 경고가 표시되면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  지원되는 브라우저: Apple 디바이스(Safari), Windows 디바이스(IE 또는 FF), Android 디바이스(Chrome). 

3. 게스트 포털에서 선택한 Tier 2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표 4—접속 정보 및 액세스 

레벨 참조).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인증서, 프로파일 및 앱의 설치를 수락하고 디바이스의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방법 

보기]     

참고: Apple 장치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위의 Show Me How 링크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ISE 2.2 부터 ISE 는 캡티브(captive) 포털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Apple Mini-Browser(Captive 

Network Assistant)를 사용하여 듀얼 ssid flow 를 지원합니다. 이 데모는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캡티브(captive) 

포털을 우회합니다. 이 flow 에서는 캡티브(captive)  포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사용된 다양한 flow 와 방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참조합니다. 

 ISE BYOD용 Apple CNA(AKA Mini Browser)로 처리합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device-enrollment
https://dcloud-cms.cisco.com/help/device-enrollment
https://dcloud-cms.cisco.com/help/device-enrollment
https://dcloud-cms.cisco.com/help/device-enrollment
https://dcloud-cms.cisco.com/help/device-enrollment
https://community.cisco.com/t5/security-documents/dealing-with-apple-cna-aka-mini-browser-for-ise-byod/ta-p/36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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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기 인증 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데 최대 30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dCloud_Registered 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합니다. 

5. 디바이스에서 요청이 되고 인증서가 프로비저닝되면 디바이스가 SSID dCloud_Registered 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Wi-Fi 설정에서 dCloud_Registered SSID 를 선택해야 합니다.    

6. 개인용 디바이스 설정을 지우고 dCloud-Guest 네트워크를 삭제합니다. [방법 보기]  

참고: 데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는 특정 dCloud WiFi 신호에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dCloud-Guest123456 처럼 고유 세션 

ID 가 추가됩니다.   

사용자 디바이스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위해 온보딩 되었으며, 인증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디바이스는 이 시점부터 간편한 액세스를 위해 기업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게스트용 접속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자는 게스트용 플로우에 따라 진행됨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정보 (AD 또는 내부 

사용자/게스트 외)를 입력하면 Self Provisioning Portal(셀프 프로비저닝 포털)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온보딩할 수 있도록 

리다이렉션됩니다.   

 

여기서는 듀얼 SSID 플로우를 시연합니다. 사용자가 PEAP/MSCHAPv2 를 사용하여 먼저 보안 SSID 에 연결한 다음 TLS 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온보딩되는 단일 SSID 플로우도 있습니다.   

Tier 2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정책 시행   

사용자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온보딩 되었으므로 이제는 적절한 레벨의 액세스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Tier 2 사용자이므로 사용 가능한 포털 테이블에 나열된 시나리오의 기본 포털 URL 인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해당 포털의 내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털의 내부 레코드에 액세스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열고 http://www.cisco.com 으로 이동하여 사용자에게 인터넷 액세스하는 

것을  시연합니다.  

2. 사용 가능한 포털에 나와 있는 선택한 시나리오와 관련된 메인 포털 URL 로 다시 이동합니다. (예: 

health.dcloud.cisco.com)  

a. 왼쪽 상단에 있는 General Resources(일반 리소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는 일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Home(홈) 링크를 클릭하여 메인 포털 URL 로 돌아갑니다.  

b. 중간 왼쪽 상자에 있는 Internal Resources(내부 리소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는 포털의 내부 리소스 

섹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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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내부 리소스 섹션에서 Internal Records(내부 기록)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털에 따라 이 링크는 Corporate 

Financial Records(기업 재무 기록)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기에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Home(홈) 링크를 클릭하여 메인 포털 URL 로 돌아갑니다.  

참고: 사용 가능한 포털에 나와 있는 4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메인 포털 페이지는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각 포털의 레이아웃은 

동일한 기본형 레이아웃이며, 각 포털에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General Resources(일반 리소스) 링크와 Tier 1 및 Tier 

2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Internal Resources(내부 리소스) 링크가 있습니다. 내부 리소스 섹션에 진입하면 각 포털에는 Tier 1 

사용자로 한정되는 2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Tier 1 전용 내부 기록 링크는 하단의 포털별 일반/내부 리소스 및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데모의 목적을 고려하여, 메인 페이지의 My Registered Devices(내 등록된 디바이스)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해당 

링크는 앞으로 이 데모의 후반부에서 다룰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 포털 URL http://health.dcloud.cisco.com

 

시나리오/업종  일반 리소스(모두)  내부 리소스(Tier 1 및 2 전용)  내부 기록(Tier 1 전용)  

의료  환자 및 가족용  의료 전문가용  의료 기록/보험 서버  

교육  학생 및 게스트용  교직원/교육자용  학생 기록/학생 연락처  

공공 기관  방문자용  공공 기관 직원용  신원 확인 기록/HR 서버용  

기업  고객 및 게스트용  기업 직원용  기업 재무 기록/HR 기록  

디바이스 정리  

다음 단계에서는 Tier 1 사용자 디바이스를 온보딩합니다. Tier 2 에 사용한 디바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 

아래의 정리 프로세스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Tier 1 온보딩에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정리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단의 Tier 1 사용자 섹션에 대해 네트워크 보안 정책 시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털별 일반/내부 리소스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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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반드시 아래의 지침을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다른 플로우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ISE 에서는 이미 디바이스를 

프로파일링하고, 인증 후 권한을 부여하고, 엔드포인트 그룹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ISE 

및 WLC 에서 디바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로컬 디바이스 설정을 지워야 합니다.  

1. 데모에 사용된 각 개인용 사용자 BYOD 디바이스의 설정을 지웁니다. 디바이스 설정을 지우지 않으면 필요한 때에 

게스트 포털이나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웹 캐시를 지웁니다. [방법 보기]  

b. 개인용 디바이스 설정을 지웁니다. [방법 보기]  

2. Workstation1 에서 Firefox 를 열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s://ise.dcloud.cisco.com 에서 ISE 에 

로그인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URL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즐겨찾기 툴바에서 ISE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 홈 버튼을 클릭하고 토폴로지 홈페이지에서 IS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용자 ID/비밀번호(admin/C1sco12345)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Context Visibility > Endpoints 로 이동합니다.   

4. 모든 엔드포인트를 체크아웃하고 삭제합니다. 

참고: 엔드포인트 삭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ISE 에서 엔드포인트 삭제

  

5.  Workstation1 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wlc1.dcloud.cisco.com 의 WLC 로그인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URL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즐겨찾기 툴바에서 WLC1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 브라우저의 홈 버튼을 클릭하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간 다음 vWLC 를 클릭합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web-cache-on-byod-endpoint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http://wlc1.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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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모 준비 시 엔드포인트 프로비저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디바이스별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vWLC 에 

로그인합니다.  

7. 상단 메뉴 모음에서 Monitoring > Wireless > Client 를 클릭합니다. 

8. 이전에 데모 네트워크에 가입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나열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C9800-CL 에서 클라이언트 삭제

  

  

Tier 1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정책 시행  

ISE 에서 Tier 2 레벨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엑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ISE 에서 Tier 1 

사용자에게 내부 기록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포함한 다른 정책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 방법을 시연하겠습니다.  

1. Tier 2 사용자가 아닌 Tier 1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디바이스 온보딩 섹션을 한 번 더 수행합니다. 성공적으로 

온보딩한 경우 Tier 1 사용자로 dCloud-Registered SSID 에 연결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2. 개인용 디바이스 설정을 지워서 dCloud-Guest 네트워크를 없앱니다. [방법 보기]  

참고: 데모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특정 dCloud WiFi 신호에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dCloud-Guest123456 처럼 

고유 세션 ID 가 추가됩니다.   

3.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열고 http://www.cisco.com 으로 이동하여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연합니다.  

4. 위의 사용 가능한 포털에 나와 있는 선택한 시나리오와 관련된 메인 포털 URL 로 다시 이동합니다.   

(예: health.dcloud.cisco.com)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s://dcloud-cms.cisco.com/help/clearing-personal-device-settings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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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왼쪽 상단 상자에 있는 General Resources(일반 리소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는 일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Home(홈) 링크를 클릭하여 메인 포털 URL 로 돌아갑니다.  

6. 중간 왼쪽 상자에 있는 Internal Resources(내부 리소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는 포털의 내부 리소스 섹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7. 내부 리소스 섹션에서 Internal Records(내부 기록) 링크를 클릭합니다. Tier 1 사용자로서 이제 디바이스에는 

내부 기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포털 내부 기록  

  

내부 기록에 액세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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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포털의 내부 기록 페이지 이름은 포털별 일반/내부 리소스 및 기록을 참조하십시오.  

8. Home(홈) 링크를 클릭하여 메인 포털 URL 로 돌아갑니다.   

SE에서 BYOD 플로우 데모  

지금까지 Tier 1 및 Tier 2 액세스 레벨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온보딩했습니다. 다음으로 ISE UI 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ISE 에서 디바이스를 동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적절한 액세스 레벨을 동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시연하겠습니다.  

1. Workstation1 에서 Firefox 를 실행합니다.  

2. 토폴로지 맵의 Demo Devices(데모 디바이스) 섹션에서 ISE 를 클릭합니다. ISE 로그인 

페이지(https://ise.dcloud.cisco.com)로 이동하게 됩니다.  

토폴로지 포털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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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admin/C1sco12345)로 로그인합니다.  

4. Operations(작업) > RADIUS Livelog(RADIUS 라이브 로그)를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ISE 의 최근 인증 및 권한 

부여 시도가 표시됩니다.   

Operations(작업) > RADIUS Livelog(RADIUS 라이브 로그)   

  

5. ISE 에서 Tier 2 및 Tier 1 사용자가 온보딩 되었으므로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Tier 2 사용자는 개방형 SSID dCloud-Guest 에 연결된 다음 MAB(MAC Authentication Bypass)를 

사용하여 인증/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ISE 에서는 아직 해당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GUEST_REDIRECT 정책을 다시 전송합니다. 이 정책은 WLC 가 모든 사용자 트래픽을 ISE 게스트 포털로 

리다이렉션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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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후에 사용자는 nurse(Tier 2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디바이스는 Apple iPad 로 올바르게 프로파일링 

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온보딩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에는 ISE CA 에서 디바이스에 디지털 인증서를 발행하고, 사용자는 해당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안 dCloud-Registered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습니다. ISE 는 

사용자에게 TIER2_WIRELESS_ACCESS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동적으로 할당했습니다.  

6. Tier 1 사용자가 온보딩 되었을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일관성).   

• 이번에는 사용자가 Tier 1 사용자인 doctor 로 로그인했으며, 해당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Apple OSX Mavericks 

Workstation 으로 올바르게 프로파일링 되었습니다.  

• doctor 는 Tier 1 사용자이므로 ISE 에서는 TIER1_WIRELESS_ACCESS 정책을 할당합니다.  

• TIER2_WIRELESS_ACCESS 정책과 마찬가지로 WLC 에 ACL 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사용자는 Tier1 ACL 을 

사용하여 내부 기록을 포함하는 모든 포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ier 2 온보딩 프로세스  

  

Tier 1 온보딩 프로세스  

  

 참고: ISE 에는 이제 디지털 인증서 발행을 위한 통합 CA(Certificate Authority)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ISE CA 를 살펴보고 

Tier 1 및 Tier 2 사용자에 대해 인증서를 생성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7. ISE UI 로 돌아가서 Administration(관리) > System(시스템) > Certificates(인증서)를 클릭합니다.  

8. Certificate Management 아래에서 Issued Certificates 를 클릭합니다.  

 

 

내부 ISE CA에 의해 생성 및 발행된 엔드포인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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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디바이스 관리 

가치 제안: Cisco ISE 에서는 개인용 디바이스를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디바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E 는 이를 위해 My Devices Portal(내 디바이스 포털)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ISE 의 My Devices Portal(내 디바이스 포털)을 시연하고, ISE 에서 사용자 디바이스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디바이스 액세스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단계  

분실된 디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 취소  

1. Workstation1 의 바탕 화면에서 Firefox 를 실행하여 토폴로지 홈페이지(http://topo.dcloud.cisco.com)에 

접속합니다.  

2. 토폴로지 맵의 Default Portal Logins(기본 포털 로그인) 섹션에서 My Devices(내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ISE 의 

My Devices Portal(내 디바이스 포털)(https://mydevices.dcloud.cisco.com)로 이동하게 됩니다.  

 

 

 

 

 

 

 

 

 

 

 

 

 

 

 

토폴로지 포털  

http://topo.dcloud.cisco.com/
http://topo.dcloud.cisco.com/
http://topo.dcloud.cisco.com/
https://mydevices.dcloud.cisco.com/
https://mydevices.dcloud.cisco.com/
https://mydevices.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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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er 1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접속 정보(captain, doctor, dean 또는 manager)를 

이용하여 My Devices Portal(내 디바이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4. AUP 를 수락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하여 Manage Devices(디바이스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면 앞서 Tier 1 

사용자를 위해 온보딩한 디바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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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evices Portal(내 디바이스 포털)의 Manage Devices(디바이스 관리) 페이지  

  

5. 이전에 등록한 디바이스 중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디바이스를 분실 또는 도난 상태로 표시  

• 디바이스 설명 편집  

• 디바이스 삭제  

My Devices Portal(내 디바이스 포털)의 Manage Devices(디바이스 관리) 섹션에서 수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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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st(분실)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분실 상태로 표시합니다.  

7. 디바이스를 분실로 표시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확인 팝업창이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합니다. 디바이스가 

Manage Devices(디바이스 관리)에서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lost(분실) 상태로 표시했으므로 Cisco ISE 에서는 이 디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취소하고 

디바이스를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디바이스 그룹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을 

동적으로 푸시합니다.  

분실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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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 UI 에서 분실된 디바이스 살펴보기  

1. Workstation1 에서 Firefox 를 열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s://ise.dcloud.cisco.com 에서 ISE 에 

로그인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URL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즐겨찾기 툴바에서 ISE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 홈 버튼을 클릭하고 토폴로지 홈페이지에서 IS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ID/비밀번호(admin/C1sco12345)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Operations(작업) > RADIUS LiveLog(RADIUS 라이브 로그)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는 ISE 의 최근 인증 및 권한 

부여 시도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디바이스에 Blackhole_Wireless_Access 라는 새 인증 프로파일이 동적으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참고: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lost(분실) 상태로 표시하면, ISE 는 해당 디바이스를 내부 블랙리스트 그룹에 추가하고, 

디바이스에 동적으로 Blackhole_Wireless_Access 정책을 다시 전송합니다. 이 정책은 WLC 에서 모든 트래픽을 거부하도록 사전 

구성된 ACL 의 이름을 WLC 에 다시 전송하여 디바이스를 차단 목록에 포함합니다. 

ISE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디바이스  

  

4. 분실 상태로 표시된 디바이스를 선택한 후 웹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엽니다. 웹 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ISE 블랙리스트 포털로 리다이렉션됩니다. 보안이나 인증서 경고가 표시되면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블랙리스트 포털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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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디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복구  

디바이스가 분실 상태로 남아 있으면 ISE 는 해당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분실된 

디바이스를 찾으면 사용자가 해당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Workstation1 에서 My Device(내 디바이스) 포털로 이동합니다.   

2. 분실 상태로 표시된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Manage Device(디바이스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3. Reinstate(복구)를 클릭하고 Yes(예)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Manage Device(디바이스 관리) 창에서 디바이스가 

분실된 상태가 아닌 등록된 상태로 다시 표시됩니다.  

복구  

  

참고: 이제 ISE 에서 디바이스가 복구되었습니다. 디바이스가 블랙리스트 그룹에서 자동으로 제거되었으며, ISE 에서 WLC 에 올바른 

Tier 1 권한 부여 정책을 동적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온보딩 프로세스를 다시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ISE 에서 Operations(작업) > RADIUS Livelog(RADIUS 라이브 로그)를 클릭하여 최근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디바이스가 복구되어서 ISE 에서 동적으로 TIER1_WIRELESS_ACCESS 정책을 푸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E 의 장치 재인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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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SE 에서는 WLC 에 AAA CoA(Change of Authorization) 메시지를 전송하여 디바이스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활한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 하는 WLC 또는 스위치와 기능 연동을 위한 

알맞은 장비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5.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www.cisco.com 에 액세스하여 해당 디바이스가 복구되었음을 

시연합니다.  

도난된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 취소  

1. Workstation1 에서 My Devices(내 디바이스) 포털로 이동합니다.   

2. 이전에 등록한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3. Stolen(도난)을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도난 상태로 표시합니다. 디바이스를 stolen(도난)으로 표시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확인 팝업창이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합니다.   

Manage Devices(디바이스 관리) 섹션에서 수행하는 작업  

  

4. 디바이스가 Manage Devices(디바이스 관리)에서 stolen(도난)된 것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도난된 디바이스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http://www.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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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 이 시나리오는 특히 ISE 가 사용자 인증서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분실 상황과는 다릅니다. 일단 인증서가 한번 폐기되면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인증서를 다시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디바이스를 다시 찾게 되는 경우는 해당 디바이스를 다시 

온보딩 시켜야 하지만 보안상 ISE 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가 Stolen(도난)된 상태로 표시되면 해당 디바이스는 즉시 네트워크로부터 차단됩니다. 디바이스 

인증서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향후 디바이스가 dCloud-Registered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시도하면 인증이 실패하게 됩니다. 

참고: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도난 상태로 표시했기 때문에 Cisco ISE 에서는 이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취소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ISE 는 내부 CA 를 사용하여 이미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행했습니다. ISE 는 이전에 발행한 

인증서를 폐기하고, 디바이스를 Stolen(도난)된 디바이스 그룹에 추가합니다. 

참고: ISE 에서 디바이스 인증서를 폐기하는 데 최대 30 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데모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디바이스가 ISE 에서 Stolen(도난)된 상태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이전에 연결한 무선 

네트워크에 여전히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ISE UI 에서 도난된 디바이스 살펴보기  

1. Workstation1 에서 Firefox 를 열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s://ise.dcloud.cisco.com 에서 ISE 에 

로그인합니다.  

• 주소 표시줄에 URL 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즐겨찾기 툴바에서 ISE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 홈 버튼을 클릭하고 토폴로지 홈페이지에서 IS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ID/비밀번호(admin/C1sco12345)를 사용하여 ISE 에 로그인합니다.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https://ise.dcloud.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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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rations(작업) > RADIUS LiveLog(RADIUS 라이브 로그)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최근에 

ISE 가 부여한 인증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Stolen(도난)된 상태로 표시된 사용자 디바이스의 

인증서가 ISE 에 의해 폐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증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E에서 도난된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거부  

  

4. Administration(관리) > Certificates(인증서)를 클릭합니다.  

5.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 아래에서 Endpoint Certificates(엔드포인트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인증서가 영구적으로 폐기되었음을 시연합니다.  

ISE에서 도난된 디바이스의 인증서 영구 폐기  

  

  

  

What’s Next?  

http://cs.co/selling-ise-demos 에서 다른 ISE 데모를 확인하십시오.  

DCloud Community 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