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치
하위 제목 위치

데이터 시트

Ruckus Cloudpath Enrollment System(ES) 소프트웨어는 IT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및 유무선 장치의 보안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안 및 정책 
관리 플랫폼입니다.

Cloudpath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관리하기 복잡한 여러 서비스 구현을 
통합하고 간소화합니다. 인증서 관리, 정책 관리 및 장치 지원

다음을 제공하는 유일한 통합 보안 및 정책 관리 플랫폼

• 클라우드 관리 구축 옵션

•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 장치 기반이 아닌 사용자 기반 라이센싱

• 사전 보딩(자동화된 원격 온보딩)

• Chrome 확장을 통해 Chromebook 온보딩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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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path 아키텍처에서 새 장치는 개방형 SSID 또는 유선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때 사용자는 Cloudpath ES 포털로 리디렉션됩니다. 
Cloudpath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한 다음 장치에 인증서 
또는 프로필 및 보안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는 장치를 보안 
SSID 또는 보안 유선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장치는 인증서나 설치된 프로필을 
사용하여 인증하고 Cloudpath 소프트웨어는 RADIUS 인증을 처리합니다.  

장치는 웹을 통해 등록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치는 주변의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Cloudpath는 사내 가상 인스턴스로나 클라우드 관리 구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기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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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KUS CLOUDPATH ENROLLMENT SYSTEM
보안 및 정책 관리 플랫폼

데이터 시트

구성 항목:
• 포괄적인 라이센스 패키지

•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사용자 기반 라이센스

구축 옵션:
• 현장 가상 서버

• 퍼블릭 클라우드 관리 인스턴스

라이센스 옵션:
• 엔터프라이즈 영구

• 1년 구독

• 3년 구독

• 5년 구독

• 교육 라이센스

• White Glove Service(원격 구현)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항목:
• 유지보수 및 지원

• 보고

1 



인증서 관리

Cloudpath ES 소프트웨어는 포괄적인 인증 기관(CA)이 내장하고 있으므로 IT 부서에서 자체 공개 키 인프라(PKI)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장 RADIUS 서버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설치와 설정을 크게 간소화하고 정책을 인증서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장 
기능 외에도 API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Cloudpath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외부 CA, RADIUS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리

Cloudpath ES 소프트웨어는 IT에 모든 사용자 및 모든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기반 액세스 제어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워크플로우 기반 정책 관리 포털을 제공합니다. 정책 엔진은 클라이언트 및 사용자 권한을 식별하고 각 사용자와 각 장치에 올바른 정책을 
적용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정책 적용 포인트와 함께 작동하여 정책이 올바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장치 지원

Cloudpath ES 소프트웨어는 최종 사용자 및 해당 장치에 대해 포털 기반 셀프 서비스 온보딩을 지원하며 사용자와 장치가 지정된 위치에 
도달하기 이전의 사전 보딩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제어할 수 있고 
방화벽 사용,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과 같은 필수 사항을 장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인증 기관

• "사용자" 및 "장치" 인증서 모두 지원

• 인증서는 암호, 사전 고유 키 및 MAC 인증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대체하여 네트워크 보안 향상 

• 내장 공개 키 인프라(PKI), Microsoft CA 및 InCommon을 비롯한 여러 인증서 소스  

• 멀티 테넌트(multi-tenant) 모드에서 각 테넌트에 대해 고유한 CA 사용

• 정책과 인증서를 연결하기 위한 인증서 템플릿

액세스 보호

• 장치가 EAP-TLS, PEAP 방법을 사용한 802.1x 인증을 통해 WPA2-Enterprise로 연결

• IoT(헤더 없는) 장치를 비롯한 모든 유선 및 무선 장치 지원

• 직원 및 게스트뿐만 아니라 직원 소유 BYOD 장치도 지원

WPA2-Enterprise(802.1X)

클라이언트 인증 공중파 암호화 네트워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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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 동적 액세스 제어 목록(ACL)을 RADIUS 공급업체별 특성값(VSA)을 통해 유선 또는 무선 
인프라에 제공 

• 해제 가능/임시 에이전트를 통해 자동 장치 상태 확인 및 수정을 수행하여 액세스하려는 
모든 장치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 지원되는 상태 확인에는 최신 OS 패치,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이 방지 프로그램의 현
재 정의 파일 변수(예: 버전, 날짜), 맬웨어 방지 프로그램 패키지, 레지스트리 설정(예: 키, 값), 
패치 관리, 모바일 장치의 PIN 잠금, 애플리케이션 현재 상태, 방화벽 설정 등에 대한 확인이 
포함됨

셀프 서비스 온보딩 및 사전 보딩

• 사용자 정책 생성을 위한 워크플로우가 간단하고 셀프 서비스 온보딩 포털의 구성 및 브랜드를 사용자 지정 가능하므로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 및 장치를 직접 쉽게 관리하여 IT의 부담을 덜 수 있음 

• 사전 보딩을 통해 최종 사용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전에 집, 호텔 등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곳 
어디서나 장치를 온보딩할 수 있음

• 필터를 통해 온보딩 중 위치 정책 또는 동적 정책 지원 

• 기업 소유 장치 온보딩, BYOD 온보딩 및 게스트 장치 온보딩 지원

현장 구성
스폰서

게스트 등록

외부 구성

환영 메시지 및 사용 정책

방문자

AD를 통해 로그인

방문자

바우처
프롬프트

게스트 정책
X일

직원

스폰서 없음 IT 자산 개인 장치

이메일 또는
SMS 확인

이메일 또는 SMS 
확인

IT 승인
바우처

IT 정책
3년

기존 장치 확인

BYOD 정책
1년

2014년 11월 1일 허용된 AUP

Jim Johnson
Bob Smith 후원
jim@company.com

개인 장치
장치 유형: 랩톱
OS: Windows 7
소유: 개인

스폰서가 취소 가능

정책: 게스트
만료: 2015년 1월 1일

BYOD
등록

2014년 11월 1일 허용된 AUP

Bob Smith
ID: Active Directory
그룹: BYOD 사용

개인 장치
장치 유형: Nexus 7
OS: Android 4
소유: 개인

AD 계정 상태 모니터
만료 7일 전 알림
14일 동안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지

정책: BYOD
만료: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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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리

• VLAN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 액세스와 같이 세부적인 사용자별, 장치별 정책을 구현하여 네트워크의 보안 및 성능 향상

• 관리 포털을 통해 IT가 복잡한 액세스 정책을 임의로 쉽게 구성 가능 

• API를 통해 Cloudpath 소프트웨어가 스위치, 방화벽, 콘텐츠 필터와 같은 정책 적용 포인트와 자동으로 쉽게 통합

정책A 정책B 정책C 정책D

정책A 정책B 정책C 정책D

학생 사용자
BYOD

학생 사용자
IT 소유

직원 사용자
BYOD

직원 사용자
IT 소유

게스트 액세스

• 보안 WiFi를 모든 유형의 방문자로 확장하여, IT 팀 개입 없이 게스트를 
WPA2-Enterprise 무선 네트워크로 온보딩

• 스폰서십 및 자체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기존 인증 및 권한 부여 옵션을 
구현할 뿐 아니라 보안 WiFi를 Google, Facebook, LinkedIn 등의 외부 ID 
서비스와 통합

• 보안 및 준수 요구 충족 및 완전한 게스트 감사를 위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게스트 추적. 시간 제한, 계정 만료 및 SMS 검증을 통해 추가 보안 제어 
제공 사용자 지정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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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해 액세스 시기, 방법 및 기간 등
을 비롯한 세부 정보 제공

CHROMEBOOK 통합

• Google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Chromebook에 인증서 배포. Cloudpath 확장은 Chromebook 권한 부여를 검색하
고 인증서를 자동으로 쿼리하여 Chromebook의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TPM)에 설치합니다.  

• 사용자 중심, IT 중심 또는 배포자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초기 Chromebook 설정 지원

 
 

DMZ 

Cloudpath
확장

HTTPS

구현

Cloudpath
ES VM

            

 
 

 

도메인
트래픽

Cloudpath
ES VM

Cloudpath
DLL

Cloudpath
확장

구현

DMZ HTTPS HTTPS

Cloudpath 통합 PKI를 사용한 Chromebook 인증서 배포 Microsoft CA가 포함된 Cloudpath를 사용한 Chromebook 인증서 배포



사양
Cloudpath Enrollment System v5.0

구축 옵션: 

• 클라우드 관리(퍼블릭 클라우드)

• 사내 가상(VMWare)

이중화 및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 VM 기반 Cloudpath ES는 독립형 서버나 클러스터로 구현하여 
액티브-액티브 모드나 데이터 복제 및 이중화를 위한 스타 
허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loudpath ES는 MSP가 여러 테넌트를 동일한 시스템에 
호스트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multi-tenant) 모드를 
제공합니다.

인증서 인프라(PKI): 

• 내장 인증서 관리 시스템 

• 멀티 테넌트(multi-tenant) 모드 내의 모든 테넌트에 대해 
고유한 CA

• 외부 PKI에 연결할 수 있음

• 독립형 또는 종속형으로 기존 PKI와 통합

• 정책과 통합된 인증서 템플릿

• 자동 해지를 통해 OCSP 지원

RADIUS: 

• 동적 VLAN, ACL 등 지원 

• EAP-TLS, PEAP 및 MAC 필터링 간소화 

• 내장 RADIUS 서버

• 외부 RADIUS 인프라에 연결할 수 있음

• RADIUS 통계

온보딩:

• 사용자 지정 가능한 셀프 서비스 온보딩

• 모든 장비 공급업체 지원 

• 유선 또는 무선 액세스

• BYOD, 게스트, IT 사잔 및 IoT 장치 지원

• 기존 MDM 및 NAC 제품과 통합

가시성 및 보고: 

• 장치별 및 사용자별 가시성 및 제어 

• 사용자, 장치, 인증서 및 정책 간 연관 

• RADIUS 통계

데이터 시트제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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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프로토콜: 

• 802.1X(EAP 방법: EAP-TLS, PEAP, DPSK)

• 웹 인증

• 비 802.1X(mac-auth)

• iOS용 EAP-SIM 구성

• OSU(Online Signup Server)를 통해 HS2.0 R1 및 HS2.0 R2 지원

• Radius CoA

• OAuth 2.0

• Ruckus WLAN용 DPSK 구성

사용자 ID 지원:

• Microsoft Active Directory 

• PAP를 통한 RADIUS

• 모든 LDAP 호환 디렉토리

• 소셜 로그인을 위한 OAuth 2.0

• Novell

• 내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장치 지원:

• Android 4.3 이상 

• iOS(iPhone, iPad, iPod Touch) 6.0 이상 

• Chrome OS 

• Windows XP 이상 

• Mac OS X 10.7 이상 

• Ubuntu 12.04 이상 

• Fedora 18 이상

• Windows Phone 8.1  

• Blackberry

SMS 및 이메일:

• Twilio 및 CDYNE와 기본 통합 

• SMS 게이트웨이를 구성 및 사용자 지정할 수 있음

• 내장 SMTP 서버 및 SMTP 서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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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제목 위치
하위 제목 위치

데이터 시트데이터 시트
RUCKUS CLOUDPATH ENROLLMENT SYSTEM
보안 및 정책 관리 플랫폼

데이터 시트

구독
(포함되는 지원)

클라우드

사내(VM)

• 장치별이 아닌 사용자별 라이센스

• 총 사용자 수 계층은 볼륨 할인 제공

• 사용자 라이센스 수량은 서버 수를 나타냄(1, 2, 4 및 확장성을 위해 추가하는 옵션)

• 교육용 정가는 별도(전 세계)

영구 라이센스

• 장치별이 아닌 사용자별 라이센스

• 총 사용자 수 계층은 볼륨 할인 제공

• 사용자 라이센스 수량은 서버 수를 나타냄 

• 교육용 정가는 별도(전 세계)

주문 지침

1. 클라우드 또는 사내 솔루션 중 무엇을 찾고 있고 구독 또는 영구 라이센스 중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2. 환경에서 장치가 아니라 게스트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수를 결정합니다.

3. 구독 기간 및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SKU를 선택합니다. 

4. 원격으로 지원하는 구현의 경우 선택 사항인 White Glove Service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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