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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IOS®에서 단일 VLAN으로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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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SSID는 무선 네트워크 장치가 무선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 식별자입니
다.AP 무선 장치가 비활성화되고 기본 SSID가 할당되지 않습니다.이는 권한 없는 사용자가 기본
SSID가 있고 보안 설정이 없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고객의 무선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액세스 포인트 무선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SSID를 생성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또는 하위 네트워크의 여러 액세스 포인트에서 동일한 SS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최대 32자의 영숫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SSID에 공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문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느낌표(!)●

파운드 기호(#)●

세미콜론(;)●

이러한 문자도 유효하지 않으며 SSID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하기 기호(+)●

오른쪽 대괄호(])●

전면 슬래시(/)●

따옴표(")●

탭●

후행 공백●

Cisco Aironet Access Point에서 최대 16개의 SSID를 구성하고 각 SSID에 서로 다른 구성 설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듀얼 무선 디바이스에서 생성하는 SSID는 두 라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모두 활
성화됩니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활성 SSID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성

스위치 측의 구성

 en

conf t

int Gig 1/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50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50

방법 1:GUI를 사용하여 AP에서 SSID 구성

SSID에 대한 VLAN을 생성합니다.1.



SSID를 생성하고 VLAN을 할당합니다.2.

SSID를 브로드캐스트합니다.3.



방법 2:CLI로 AP에서 SSID 구성

SSID를 구성하고 VLAN에 매핑합니다.
Enable

Conf ter

Dot11 ssid Cisco

Vlan 50

Authentication open

Guest-mode

End

1.

Dot11 라디오 0 및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Conf t

interface Dot11Radio 0

ssid Cisco

Exit

Interface Dot11Radio 0.50

Encapsulation dot1Q 50 native

Bridge-group 1

Exit

Interface GigabitEthernet 0

Bridge-group 1

Interface GigabitEthernet 0.50

Encapsulation dot1Q 50 native

Bridge-group 1

참고:네이티브 VLAN은 항상 bridge-group 1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두 라디오가 모두 활성 상
태이면 라디오 0과 같이 라디오 1을 구성합니다.

2.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AP에서 스위치의 VLAN 인터페이스로 ping합니다. ping할 수 있어야 합니다.●

AP에 show dot11 associations 명령을 입력합니다.SSID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ap# show dot11 associations

802.11 Client Stations on Dot11Radio0

 SSID [Cisco] :

MAC Address        IP address        Device        Name        Parent        State

0811.967e.c384   192.168.50.4   ccx-client     ap              self           Assoc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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