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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DM(Security Device Manager)과의 무선 연결을 위해 Cisco Wireless 통합 고정 구
성 라우터에서 다양한 레이어 2 인증 유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컨피그레이션 예를 제공합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SDM을 사용하여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의 기본 매개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

ADU(Aironet Desktop Utility)를 사용하여 802.11a/b/g 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한 지식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3(8)YI1을 실행하는 Cisco 877W ISR●

ISR에 설치된 Cisco SDM 버전 2.4.1●

Aironet Desktop Utility 버전 3.6 사용 노트북●

펌웨어 버전 3.6을 실행하는 802.11 a/b/g 클라이언트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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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Cisco SDM은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라우터를 위한 직관적인 웹 기반 장치 관리 툴입니다
.Cisco SDM은 스마트 마법사를 통해 라우터 및 보안 구성을 간소화하여 고객이 Cisco IOS
Software CLI(Command-Line Interface)에 대한 지식 없이도 Cisco Systems® 라우터를 빠르고 쉽
게 구축, 구성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SDM은 Cisco.com의 Software Cente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DM은 개별 라우터에 별도의 복사본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PC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PC에 설치된 Cisco SDM을 사용하면 SDM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적절한 IOS 이미지를 실행하
는 다른 라우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PC의 SDM은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Manufacture(제
조)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무선 라우터에 설치된 SDM을 사용하여 무선 인증을 위한 라우터를 구성합니다.

Cisco SDM은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라우터와 통신합니다.

Cisco SDM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액세스하여 PC에 다운로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및 상태 읽기 및 쓰기●

Cisco SDM은 HTTP를 사용하여 PC에 애플리케이션 파일(sdm.tar, home.tar)을 다운로드합니다
.HTTP 및 Telnet/SSH 조합을 사용하여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읽고 씁니다.

SDM을 지원하는 라우터 및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Cisco 라우터 및 보안 장치
관리자 Q&A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pcgi-bin/tablebuild.pl/sdm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5318/prod_qas0900aecd800fd11b.html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5318/prod_qas0900aecd800fd11b.html


라우터에서 Cisco SD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DM을 지원하도록 라우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라우터 또는 PC에 SDM 파일을 설치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SDM 파일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문서에서는 SDM을 통해 이러한 인증 유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WEP 암호화로 인증 열기●

MAC 인증으로 열기●

공유 인증●

802.1x/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인증●

WPA(Wi-Fi Protected Access)-PSK(Pre Shared Key) 인증●

WPA 인증●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은 무선 ISR의 로컬 RADIUS 서버를 사용하여 802.1x 인증을 사용하여 무선 클라이언트를
인증합니다.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65518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SDM 액세스를 위한 라우터 구성

SDM을 통해 라우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DM을 지원하도록 라우터 구성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http/https 액세스를 위한 라우터를
구성합니다.

1.

다음 단계를 통해 라우터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Router#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Router(config)#interface fastEthernet 0

Router(config-if)#ip address10.77.244.197 255.255.255.224

        % IP addresses cannot be configured on L2 links.

871W 라우터에서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 오류 메시지는 고속 이더넷
0이 IP 주소를 구성할 수 없는 레이어 2 링크임을 보여줍니다.

2.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LAN(Layer-3)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동일한 단계에서 IP 주소를 할
당합니다.
Router(config)#interface Vlan1

Router(config-if)#ip address 10.77.244.197 255.255.255.224

3.

레이어 2 고속 이더넷 0 인터페이스에서 이 VLAN을 다음 단계를 허용합니다.이 문서에서는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트렁크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여 VLAN1을 허용합니다. 이를 액세스
인터페이스로 구성하고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인터페이스에서 VLAN1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
다.
Router(config)#interface fastEthernet 0

Router(config-if)#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Router(config-if)#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add vlan1

!--- This command allows VLAN1 through the fast ethernet interface. !--- In order to allow

all VLANs through this interface, issue the !---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add all

command on this interface.

참고: 이 예에서는 기본 라우터 및 무선 컨피그레이션이 라우터에서 이미 수행되었다고 가정
합니다.따라서 다음 단계는 라우터에서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시작하여 인증 매개변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4.

라우터에서 SDM 무선 애플리케이션 시작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브라우저를 열고 라우터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SDM을 시작합니다.다음과 같은 웹 브라우저
보안 경고 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1.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18/prod_installation_guide09186a00803e4727.html#wp70999


계속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2.
표시되는 창에서 라우터에 액세스하려면 privilege level_15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
니다.다음 예에서는 admin을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사용합니다

.

3.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필요한 곳에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4.
SDM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결과 페이지에서 예 및 확인을 적절하게 클릭합니다.SDM
응용 프로그램이 열리면 보안 알림 창에 서명된 보안 인증서를 승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5.



다.
예를 클릭하여 서명된 인증서를 승인합니다
.

결과 Cisco 라우터 및 SDM 기본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6.



이 페이지에서 라우터 구성 모드 창을 시작하려면 상단에 있는 구성을 클릭합니다.7.
구성 모드 창의 이 페이지 왼쪽에 나타나는 작업 열에서 인터페이스 및 연결을 선택합니다.8.
Interfaces and Connections(인터페이스 및 연결) 창에서 Create Connection(연결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라우터에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나열됩니다.

9.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면 인터페이스 목록에서 무선을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Launch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시작)을 클릭합니다.이 스크린샷에서는 8,
9, 10단계를 설명합니다
.

10.



이렇게 하면 다양한 인증 유형을 구성할 수 있는 별도의 창에서 SDM 무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SDM 무선 응용 프로그램 홈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Software Status(소프트웨어 상태)가 Disabled(비활성화됨)이고 무선(무선) 인터페이스의
Hardware Status(하드웨어 상태)가 Dow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터페이스에
SSID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무선 클라이언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
신할 수 있도록 이 라디오 인터페이스에서 SSID 및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

WEP 암호화를 사용하여 개방 인증 구성

개방 인증은 null 인증 알고리즘입니다.액세스 포인트(AP)는 모든 인증 요청을 허용합니다.개방형
인증은 모든 디바이스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합니다.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된 암호화가 없는 경우
AP의 SSID를 알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P에서 WEP 암호
화를 활성화하면 WEP 키 자체가 액세스 제어 수단이 됩니다.장치에 올바른 WEP 키가 없으면 인증
에 성공하더라도 장치가 AP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또한 AP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해
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인증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WEP 암호화와 함께 개방 인증을 위해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SSID 이름:openwep●

VLAN ID:1●

VLAN IP 주소:10.1.1.1/16●

이 VLAN/SSID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DHCP 주소 범위:10.1.1.5/16 - 10.1.1.10/16●

WEP로 개방 인증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rvices(무선 서비스) >
VLAN을 클릭하여 VLAN을 구성합니다

1.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2_13_JA/configuration/guide/s13auth.html#wp1035025


.

서비스에서 라우팅 선택:VLAN 페이지
.

2.



서비스:VLAN 라우팅 페이지에서 VLAN을 생성하고 라디오 인터페이스에 할당합니다.라디오
인터페이스의 VLAN1의 컨피그레이션 창입니다.VLAN1은 여기에서 기본 VLAN입니다
.

3.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SSID
Manager를 선택하여 SSID 및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

4.

보안:SSID Manager 페이지에서 SSID를 구성하고 1단계에서 생성한 VLAN에 SSID를 할당하
여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SSID를 활성화합니다.

5.

이 페이지의 Authentication Settings(인증 설정) 섹션에서 Open Authentication(인증 열기)을
선택합니다.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구성 창이 있습니다
.

6.



Apply를 클릭합니다.참고: Open Authentication(인증 열기) 확인 상자에 해당하는 드롭다운 상
자는 EAP 또는 MAC 인증과 같은 여러 추가 인증 유형과 함께 개방형 인증을 구성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이 섹션에서는 추가 인증 유형 없이 NO ADD를 사용하는 개방형 인증에만 대해
설명합니다.

7.

이 SSID/VLAN에 대한 WEP 암호화를 구성합니다.무선 홈 페이지에서 무선 보안 > 암호화 관
리자를 선택하여 암호화 설정을 구성합니다.보안:암호화 관리자 페이지에서 VLAN1에 대한 암
호화 모드 및 키를 설정합니다.WEP 암호화 선택:암호화 모드로 필수이 VLAN에 대한 암호화
키를 설정합니다.이 섹션에서는 다음 암호화 키 설정을 사용합니다.암호화 키 슬롯 1:전송 키
로 사용암호화 키 크기:40비트16진수 값의 암호화 키:1234567890참고: 무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암호화 키 슬롯(이 경우 1)을 전송 키로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무선 클라이언트가 이
WLAN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동일한 키 값(이 경우 1234567890)으로 무선 클라이언트를 구
성해야 합니다.이 구성 창에는 다음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8.



이 Wireless Security 페이지는 전체 컨피그레이션을 나타냅니다
.



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 구성

라우터에 내부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무선 클라이언트에 IP 주소를 할
당하는 방법은 선택 사항입니다.

SDM 구성 모드 창에서 창 왼쪽에 있는 작업 열 아래의 추가 작업을 선택합니다
.

1.



Additional Tasks(추가 작업) 페이지에서 DHCP 트리를 확장하고 이 예와 같이 DHCP
Pools(DHCP 풀)를 선택합니다.이 페이지의 오른쪽에 표시된 DHCP Pools(DHCP 풀) 열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DHCP 풀을 생성합니다
.

2.



DHCP 풀 추가 페이지에서 다음 예와 같이 DHCP 풀 이름, DHCP 풀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
시작 IP 주소, 끝 IP 주소 및 기본 라우터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

3.



확인을 클릭합니다.내부 DHCP 서버가 라우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4.

MAC 인증을 사용하여 열기 구성

이 인증 유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가 인증 서버에서 허용되는 MAC 주소 목록에 있는 경
우에만 무선 클라이언트가 WLAN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P는 무선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의 MAC 주소를 네트워크의 RADIUS 인증 서버에 릴레이하며 서버는 허용되는 MAC 주소 목록을
기준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MAC 기반 인증은 EAP 기능이 없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대체 인
증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에 대한 MAC 주소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전체 문서는 MAC 인증, 802.1x/EAP 및 WPA 인증을 위해 로컬 RADIUS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MAC 인증으로 열기 위해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SSID 이름:openmac●

VLAN ID:2●

VLAN IP 주소:1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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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VLAN/SSID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DHCP 주소 범위:10.2.1.5/16 - 10.2.1.10/16●

MAC 인증을 사용하여 열기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rvices(무선 서비스) >
VLAN을 클릭하여 VLAN을 구성합니다.

1.

서비스에서 라우팅 선택:VLAN 페이지.서비스:VLAN 라우팅 페이지에서 VLAN을 생성하고 라
디오 인터페이스에 할당합니다.다음은 라디오 인터페이스에서 VLAN 2의 컨피그레이션 창입
니다
.

2.

MAC 인증을 위한 로컬 RADIUS 서버를 구성합니다.이 로컬 RADIUS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선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를 보유하며 인증 결과에 따라 WLAN 네트워크에 클라이언
트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무선 홈 페이지에서 무선 보안 > 서버 관리자를 선택하여 로컬
RADIUS 서버를 구성합니다
.

3.



Server Manager(서버 관리자) 페이지에서 RADIUS 서버의 IP 주소, 공유 암호 및 인증 및 어카
운팅 포트를 구성합니다.로컬 RADIUS 서버이므로 지정된 IP 주소는 이 무선 인터페이스의 주
소입니다.사용된 공유 비밀 키는 AAA 클라이언트 컨피그레이션에서 동일해야 합니다.이 예에
서 공유 비밀은 cisco입니다
.



Apply를 클릭합니다.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Default Server Priorities(기본 서버 우선 순
위) 섹션을 찾습니다.이 섹션에서 다음 예와 같이 MAC 인증을 위한 기본 우선순위 서버로 이
RADIUS 서버(10.2.1.1)를 선택합니다
.



AAA 클라이언트 및 사용자 자격 증명을 구성하려면 Wireless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Local RADIUS Server(로컬 RADIUS 서버)를 선택합니다.Local
RADIUS Server(로컬 RADIUS 서버) 페이지에서 GENERAL SET-UP을 클릭합니다
.



GENERAL SET-UP 페이지에서 표시된 대로 AAA 클라이언트 및 공유 비밀 키를 구성합니다
.로컬 RADIUS 서버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서버와 AAA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동일합니다
.



GENERAL SET-UP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Individual Users 컨피그레이션 섹션을 찾습
니다.Individual Users(개별 사용자) 섹션에서 무선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를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구성합니다.MAC Authentication Only(MAC 인증 전용) 확인란을 활성화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때때로 인증 실패를 방지하려면 이 예와 같이 분리가 없는 연속 형식으로 클라
이언트의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SSID
Manager를 선택하여 SSID 및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보안:SSID Manager 페이지에서
SSID를 구성하고 1단계에서 생성한 VLAN에 SSID를 할당하여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SSID를
활성화합니다.이 페이지의 Authentication Settings(인증 설정) 섹션에서 Open
Authentication(인증 열기)을 선택하고 해당 드롭다운 상자에서 MAC Authentication(MAC 인
증)을 선택합니다.Server Priority(서버 우선순위)를 구성하려면 MAC Authenticate
Servers(MAC 인증 서버) 아래에서 Customize(사용자 지정)를 선택하고 로컬 RADIUS 서버
10.2.1.1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다음은 이 단계를 설명하는 예입니다
.

4.



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Configure Internal
DHCP Server for Wireless Clients(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 구성) 섹
션에서 설명한 동일한 단계를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완료합니다.DHCP 풀 이름
:VLAN 2DHCP 풀 네트워크:10.2.0.0서브넷 마스크:255.255.0.0시작 IP:10.2.1.5종료
IP:10.2.1.10기본 라우터:10.2.1.1

5.

802.1x/EAP 인증 구성

이 인증 유형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EAP를 사용하여 EAP 호환
RADIUS 서버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AP는 무선 클라이언트 장치 및 RADIUS 서버가 상호 인증을 수
행하고 동적 유니캐스트 WEP 키를 파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RADIUS 서버는 AP에 WEP 키를
보냅니다. AP는 AP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거나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모든 유니캐스트 데이터 신
호에 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에 대한 EAP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용 가능한 EAP 인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LEAP(Lightweight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를 EAP 인증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LEAP는 사
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로 사용합니다.

참고: EAP 인증 유형으로 EAP-FAST(Secure Tunneling)를 통한 EAP-Flexible Authentication(EAP-
FAST)을 구성하려면 EAP-FAST 버전 1.02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EAP 인증에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SSID 이름: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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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ID:3●

VLAN IP 주소:10.3.1.1/16●

이 VLAN/SSID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DHCP 주소 범위:10.3.1.5/16 - 10.3.1.10/16●

EAP 인증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VLAN을 생성하고 구성하려면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으로 열기 구성)의 1 및 2단계를 반복합니다.VLAN ID:3무선 인터페
이스 IP 주소:10.3.1.1서브넷 마스크:255.255.0.0

1.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한 로컬 RADIUS 서버를 구성합니다.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
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으
로 열기 구성)의 3a~3c 단계를 반복합니다.RADIUS 서버의 IP 주소:10.3.1.1공유 암호:cisco다
음은 EAP 인증의 2단계를 설명하는 컨피그레이션 화면입니다
.

2.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Default Server Priorities(기본 서버 우선 순위) 섹션을 찾습니다
.이 섹션에서 이 예와 같이 EAP 인증을 위한 기본 우선순위 서버로 이 RADIUS 서버
(10.3.1.1)를 선택합니다
.

3.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을 사용하여 열기 구성)의 3e 및 3f를 반
복합니다.

4.

EAP 인증을 위해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MAC 인증을 사용하여 Open을 구
성하는 3g 및 3h 단계를 반복합니다.AAA 클라이언트 IP 주소:10.3.1.1공유 암호
:ciscoIndividual Users(개별 사용자) 섹션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user1로 구성합니다.

5.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SSID
Manager를 선택하여 SSID 및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보안:SSID Manager 페이지에서
SSID를 구성하고 1단계에서 생성한 VLAN에 SSID를 할당하여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SSID를
활성화합니다.이 페이지의 Authentication Settings(인증 설정) 섹션에서 Open
Authentication(인증 열기)을 선택하고 해당 드롭다운 상자에서 EAP Authentication(EAP 인증
)을 선택합니다.또한 네트워크 EAP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Server Priorities(서버 우선 순위
)를 구성하려면 EAP Authenticate Servers(EAP 인증 서버)에서 Customize(사용자 지정)를 선
택하고 로컬 RADIUS 서버 10.3.1.1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다음은 이러한 단계를 설명하는
예입니다
.

6.



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Configure Internal
DHCP Server for Wireless Clients(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 구성) 섹
션에서 설명한 동일한 단계를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완료합니다.DHCP 풀 이름
:VLAN 3DHCP 풀 네트워크:10.3.0.0서브넷 마스크:255.255.0.0시작 IP:10.3.1.5종료
IP:10.3.1.10기본 라우터:10.3.1.1

7.

무선 클라이언트를 성공적으로 인증할 때 동적 키 관리에 사용할 암호를 구성합니다.무선 홈
페이지에서 무선 보안 > 암호화 관리자를 선택하여 암호화 설정을 구성합니다.Security(보안
)의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Encryption Manager(암호화 관리자)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
합니다.Encryption Manager 페이지에서 Set Encryption Mode(암호화 모드 설정)에 3을 입력
하고 VLAN에 대한 키를 입력합니다.Encryption Mode로 Cipher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상자에
서 Cipher encryption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TKIP를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합
니다
.

8.



참고: SDM을 통해 무선 라우터에서 여러 인증 유형을 구성하는 동안, 동일한 라우터에서 암호
화 모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인증 유형을 모두 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
우 SDM을 통해 구성된 암호화 설정이 라우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를 해결하려면
CLI를 통해 이러한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

공유 인증 구성

Cisco는 IEEE 802.11b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유 키 인증을 제공합니다.

공유 키 인증 중에 AP는 AP와의 통신을 시도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암호화되지 않은 챌린지 텍스트
문자열을 전송합니다.인증을 요청하는 디바이스는 챌린지 텍스트를 암호화하여 AP로 다시 전송합
니다.챌린지 텍스트가 올바르게 암호화된 경우 AP는 요청 디바이스가 인증하도록 허용합니다.암호
화되지 않은 도전과 암호화된 챌린지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하면 암호화되
지 않은 텍스트 문자열과 암호화된 텍스트 문자열을 비교하여 WEP 키를 계산하는 침입자로부터
AP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공유 키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공유 인증에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SSID 이름:공유●

VLAN ID:4●

VLAN IP 주소:10.4.1.1/16●

이 VLAN/SSID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DHCP 주소 범위:10.4.1.5/16 - 10.4.1.10/16●

공유 인증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2_13_JA/configuration/guide/s13auth.html#wp1035341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VLAN을 생성하고 구성하려면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으로 열기 구성)의 1 및 2단계를 반복합니다.VLAN ID:4무선 인터페
이스 IP 주소:10.4.1.1서브넷 마스크:255.255.0.0

1.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서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SSID
Manager를 선택하여 SSID 및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보안:SSID Manager 페이지에서
SSID를 구성하고 1단계에서 생성한 VLAN에 SSID를 할당하여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SSID를
활성화합니다.이 페이지의 Authentication Settings(인증 설정) 섹션에서 Shared
Authentication(공유 인증)을 선택합니다.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하는 컨피그레이션 화면입니다
.

Apply를 클릭합니다.

2.

이 SSID/VLAN에 대한 WEP 암호화를 구성합니다.공유 키 인증이므로 인증에도 동일한 키가
사용됩니다.무선 홈 페이지에서 무선 보안 > 암호화 관리자를 선택하여 암호화 설정을 구성합
니다.보안:Encryption Manager 페이지에서 Set Encryption Mode(암호화 모드 설정)에 4를 입
력하고 VLAN에 대한 키를 입력합니다.WEP 암호화 선택:암호화 모드로 필수이 VLAN에 대한
암호화 키를 설정합니다.이 섹션에서는 다음 암호화 키 설정을 사용합니다.암호화 키 슬롯
1:전송 키로 사용암호화 키 크기:40비트16진수 값의 암호화 키:1234567890참고: 무선 클라이
언트에서 동일한 암호화 키 슬롯(이 경우 1)을 전송 키로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무선 클라이언
트가 이 WLAN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동일한 키 값(이 경우 1234567890)으로 무선 클라이언
트를 구성해야 합니다.이 구성 화면에서는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

3.



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Configure Internal
DHCP Server for Wireless Clients of This VLAN 섹션에 설명된 동일한 단계를 다음 컨피그레
이션 매개변수로 완료합니다.DHCP 풀 이름:VLAN 4DHCP 풀 네트워크:10.4.0.0서브넷 마스
크:255.255.0.0시작 IP:10.4.1.5종료 IP:10.4.1.10기본 라우터:10.4.1.1

4.

WPA 인증 구성

WPA는 기존 및 미래의 무선 LAN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액세스 제어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
는 표준 기반의 상호 운용 가능한 보안 개선 기능입니다.WPA 키 관리는 두 가지 상호 배타적인 관
리 유형을 지원합니다.WPA 및 WPA-PSK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PA 키 관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WPA 키 관리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와 인증 서버가 EAP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인증하고 클
라이언트와 서버는 PMK(pairwise master key)를 생성합니다. 서버는 WPA를 사용하여 PMK를 동
적으로 생성하여 AP에 전달합니다.

이 예에서는 WPA 인증에 다음 구성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SSID 이름:wpa●

VLAN ID:5●

VLAN IP 주소:10.5.1.1/16●

이 VLAN/SSID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DHCP 주소 범위:10.5.1.5/16 - 10.5.1.10/16●

WPA 인증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2_13_JA/configuration/guide/s13auth.html#wp1038477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VLAN을 생성하고 구성하려면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으로 열기 구성)의 1 및 2단계를 반복합니다.VLAN ID:5무선 인터페
이스 IP 주소:10.5.1.1서브넷 마스크:255.255.0.0

1.

WPA는 키 관리 표준이므로 WPA 키 관리에 사용할 암호를 구성합니다.무선 홈 페이지에서 무
선 보안 > 암호화 관리자를 선택하여 암호화 설정을 구성합니다.Security(보안)의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Encryption Manager(암호화 관리자)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ncryption Manager 페이지에서 Set Encryption Mode(암호화 모드 설정)에 5를 입력하고
VLAN에 대한 키를 입력합니다.Cipher as Encryption Mode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상자에서
Cipher encryption algorithm을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TKIP를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합니
다
.

참고: SDM을 통해 무선 라우터에서 여러 인증 유형을 구성하는 동안, 동일한 라우터에서 암호
화 모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인증 유형을 모두 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
우 SDM을 통해 구성된 암호화 설정이 라우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를 해결하려면
CLI를 통해 이러한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

2.

다음 단계는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해 로컬 RADIUS 서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이 작업을 수행
하려면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으로 열기 구성)의 3a~3c 단계를 반복합니다.RADIUS 서버의 IP 주
소:10.5.1.1공유 암호:cisco서버 관리자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기본 서버 우선순위 섹션
을 찾습니다.이 섹션에서 다음 예와 같이 EAP 인증을 위한 기본 우선 순위 서버(10.5.1.1)로 이
RADIUS 서버(10.5.1.1)를 선택합니다
.

3.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을 사용하여 열기 구성)의 3e 및 3f를 반
복합니다.EAP 인증을 위해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MAC 인증을 사용하여
Open을 구성하는 3g 및 3h 단계를 반복합니다.AAA 클라이언트 IP 주소:10.5.1.1공유 암호
:ciscoIndividual Users(개별 사용자) 섹션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user2로 구성합니다.
SSID에 대해 WPA를 활성화하려면 SSID에서 EAP 또는 네트워크 EAP로 열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네트워크 EAP를 활성화하려면 Wireless Application(무선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
서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SSID Manager를 선택하여 SSID 및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
다.보안:SSID Manager 페이지에서 SSID를 구성하고 1단계에서 생성한 VLAN에 SSID를 할당
하여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SSID를 활성화합니다.이 페이지의 Authentication Settings(인증 설
정) 섹션에서 Open Authentication(인증 열기)을 선택하고 해당 드롭다운 상자에서 EAP
Authentication(EAP 인증)을 선택합니다.또한 네트워크 EAP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Server
Priorities(서버 우선 순위)를 구성하려면 EAP Authenticate Servers(EAP 인증 서버)에서
Customize(사용자 지정)를 선택하고 로컬 RADIUS 서버 10.5.1.1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다
음은 이러한 단계를 설명하는 예입니다
.

4.



SSID Manager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Authenticated Key Management 섹션을 찾습니
다.

5.

이 섹션의 Key Management 드롭다운 상자에서 Mandatory(필수)를 선택하고 WPA 확인란을
활성화합니다.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구성 창이 있습니다
.

6.



Apply를 클릭합니다.7.
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Configure Internal
DHCP Server for Wireless Clients of This VLAN 섹션에 설명된 동일한 단계를 다음 컨피그레
이션 매개변수로 완료합니다.DHCP 풀 이름:VLAN 5DHCP 풀 네트워크:10.5.0.0서브넷 마스
크:255.255.0.0시작 IP:10.5.1.5종료 IP:10.5.1.10기본 라우터:10.5.1.1

8.

WPA-PSK 인증 구성

다른 WPA 키 관리 유형은 WPA-PSK입니다.WPA-PSK는 802.1x 기반 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무선
LAN에서 WPA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유형의 경우 AP에서 사전 공유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전 공유 키를 ASCII 또는 16진수 문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키를 ASCII 문자로 입력할 경우
8~63자를 입력하면 AP는 비밀번호 기반 암호화 표준(RFC2898)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키
를 확장합니다. 16진수 문자로 키를 입력할 경우 64개의 16진수 문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WPA-PSK 인증에 다음 구성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SSID 이름:wpa-psk●

VLAN ID:6●

VLAN IP 주소:10.6.1.1/16●

이 VLAN/SSID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HCP 주소 범위:10.6.1.5/16 - 10.6.1.10/16●

WPA-PSK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VLAN을 생성하고 구성하려면 Configure Open with MAC
Authentication(MAC 인증으로 열기 구성)의 1 및 2단계를 반복합니다.VLAN ID:6무선 인터페
이스 IP 주소:10.6.1.1서브넷 마스크:255.255.0.0

1.



WPA-PSK는 키 관리 표준이므로 WPA 키 관리에 사용할 암호를 구성합니다.무선 홈 페이지에
서 무선 보안 > 암호화 관리자를 선택하여 암호화 설정을 구성합니다.Security(보안)의
Wireless Security(무선 보안) > Encryption Manager(암호화 관리자) 창에서 다음을 수행합니
다.Encryption Manager 페이지에서 Set Encryption Mode(암호화 모드 설정)에 6을 입력하고
VLAN에 대한 키를 입력합니다.Cipher as Encryption Mode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상자에서
Cipher encryption algorithm을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TKIP+WEP 128비트를 암호 알고리즘
으로 사용합니다
.

참고: SDM을 통해 무선 라우터에서 여러 인증 유형을 구성하는 동안, 동일한 라우터에서 암호
화 모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인증 유형을 모두 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
우 SDM을 통해 구성된 암호화 설정이 라우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를 해결하려면
CLI를 통해 이러한 인증 유형을 구성합니다.

2.

SSID에 대해 WPA-PSK를 활성화하려면 SSID에서 개방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개방 인증
을 활성화하려면 WEP 암호화로 개방 인증 구성의 6단계를 반복합니다.다음은 WPA-PSK의
구성 창입니다
.

3.



SSID Manager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Authenticated Key Management 섹션을 찾습니
다.

4.

이 섹션의 Key Management(키 관리) 드롭다운 상자에서 Mandatory(필수)를 선택하고 WPA
확인란을 활성화한 다음 ASCII 또는 16진수 형식으로 WPA 사전 공유 키를 입력합니다.이 예
에서는 ASCII 형식을 사용합니다.클라이언트 측 컨피그레이션에서 동일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5단계를 설명하는 컨피그레이션 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

5.



이 구성에 사용된 WPA 사전 공유 키는 1234567890입니다.
Apply를 클릭합니다.6.
이 VLAN의 무선 클라이언트용 내부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Configure Internal
DHCP Server for Wireless Clients of This VLAN 섹션에 설명된 동일한 단계를 다음 컨피그레
이션 매개변수로 완료합니다.DHCP 풀 이름:VLAN 6DHCP 풀 네트워크:10.6.0.0서브넷 마스
크:255.255.0.0시작 IP:10.6.1.5종료 IP:10.6.1.10기본 라우터:10.6.1.1

7.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SDM을 통해 ISR을 구성한 후 라우터가 이러한 무선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WLAN 네트워크에 대
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인증 유형에 대해 무선 클라이언트를 구성해야 합니다.이
문서에서는 클라이언트측 구성에 ADU를 사용합니다.

WEP 암호화를 사용하여 개방 인증을 위한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U의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창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열린 인증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창이 표시됩니다.

1.

General(일반) 탭 아래에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사용할 프로파일 이름 및 SSID를 입력합니
다.이 예에서는 프로파일 이름과 SSID가 openwep입니다.참고: SSID는 개방 인증을 위해
ISR에서 구성한 SSID와 일치해야 합니다
.

2.



보안 탭을 클릭하고 보안 옵션을 WEP 암호화를 위한 사전 공유 키(고정 WEP)로 둡니다.3.
다음 예와 같이 Configure(구성)를 클릭하고 사전 공유 키를 정의합니다
.

4.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페이지에서 Advanced(고급) 탭을 클릭하고 802.11
Authentication Mode(802.11 인증 모드)를 Open(열린 인증)으로 설정합니다
.

5.



WEP 인증을 사용하여 열기를 확인하려면 구성된 openwep SSID를 활성화합니다
.

6.

무선 클라이언트가 라우터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는 show dot11
associations 명령을 사용하여 무선 라우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show dot11 associations

7.



802.11 Client Stations on Dot11Radio0:

SSID [openwep] :

MAC Address    IP address      Device        Name            Parent         State

0040.96ac.e657 10.1.1.5        CB21AG/PI21AG client          self           Assoc

Others:  (not related to any ssid)

MAC 인증을 사용하여 열도록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U의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창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열린 인증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창이 표시됩니다.

1.

General(일반) 탭 아래에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사용할 프로파일 이름 및 SSID를 입력합니
다.이 예에서는 프로파일 이름 및 SSID가 openmac입니다.참고: SSID는 개방 인증을 위해
ISR에서 구성한 SSID와 일치해야 합니다
.

2.

Security(보안) 탭을 클릭하고 보안 옵션을 None(없음)으로 유지하여 MAC 인증을 엽니다.그
런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3.



MAC 인증으로 열기를 확인하려면 구성된 openmac SSID를 활성화합니다
.

4.

무선 클라이언트가 라우터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는 show dot11
associations 명령을 사용하여 무선 라우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show dot11 associations

802.11 Client Stations on Dot11Radio0:

5.



SSID [openmac] :

MAC Address    IP address      Device        Name            Parent         State

0040.96ac.e657 10.2.1.5        CB21AG/PI21AG client1         self           MAC-Assoc

SSID [openwep] :

Others:  (not related to any ssid)

802.1x/EAP 인증을 위한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U의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창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열린 인증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창이 표시됩니다.

1.

General(일반) 탭 아래에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사용할 프로파일 이름 및 SSID를 입력합니
다.이 예에서는 프로파일 이름 및 SSID가 leap입니다.참고: SSID는 802.1x/EAP 인증을 위해
ISR에서 구성한 SSID와 일치해야 합니다.

2.

Profile Management(프로파일 관리)에서 Security(보안) 탭을 클릭하고 보안 옵션을 802.1x로
설정하고 적절한 EAP 유형을 선택합니다.이 문서에서는 LEAP를 인증에 EAP 유형으로 사용
합니다.

3.

LEAP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설정을 구성하려면 Configure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설정에서 이 예에서는 Manually Prompt for User Name and
Password(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수동 프롬프트)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에 연
결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올바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

4.



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

5.

EAP 인증을 확인하려면 구성된 leap SSID를 활성화합니다.LEAP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자격 증명을 user1으로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6.



무선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인증되고 IP 주소로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ADU 상태 창에
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라우터의 CLI에서 출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Router#show dot11 associations

802.11 Client Stations on Dot11Radio0:

SSID [leap] :

MAC Address    IP address      Device        Name            Parent         State

0040.96ac.e657 10.3.1.5        CB21AG/PI21AG client2         self           EAP-Assoc

SSID [openmac] :

SSID [openwep] :

7.



Others:  (not related to any ssid)

공유 인증을 위한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U의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창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열린 인증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창이 표시됩니다.

1.

General(일반) 탭 아래에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사용할 프로파일 이름 및 SSID를 입력합니
다.이 예에서는 프로파일 이름과 SSID가 공유됩니다.참고: SSID는 개방 인증을 위해 ISR에서
구성한 SSID와 일치해야 합니다.

2.

보안 탭을 클릭하고 보안 옵션을 WEP 암호화를 위한 사전 공유 키(고정 WEP)로 둡니다.그런
다음 Configure(구성)를 클릭합니다
.

3.

다음 예와 같이 사전 공유 키를 정의합니다
.

4.



확인을 클릭합니다.5.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에서 Advanced(고급) 탭을 클릭하고 802.11 Authentication
Mode(802.11 인증 모드)를 Shared(공유 인증)로 설정합니다.

6.

공유 인증을 확인하려면 구성된 공유 SSID를 활성화합니다.7.
무선 클라이언트가 라우터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는 show dot11
associations 명령을 사용하여 무선 라우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show dot11 associations

802.11 Client Stations on Dot11Radio0:

SSID [shared] :

MAC Address    IP address      Device        Name            Parent         State

0040.96ac.e657 10.4.1.5        CB21AG/PI21AG WCS             self           Assoc

8.

WPA 인증을 위한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U의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창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열린 인증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창이 표시됩니다.

1.

General(일반) 탭 아래에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사용할 프로파일 이름 및 SSID를 입력합니
다.이 예에서는 프로파일 이름 및 SSID가 wpa입니다.참고: SSID는 WPA(EAP 포함) 인증을
위해 ISR에서 구성한 SSID와 일치해야 합니다.

2.

프로파일 관리에서 보안 탭을 클릭하고 보안 옵션을 WPA/WPA2/CCKM로 설정하고 적절한
WPA/WPA2/CCKM EAP 유형을 선택합니다.이 문서에서는 LEAP를 인증에 EAP 유형으로 사
용합니다.

3.

LEAP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설정을 구성하려면 Configure를 클릭합니다
.

4.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설정에서 이 예에서는 Manually prompt for User Name and
Password(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수동 프롬프트)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에 연
결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올바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
다.
확인을 클릭합니다.5.
EAP 인증을 확인하려면 구성된 leap SSID를 활성화합니다.LEAP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두 자격 증명을 user2로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무선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인증되고 IP 주소로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ADU 상태 창에
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WPA-PSK 인증을 위한 무선 클라이언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U의 Profile Management(프로필 관리) 창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열린 인증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창이 표시됩니다.

1.

General(일반) 탭 아래에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사용할 프로파일 이름 및 SSID를 입력합니
다.이 예에서는 프로파일 이름 및 SSID가 wpa-psk입니다.참고: SSID는 WPA-PSK 인증을 위
해 ISR에서 구성한 SSID와 일치해야 합니다.

2.

프로파일 관리에서 보안 탭을 클릭하고 보안 옵션을 WPA/WPA2 암호로 설정합니다.그런 다
음 구성을 클릭하여 WPA 암호를 구성합니다
.

3.

WPA 사전 공유 키를 정의합니다.키는 8~63자의 ASCII 문자여야 합니다.그런 다음 확인을 클
릭합니다
.

4.



   

WPA-PSK를 확인하려면 구성된 wpa-psk SSID를 활성화합니다.5.
무선 클라이언트가 라우터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는 show dot11
associations 명령을 사용하여 무선 라우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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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명령

이러한 debug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debug dot11 aaa authenticator all - MAC 및 EAP 인증 패킷의 디버깅을 활성화합니다.●

debug radius authentication(디버그 radius 인증) -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RADIUS 협상을 표
시합니다.

●

debug radius local-server packets - 전송 및 수신된 RADIUS 패킷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debug radius local-server client - 실패한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관련 정보

무선 LAN 컨트롤러 인증 컨피그레이션 예●

VLAN 구성●

내부 DHCP 및 개방형 인증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1800 ISR 무선 라우터 예●

Cisco Wireless ISR and HWIC Access Point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WEP 암호화 및 LEAP 인증 구성을 사용하여 ISR을 사용하는 무선 LAN 연결 예●

인증 유형 구성●

WEP 암호화 및 LEAP 인증 구성을 사용하여 ISR을 사용하는 무선 LAN 연결 예●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7f42e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4_3g_JA/configuration/guide/s43vlan.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5e7a23.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1800/wireless/configuration/guide/awg.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608364.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2_13_JA/configuration/guide/s13auth.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608364.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products/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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