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20W 및 RV220W의 무선 보안 지침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RV120W 및 RV220W에 대한 무선 보안 지침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220W 
· RV120W
  

무선 보안 팁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를 안전하
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 무선 네트워크 이름 또는 SSID 변경
 
무선 장치는 공장에서 기본 무선 네트워크 이름 또는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설정합
니다.무선 네트워크의 이름이며 최대 32자까지 가능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이름을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무선 네트워크와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다
른 무선 네트워크를 구분해야 하지만 개인 정보(예: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
선 네트워크를 검색할 때 이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비밀번호 변경
 
액세스 포인트, 라우터, 게이트웨이와 같은 Cisco Small Business 무선 제품의 경우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이러한 디바이스는 공장에서
설정한 기본 비밀번호를 가집니다.기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cisco입니다.해커는 이러
한 기본값을 알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액세스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려
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무단 변경을 방지하려면 장치의 암호를 사용자 지정하여 추측하기 어
렵습니다.
 
·MAC 주소 필터링 활성화
 
Cisco 라우터와 게이트웨이는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필터링을 활성화하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MAC 주소는 모든 네트워킹 디바이스에 할당된 고유한 일련 번호와 문자입니
다.MAC 주소 필터링을 활성화하면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는 특정 MAC 주소가 있는 무선 장
치에만 제공됩니다.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있는 각 컴퓨터의 MAC 주소를 지정하여 해당 컴
퓨터만 무선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사용
 
암호화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호합니다.WPA/WPA2(Wi-Fi
Protected Access) 및 WEP(Wired Equivalency Privacy)는 무선 통신을 위한 다양한 보안 수
준을 제공합니다.현재 WPA2를 지원하려면 Wi-Fi 인증을 받은 장치가 필요하지만 WEP를
지원하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WPA/WPA2는 동적 키 암호화를 사용하므로 WPA/WPA2로 암호화된 네트워크는 WEP로
암호화된 네트워크보다 안전합니다.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보호하려면 네트워크 장
비에서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WEP는 이전 암호화 표준이며 WPA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이전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
일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무선 라우터, 액세스 포인트 또는 게이트웨이를 외부 벽이나 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무선 라우터, 액세스 포인트 또는 게이트웨이가 사용되지 않을 때(예: 밤이나 휴가 중) 전원
을 끕니다.
 
·길이가 8자 이상인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십시오.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 단어를 사용하
지 않도록 문자와 숫자를 결합합니다.
 


	RV120W 및 RV220W의 무선 보안 지침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무선 보안 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