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 무선 네트워크 구성 
개요
 

Cisco Small Business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 소규모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직원이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WAP371과 같은 제품은 기존 네트워크에 쉽게 통합
할 수 있으며 최신 802.11ac 고속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Cisco Wireless Guest Access 기능
은 직원과 네트워크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이동성과 편의성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Cisco 무선 게스트 액세스 기능은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방문자에게 무선 액세
스를 제공하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무선 게스트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
은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열린 연결을 통해 게스트에 인터넷 액세스 
· 게스트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별도로 유지 
· 게스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하지 못하도록 격리된 각 게스트에 대한 무선 액세스
  

주요 기능
 
VLAN 간 라우팅
 

Cisco RV 라우터의 VLAN 간 라우팅을 Cisco 소규모 비즈니스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무선
SSID 격리 기능과 결합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기존 Cisco 소규모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게스트
액세스를 위한 간단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선 SSID 격리
 

무선 SSID 격리 기능은 게스트 무선 네트워크의 사용자를 일반 무선 네트워크의 사용자와 분
리합니다.또한 SSID 내에서 무선 격리를 활성화하면 게스트 네트워크의 무선 사용자도 서로
분리됩니다.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추가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02.1Q 캡슐화
 

IEEE 802.1Q 표준은 단일 링크를 통해 여러 VLAN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트렁크
라고도 합니다.패킷이 "taged(태그 지정)"로 표시될 경우, 수신 엔드가 어떤 VLAN에 속하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 정보와 함께 링크를 통해 전송됩니다.식별 정보 없이 링크를 통해 "태
그 없는" 트래픽이 전송됩니다."Excluded"로 표시된 트래픽은 링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된 디바이스
 

·RV130 라우터(1.0.1.3) 
· SG300 Series Gigabit PoE+ Managed Switch(1.4.0.88) 
· WAP371 Wireless Access Point(1.1.2.3) 
 
 

참고:사용된 장치만 이 구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설정은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
습니다.게스트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특정 디바이스의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WAP371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려면 802.3at 호환 전원 소스가 필요합



니다.이 기능은 모든 Cisco PoE+ 스위치에서 또는 802.3at PoE Injector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 시나리오에서는 RV130의 WAN 포트가 광대역 인터넷 연결에 연결되고 RV 130의 포트
1이 SG300의 포트 G9에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SG300의 포트 1이 WAP371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었습니다. WAP에 5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371 - 더 높은 대역폭을 활용합니다.
  

절차
 
RV130에서 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
 

1단계. 라우터에 대한 웹 구성 유틸리티를 열고 Networking(네트워킹) > LAN > VLAN
Membership(VLAN 구성원)으로 이동합니다.VLAN Membership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Add Row(행 추가)를 클릭하여 테이블에 새 VLAN을 추가합니다.VLAN 설정 테이블에
새 행이 나타납니다.
 

 
3단계. VLAN ID 필드에 게스트 VLAN ID의 번호를 입력합니다.이 ID 번호는 스위치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설정에도 적용됩니다.이 예에서는 게스트 네트워크에 대해 VLAN ID 25가 선
택됩니다.
 



 
4단계. Description(설명) 필드에 VLAN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 예에서는 게스트 네트워크 액
세스에 사용되므로 이 이름은 Guest로 지정됩니다.
 

 
5단계. 각 포트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라우터를 스위치에 연결하는 포트에 대해 Tagged를 선
택합니다.이렇게 하면 게스트 VLAN의 패킷이 표시되어 수신 끝의 다른 디바이스에서 패킷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연결되지 않은 다른 모든 포트에 대해 Excluded(제외)를 선택하여 이러한
포트로 이동하는 게스트 VLAN에서 트래픽을 차단합니다.이 예에서 RV130은 LAN 포트 1을
통해 SG300에 연결됩니다. "태그 지정" 및 "태그 없음" 트래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의 주요 기능 섹션에서 802.1Q 캡슐화를 참조하십시오.
 



 
6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새로 생성한 게스트 VLAN을 저장합니다.
 

  
SG300에서 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
 

이 섹션에서는 게스트 액세스 VLAN 25가 SG300 스위치에 추가되고 VLAN이 라우터에 트렁
크에 포함됩니다.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RV130 라우터에 직접 연결하려면 WAP371에서 게스
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으로 건너뜁니다.
 
1단계. SG300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VLAN Management(VLAN 관리) > VLAN
Settings(VLAN 설정)로 이동합니다.VLAN Setting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단계. Add...를 클릭하여 새 VLAN을 추가합니다.
 



 
Add VLAN(VLAN 추가) 창이 나타납니다.
 

 
3단계. VLAN ID 필드에 게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사용할 VLAN의 ID를 입력합니다.ID가 이
전 섹션의 라우터에 설정된 ID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VLAN Name 필드에 게스트 VLAN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단계. VLAN Interface State 필드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위치 내에서 VLAN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Link Status SNMP Traps(링크 상태 SNMP 트랩) 필드에서 이 VLAN의 작
동 상태와 관련된 SNMP Traps를 스위치가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트랩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스위치가 SNMP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포함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7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새로 생성된 VLAN이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8단계. Close(닫기)를 클릭하여 Add VLAN 창을 닫습니다.
 



 
9단계. VLAN Management(VLAN 관리) > Port to VLAN(VLAN 포트)으로 이동합니다.Port to
VLAN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0단계. VLAN ID equals to 드롭다운 목록에서 게스트 네트워크의 ID를 선택합니다.
 



 
11단계. 이동을 클릭합니다.게스트 VLAN에 대한 VLAN Membership 테이블이 아래에 표시됩
니다.
 

 
12단계. 표에 나열된 스위치의 포트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멤버
십 유형을 선택합니다.WAP371(GE1) 및 RV130(GE9)에 스위치를 연결하는 포트는 수신 끝
에서 식별되는 패킷을 나타내기 위해 Tagged를 사용해야 하며, 게스트 VLAN에 대해 연결되
지 않은 다른 모든 포트는 Excluded로 설정하여 게스트 트래픽의 입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13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14단계:Administration(관리) > File Management(파일 관리) > Copy/Save Configuration(컨피
그레이션 복사/저장)으로 이동합니다.구성 복사/저장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5단계:Apply(적용)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이 페이지에 표시되는 필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WAP371의 Download/Backup 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16단계:확인을 클릭합니다.Copy/Save Configuration Statu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7단계:완료를 클릭합니다.
  

WAP371에서 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
 

이 섹션에서는 게스트 액세스를 위해 별도의 SSID가 생성되고 무선 네트워크에 보안 설정이
적용됩니다.
  

무선 라디오 활성화
 

1단계. 무선 액세스 포인트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무선 > 라디오로 이동합니다
.Radio(무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단계. 활성화하려는 무선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2.4Ghz 밴드는 널리 지
원됩니다.5Ghz 대역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범위가 더 작지만 속도가 더 빠릅
니다.
 



 
3단계. Radio 필드에서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여 무선 무선 무선 라디오를 사용하도
록 설정합니다.5GHz 라디오를 활성화하는 경우 802.3at 호환 전원 소스가 필요하다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일반 PoE는 802.3at 표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PoE+ 장치 및 AC 어댑
터는 802.3at 표준을 충족합니다.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4단계.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저장을 누릅니다.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5단계.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SSID에 VLAN 할당
 

1단계. 무선 액세스 포인트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무선 >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Network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단계. Radio 필드에서 무선 게스트 액세스에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무선에 해당하는 라디
오 버튼을 선택합니다.이전 섹션의 2단계에서 활성화한 라디오와 일치해야 합니다.
 

 



3단계. VLAN ID가 1인 SSID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이렇게 하면 내
부 사용을 위해 VLAN과 일치하는 필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SSID Name 필드에 내부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단계. 내부 사용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에 보안 암호를 추가하려면 보안 드롭다운 목록에서 
WPA 개인을 선택합니다.다음과 같은 새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참고:WPA 엔터프라이즈는 중앙 집중식 RADIUS 서버를 통해 개별 사용자의 로깅을 제공하
는 고급 보안 옵션입니다.WPA 엔터프라이즈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P351, WAP131
및 WAP371에서 VA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6단계. Key 필드에 무선 액세스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Key Strength Meter는 선택
한 비밀번호의 강도를 가능한 보안 위협과 평가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wireless/cisco-small-business-100-series-wireless-access-points/smb5072-configuring-a-vap-on-the-wap351-wap131-and-wap371.html


 
7단계. 게스트 SSID를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SSID 목록에 새 항목이 나타납니
다.
 

 
8단계. 게스트 SSID 설정을 시작하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9단계. VLAN ID 필드에 네트워크의 게스트 VLAN과 연결된 ID를 입력합니다.이 ID는 라우터
와 스위치를 구성하는 동안 선택한 ID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0단계. SSID Name 필드에 게스트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11단계. 게스트 네트워크 사용자가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통신할 수 없게 하려면 
Channel Isolation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2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새로 구성된 SSID를 저장합니다.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13단계: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SSID 확인



이제 이 기사의 WAP371에서 Adding and Configuring a Guest Access VLAN(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의 Assign the VLANs to SSIDs(VLAN에 VLAN 할당) 하위 섹션에서 구성
한 2개의 새 무선 네트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무선 게스트 액세스 관리
 

고급 무선 게스트 액세스 기능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로그인이 필요한 웹 브라우저의 종
속 포털 페이지로 게스트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계속하려
면 사용자가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고급 게스트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여 전용 종속 포
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P371에서 종속 포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게스트 액세스에 대한 FAQ에 대한 답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게스트 무선 네트워크 구성
	개요
	주요 기능
	VLAN 간 라우팅
	무선 SSID 격리
	802.1Q 캡슐화

	사용된 디바이스
	네트워크 토폴로지
	절차
	RV130에서 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

	SG300에서 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
	WAP371에서 게스트 액세스 VLAN 추가 및 구성
	무선 라디오 활성화
	SSID에 VLAN 할당
	SSID 확인

	기타 고려 사항
	무선 게스트 액세스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