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802.1x 속성 구
성 

목표
 

IEEE 802.1x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액세스 제어를 용이하게 하는 표준입니다.LAN을 통
해 클라이언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위치 포트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이 경우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를 실행하는 인증 서버에서 인증해야
합니다.802.1x 포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하려면 스위치에서 802.1x를 전역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802.1x를 완전히 구성하려면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1. VLAN을 생성하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2. VLAN에 포트를 할당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서를 계속합니다.CLI에서 구성하려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3. 포트 인증을 구성하려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인증 및 게스트 VLAN 속성을 포함하는 802.1x 속성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기타 구성에 대해서는 위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게스트 VLAN은 802.1x 또는
MAC 기반 인증을 통해 가입 디바이스 또는 포트를 인증하고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
  

소프트웨어 버전
 

•1.3.0.62
  

802.1x 속성에서 포트 기반 인증 및 게스트 VLAN 활성화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보안 > 802.1X >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등록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http://sbkb.cisco.com/CiscoSB/ukp.aspx?login=1&pid=2&app=search&vw=1&articleid=2590
http://sbkb.cisco.com/CiscoSB/ukp.aspx?login=1&pid=2&app=search&vw=1&articleid=5653
http://sbkb.cisco.com/CiscoSB/ukp.aspx?login=1&pid=2&app=search&vw=1&articleid=3202


 
2단계. 포트 기반 802.1x 인증을 활성화하려면 Enable in Port-Based Authentication 필드를
선택합니다.
 

 
3단계. Authentication Method(인증 방법) 필드에서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RADIUS 서버는 클라이언트 인증을 수행합니다.이 서버는 사용자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가 LAN 및 기타 스위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위치에 알립니다
.스위치는 프록시 역할을 하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투명합니다.
 

 
·RADIUS, None — RADIUS 서버의 도움으로 먼저 포트 인증을 수행합니다.서버가 다운된



경우와 같이 서버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 인증이 수행되지 않고 세션이 허용됩니다.서버를 사
용할 수 있고 사용자 자격 증명이 올바르지 않으면 액세스가 거부되고 세션이 종료됩니다.
 
·RADIUS — RADIUS 서버를 기반으로 포트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이 수행되지 않으면 세
션이 종료됩니다.
 
·없음 — 사용자를 인증하지 않고 세션을 허용합니다.
 

4단계. (선택 사항) Enable(활성화)을 선택하여 Guest VLAN(게스트 VLAN) 필드에서 권한이
없는 포트에 대한 게스트 VLAN의 사용을 활성화합니다.게스트 VLAN이 활성화된 경우, 모든
권한이 없는 포트는 게스트 VLAN ID 필드에서 선택한 VLAN에 자동으로 조인합니다.포트가
나중에 인증되면 게스트 VLAN에서 제거됩니다.
 

 
MAC 인증 모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게스트 VLAN 모드를 구성해야 합니다.802.1x 프레임워크
를 사용하면 디바이스(신청자)가 연결된 원격 디바이스(인증자)에서 포트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포트 액세스를 요청하는 서 플리 컨 트가 인증되고 권한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포
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인증자는 데이터가 게스트 VLAN 및/또는 인증되지 않
은 VLAN으로 전송되지 않는 한 신청자 데이터를 폐기합니다.
 
참고:게스트 VLAN이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고정 VLAN입니다.
 

·기존 고정 VLAN에서 수동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 Guest-VLAN이 활성화된 무단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포트에서만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포트가 Guest-VLAN-enabled인 경우, 포트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 스위치는 자동으로 포트
를 게스트 VLAN의 태그 없는 멤버로 추가하고, 포트의 첫 번째 서 플리 컨 트가 인증될 때 게
스트 VLAN에서 포트를 제거합니다. 
· 게스트 VLAN은 음성 VLAN 및 인증되지 않은 VLAN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 절약: 게스트 VLAN이 비활성화된 경우 7단계로 건너뜁니다.
 
5단계. Guest VLAN ID 드롭다운 목록의 VLAN 목록에서 게스트 VLAN ID를 선택합니다.
 



 
6단계. Guest VLAN Timeout(게스트 VLAN 시간 초과) 필드에서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
니다.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Immediate — 게스트 VLAN은 10초 후 만료됩니다.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필드에 기간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참고:링크 업 후, 소프트웨어에서 802.1x 신청자를 탐지하지 않거나 포트 인증에 실패한 경우
게스트 VLAN 시간 초과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포트가 게스트 VLAN에 추가됩니다.포트가
Authorized(권한 있음)에서 Not Authorized(권한 없음)로 변경되면 게스트 VLAN Timeout(게
스트 VLAN 시간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포트가 게스트 VLAN에 추가됩니다.VLAN
Authentication Table(VLAN 인증 테이블)은 모든 VLAN을 표시하고 인증 활성화 여부를 표시
합니다.
 
7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VLAN 컨피그레이션
 

802.1x가 활성화되면 게스트 VLAN 또는 인증되지 않은 VLAN의 일부가 아닌 한, 인증되지 않
은 포트 또는 디바이스는 VLAN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포트를 VLAN에 포트 페이지를 사용
하여 VLAN에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보안] > [802.1X] >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 페이지
가 열립니다.
 

 
 
2단계.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VLAN Authentication Table(VLAN 인증 테이블)로 이동하
고, 인증을 비활성화할 VLAN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다음 Edit(수정)를 클릭합니다.Edit 
VLAN Authentication(VLAN 인증 수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3단계. (선택 사항) VLAN ID 드롭다운 목록에서 VLAN ID를 선택합니다.
 

 
4단계. Enable(활성화)을 선택 취소하여 인증을 비활성화하고 VLAN을 인증되지 않은
VLAN으로 만듭니다.
 
5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VLAN 인증 테이블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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