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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SSID-VLAN 매핑 구성 
목표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은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기능, 영역 또는 애플리케
이션별로 논리적으로 분할되는 스위치드 네트워크입니다.VLAN은 네트워크의 어느 위치에나 위치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물리적 세그먼트에 있는 것처럼 통신할 수 있는 호스트 또는 포트 그룹입니다
.VLAN을 사용하면 물리적 연결을 변경하지 않고 디바이스를 새 VLAN으로 이동할 수 있어 네트워
크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포트와 스위치 포트 사이의 태그 있는 VLAN은 이더넷 프레임의 VLAN 정보를 포함합니다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VLAN은 VLAN 태그 없이 트래픽을 전송합니다.VLAN 태그는 어떤 프레임이
어떤 VLAN에 속하는지 식별하는 정보를 이더넷 프레임에 삽입합니다.트렁크 포트는 여러 VLAN을
처리하는 포트입니다.
 
SSID(Service Set Identifier)는 무선 클라이언트가 무선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 연결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입니다.대/소문자를 구분하며 32자의 영숫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SID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SSID를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무선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SSID-VLAN 매핑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
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WAP121 | 1.0.6.5(최신 다운로드)
WAP131 | 1.0.2.8(최신 다운로드)
WAP150 | 1.0.1.7(최신 다운로드)
WAP321 | 1.0.6.5(최신 다운로드)
WAP351 | 1.0.2.8(최신 다운로드)
WAP361 | 1.0.1.7(최신 다운로드)
WAP371 | 1.3.0.3(최신 다운로드)
WAP551 | 1.2.1.3(최신 다운로드)
WAP561 | 1.2.1.3(최신 다운로드)
WAP571 | 1.0.0.17(최신 다운로드)
WAP571E | 1.0.0.17(최신 다운로드)
  

SSID-VLAN 매핑 구성
 
설정 마법사 사용
 
1단계. 액세스 포인트 웹 기반 유틸리티의 기본 대시보드에서 설치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2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2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2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22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3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3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3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42931


2단계. 설치 마법사에 필요한 구성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3단계. Network Name (SSID)(네트워크 이름(SSID) 필드의 2.4GHz 네트워크에 대한 Configure
Radio 1(무선 1 구성) 화면에서 기본 설정 SSID를 입력합니다.기본값은 ciscosb_2.4GHz입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단계.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Best Security(WPA2 Personal - AES)가 선택됩니다.
 



5단계. 8-63자 길이의 보안 키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6단계. VLAN ID 필드에 무선 네트워크의 VLAN ID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10이 VLAN ID로 사용됩니다.
 



7단계. 5GHz 네트워크에 대한 Configure Radio 2(무선 2 구성) 페이지의 Network Name (SSID)(네
트워크 이름(SSID) 필드에 기본 설정 SSID를 입력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기본값은
ciscosb_5GHz입니다.
 
참고: 이 단계는 듀얼 라디오를 사용하는 WAP에만 적용됩니다.
 



8단계.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Best Security(WPA2 Personal - AES)가 선택됩니다.
 



9단계. 8-63자 길이의 보안 키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10단계. VLAN ID를 입력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20이 VLAN ID로 사용됩니다.



11단계. 종속 포털 컨피그레이션을 건너뛰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12단계.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13단계. Device Setup Complete(디바이스 설정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참고:웹 기반 유틸리티 페이지에서 로그아웃됩니다.
 



이제 액세스 포인트의 VLAN에 SSID를 매핑했습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서 SSID-VLAN 매핑 구성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SSID-VLAN 매핑 구성
	설정 마법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