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551 및 WAP561 액세스 포인트에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구성 보기 

목표
 

SNMP에서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는 SNMP를 통해 읽거나 설정할 수 있는 변
수 역할을 하는 OID(Object Identifiers)를 포함하는 계층적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MIB는
트리 형태의 구조로 구성됩니다.관리되는 객체 이름 지정 트리 내의 하위 트리는 뷰 하위 트리
입니다.MIB 보기는 뷰 하위 트리 집합 또는 뷰 하위 트리 패밀리의 조합입니다.SNMPv3 사용
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OID 범위를 제어하기 위해 MIB 보기가 생성됩니다.SNMPv3 Views 컨
피그레이션은 사용자가 제한된 MIB만 표시하도록 제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WAP는 두
개의 기본 보기를 포함하여 최대 16개의 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Cisco WAP551 및 WAP561 액세스 포인트에서 SNMP 보기를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WAP551 
· WAP561
  

소프트웨어 버전
 

•1.0.4.2
  

SNMP 보기 컨피그레이션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SNMP > 보기를 선택합니다.뷰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SNMP 보기를 추가합니다.
 



 
3단계. 새로 생성된 뷰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단계. View Name(보기 이름) 필드에 새 MIB 보기를 식별할 이름을 입력합니다.보기 이름에
는 최대 32자의 영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뷰 서브트리의 유형을 선택합니다.이 유형은 MIB 보기에서
보기 하위 트리 또는 하위 트리 제품군을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6단계. OID 필드의 보기에서 포함하거나 제외할 새 하위 트리에 대한 OID 문자열을 입력합니
다.예를 들어 시스템 하위 트리를 지정하려면 1.3.6.1.2.1.1을 입력합니다. 각 번호는 정보를
찾는 데 사용되며 각 번호는 OID 트리의 특정 분기에 해당합니다.OID는 MIB 계층 구조에서
관리되는 개체의 고유 식별자입니다.최상위 MIB 객체 ID는 다른 표준 조직에 속하고 하위 레
벨 객체 ID는 관련 조직에 의해 할당됩니다.공급업체는 자체 제품에 대한 관리 객체를 포함하
도록 프라이빗 브랜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MIB 파일은 OID 번호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
식으로 매핑합니다.OID 번호를 개체 이름으로 변환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tools.cisco.com/Support/SNMP/do/BrowseOID.do?local=en


 
7단계. Mask(마스크) 필드에 OID 마스크를 입력합니다.마스크 필드는 OID가 속한 뷰를 결정
할 때 관련 사항으로 간주해야 하는 OID 서브트리의 요소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형식은
길이가 16비트이며 각 8진수는 마침표나 콜론으로 구분된 2개의 16진수 문자를 포함합니다
.마스크를 확인하려면 OID 요소의 수를 계산하고 해당 많은 비트를 1로 설정합니다.예를 들어
OID 1.3.6.1.2.1.1은 요소가 짝수이므로 첫 번째 8진수에서 7개의 연속된 1이 1이고 두 번째
8진수에서 모두 0을 설정하면 FE.00을 마스크로 가져옵니다.
 
8단계. 이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뷰를 편집하려면 원하는 뷰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변
경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기본 보기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10단계(선택 사항) 목록에서 뷰를 제거하려면 SNMPv3 영역에서 해당 뷰 이름에 대한 확인란
을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합니다.삭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기본 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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