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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과 Microsoft Windows XP 운영 체제에서
Cisco LEAP(Light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Windows XP 제어판의 사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Windows XP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PC에 설치된 모든 Cisco Aironet 클라이언트 어댑터
카드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Windows XP를 사용하는 Aironet 어댑터에 사용되는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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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로드된 드라이버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Windows 바탕 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
다.

1.

Hardware 탭을 클릭합니다

.

2.

Device Manager를 클릭합니다.3.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장하고 Cisco 무선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

4.



Cisco 무선 어댑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5.
드라이버 탭을 클릭합니다.드라이버 버전이 이 탭에 나열됩니다6.



.
이 절차를 완료하고 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 카드용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 어댑터 설치
절차를 완료합니다.

Windows XP에서 LEAP를 실행하는 방법

Windows XP는 운영 체제에 무선 네트워킹을 포함합니다.Microsoft에는 무선 카드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LEAP를 사용하려면 LEAP 로그인에
Aironet Client Utility(ACU)를 사용하고 Windows XP 설정 유틸리티를 비활성화합니다.

대부분의 비밀번호 기반 인증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LEAP는 사전 공격에 취약합니다.이러한 공
격은 새로운 공격이나 새로운 LEAP 취약성이 아닙니다.사전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
해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을 생성합니다.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만료되도록 합니
다.사전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사전 공격 방지 방법은 Cisco LEAP 취약성에 대한 사전 공격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XP 설치 유틸리티 비활성화 절차

Windows XP 설치 유틸리티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시작] > [제어판]을 선택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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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을 두 번 클릭합니다
.

2.

무선 네트워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무선 네트워크 연결 속성3.



창이 나타납니다.
무선 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4.



   

.
Use Windows to configure my wireless network settings(Windows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설정 구성)를 선택 취소합니다.이렇게 하면 ACU를 사용하여 무선 어댑터의 SSID(Service Set
Identifier) 및 보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정보

Cisco LEAP 취약성에 대한 사전 공격●

클라이언트 어댑터 설치●

다운로드 - 무선 LAN 액세스(등록된 고객만 해당)●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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