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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WiSM(Wireless Services Module) -2 2 데이터 플레인은 서비스 블레이드 WiSM 및 WiSM-2 1 DP에
이어 Cat6k용 차세대 무선 데이터 처리 서비스 모듈입니다.WiSM-2 1DP와 WiSM-2 2 DP는 7.2
Cisco가 블레이드에서 하나의 데이터 플레인만 지원하는 SW 릴리스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두 번
째 DP는 물리적으로 보드에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컨트롤러 소프트웨
어 버전 7.2.103과 Sup 720 및 Sup 2Tmodules용 새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면 두 데이터 플레인이
모두 활성화됩니다.따라서 최대 1,000개의 AP(Access Point) 및 15,000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
원은 총 20GBsec의 처리량으로 제공됩니다.

WiSM-2의 기본 보드는 5508 무선 컨트롤러 도터 보드의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WCP(WLAN
Controller Protocol)는 수퍼바이저와 WiSM-2 컨트롤러 간의 "소프트웨어 연결"입니다.WCP는
UDP/IP, 포트 1000 over Service Interface에서 실행됩니다.WiSM-2 컨트롤러가 작동하면 수퍼바이
저와 WiSM-2 컨트롤러 사이에 소프트웨어 하트비트 또는 keepalive가 있습니다.컨트롤러가 수퍼바
이저에게 슬롯/프로세서 정보를 요청합니다.컨트롤러는 관리 IP 주소를 수퍼바이저 모듈로 전달합
니다(즉석에서 변경하면 수퍼바이저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12개의 헬로우(240s)마다 컨트롤
러가 시스템의 다른 컨트롤러에 대한 전역 상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림 1. Cisco Catalyst 6500 Series WiSM2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는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의 구성 요소로서 Cisco Access Point, Cisco
NCS(Network Control System) 및 Cisco MSE(Mobility Services Engine) 간 실시간 통신을 제공하
여 중앙 집중식 보안 정책,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기능, 수상 경력에 빛나는 RF 관리 및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합니다. CleanAir 기술을 통해 WiSM2는 신속한 문제 해결 및 해결
을 위해 실시간 및 기록 RF 간섭 정보에 대한 교차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여 802.11n 성능을 보
호합니다.대규모 무선 네트워킹에 대한 이 통합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은 지원 비용을 간소화하고
계획된/계획되지 않은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줄여 상당한 TCO(총 소유 비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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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M-2 기능

다음 표에는 WLC 소프트웨어 버전 7.2.103의 WiSM-2 2DP 기능 및 특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WiSM-2 2DP 컨트롤러 작동에는 Sup 720 소프트웨어 버전 12.2.(33)SXJ2 및 Sup 2T 소프트웨어
버전 15.0(1)SY1이 필요합니다.

5500 어플라이언스 컨트롤러와 기능 패리티
다른 서비스 모듈, WiSM-1 및 WiSM-2 1세대 모듈과의 상
호운용성
최대 1,000개의 AP/15,000개의 클라이언트 및 5,000개의
태그 지원
100개 AP에서 최대 1000개 AP까지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데이터 플레인(암호화/암호화되지 않은/ACL) 처리량
20Gbps
Sup720, Sup720-10G, Sup-2T, 6500-E 시리즈 섀시 지원
고속 팬으로 Non-E 시리즈 지원

//www.cisco.com/en/US/products/ps5678/Products_Sub_Category_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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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en/US/products/ps9742/index.html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Sup 720 Software 버전 12.2(33)SXJ2 이상
Sup 2T 소프트웨어 버전 15.0(1)SY1 이상
섀시에서 최대 7개의 블레이드 지원VSS 모드에서 14
다른 서비스 모듈이 있는 경우 섀시에서 최대 5개의 블레
이드를 지원합니다.VSS 10개
OEAP 지원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

다음은 Catalyst 섀시에 WiSM-2를 구축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 목록입니다.

장치/애플리케이션 SW 버전
720 Sup Catalyst 650X
with 2T Sup

12.2(33)SXJ2 이상 15.0(1)SY1
이상

이더넷 라인 카드 -
WiSM-2와 테스트 및
호환 가능

6148, 6516, 6548, 6704-10Gb,
6708-10Gb, 6716-10Gb, 6748
및 6724

WiSM-2 컨트롤러 NCS 7.2.103.0 1.1.0.1114
MSE 33XX 시리즈 7.2.103.0.64비트

WiSM-2는 다음을 포함한 Supervisor 720 및 2T 제품군과 함께 작동합니다.

수퍼바이저 VS-S2T-10G-XL - Supervisor Engine 2T-10GE with PFC4XL●

Supervisor VS-S2T-10G - Supervisor Engine 2T-10GE with PFC4●

추가 지원 및 지원되지 않는 모듈 목록은 다음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FS3 Supervisor 720(WS-SUP720) - Supervisor 720-3a라고도 합니다.

FS4 Supervisor 720-3B(WS-SUP720-3B) - MPLS 및 ACL 카운터와 같은 다양한 새 하드웨어 기반
기능을 지원하는 원래 Supervisor 720의 업데이트입니다.(EOL 2012년 1월).

FS5 Supervisor 720-3BXL(WS-SUP720-3BXL) - Supervisor 720-3B와 동일한 하드웨어 기능 기능
을 제공하지만 최대 100만 개의 IPV4 라우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납니다.

FS6 Supervisor 720-3C-10GE 및 Supervisor 720-3CXL-10GE - 전면 패널에서 10GE 업링크 포트
2개 지원 및 VSL(Virtual Switch Link) 지원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하드웨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참고: Cisco WiSM-2가 설치된 Catalyst 섀시에는 Supervisor 720/2T 모듈이 필요합니다.이 표에서
는 Cisco WiSM-2에 대해 지원되는 슬롯을 보여 줍니다. 수퍼바이저 슬롯에 WiSM-2를 설치하는 것
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슬롯 6503-E 6504-E 6506-E 6509-V-E 6513-E
1 X X X X X
2 X X X X X
3 X X X X X
4 - X X X X
5-6 - -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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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 - X X
9 - - - X X
10-13 - - - - X

참고: WiSM-2는 위 -E 시리즈 섀시에서 지원됩니다.

슬롯 6506 6509 6509-NEB-A(단일 HS
팬 트레이 포함) 6513

1 X X X X
2 X X X X
3 X X X X
4 X X X X
5-6 X* X* X* X*

7-8 - X X X*

9 - X X X
10-13 - - - X

*수퍼바이저 슬롯은 WiSM-2 슬롯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WiSM-2(s)는 HS 팬 트레이가 있는 위 비E 시리즈 섀시에서 지원됩니다.

BasicWiSM-2 및 Cat6500 토폴로지

Cat 65K 및 WiSM-2 무선 서비스 모듈을 사용하는 기본 네트워크 토폴로지



Sup 720을 사용한 초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com에서 제공하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2(33)SXJ2로 Cat 65XX를 업그레이
드하십시오.참고: WiSM-2 1DP에서 WiSM-2 2 DP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WiSM2를
7.2.103.0 코드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먼저 Cat65XX를 12.2(33)SXJ2로 업그레이드해야 합
니다. 또한 Cat 65XX를 12.2(33)SJ 미만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WiSM-2 2DP를 WiSM-2 1DP 이미지로 다운그레이드해야 합니다.

1.

Catalyst IO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후에만 시스템에서 WiSM-2 2DP 블레이드를 인식
합니다.Catalyst IOS의 초기 업그레이드는 TFTP를 통해 시스템에 새 IOS 소프트웨어를 추가
하거나 플래시 카드에 이미지를 복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처음 구
성되지 않은 경우 IOS CLI 명령을 통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이 예
:Disk0:"의 플래시 카드의 디렉토리 참조

2.



rommon에서 reset 명령을 실행하거나 Cat650X에서 IOS reload 명령을 실행하여 Cat65XX를
재시작합니다.그런 다음 새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아래 예와 같이 시스템
또는 플래시 디스크의 새 Cat IOS 이미지를 가리키는 "부트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시
스템이 처음 구성되지 않은 경우 IOS CLI 프롬프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면 동일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 예는 rommon 프롬프트가 있는 플래시 카드에서 처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예입니다
.

3.

새 소프트웨어로 다시 로드한 후 show version 명령은 CCO에 게시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
합니다.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예
:

4.

WiSM-2 보드를 65XX-E 사용 가능한 슬롯에 삽입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Cat65XX에서 show
module 명령을 실행합니다.WiSM-2 모듈이 목록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5.

모듈이 목록에 없으면 시스템을 다시 설정합니다.모듈이 목록에 표시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
니다.다음 몇 단계는 WiSM-2 또는 Cat65XX 시스템의 WiSM-2 DP 카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업그레이드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6.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무선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이
스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WebUI를 통한 구성을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컨트롤러는 네
트워크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성하고 작업 서브넷의 IP 주소로 구성해야 합니다.다음과 같
이 WiSM-2 컨트롤러의 콘솔 포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Catalyst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러 모듈
에 콘솔 세션을 열어 무선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session 명령을 통해
WiSM-2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at650X#session slot 2 processor 1

참고: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Sup720 또는 Sup2T 및 WiSM-2 2DP 통신 구성 섹션에 표시된 대
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프롬프트에서 서비스 VLAN 및 DHCP 범위를 IOS에서 구성해야 합니
다.
The default escape character is Ctrl-^, then x.

You can also type 'exit' at the remote prompt to end the session

7.



WiSM-2 컨트롤러를 구성하고 show sysinfo 명령을 구성한 후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10.70.0.10인 이 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WLC 컨피그레이
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8.

Catalyst에서 WiSM-2 컨트롤러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onfig)# hw module <#> reset

참고: reset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을 저장하십시
오.컨트롤러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WiSM-2 컨트롤러의 콘솔 포트에 연결
된 상태에서 화면을 보고 재설정 옵션이 나타나려면 <esc> 키를 누르십시오.컨트롤러 메뉴에
서 옵션 4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Catalyst 섀시에서 WiSM-2
무선 컨트롤러의 전원을 끄거나 켜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onfig)#power enable module <#>

9.

Sup 2T를 사용한 초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com에서 제공하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5.0(1)SY1을 사용하여 Cat 65XX를 업
그레이드하십시오.참고: 1~1000 범위의 VLAN을 포함하는 WiSM 트렁크가 있고 1~10만 사용
하려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no wism module x controller y allowed-vlan 11-1000

참고: WiSM-2 1DP에서 WiSM-2 DP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먼저 Cat65XX를 15.0(1)SY1로
업그레이드한 후 WiSM2를 7.2.103.0 코드로 업그레이드하여 DP2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Cat 65XX를 15.0 이전(1)으로 다운그레이드하면 SY 다운그레이드해야 합니다. WiSM-2

1.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7.2/configuration/guide/c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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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P에서 WiSM-2 1DP 이미지로 이동합니다.Catalyst IO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만 시스템에서 WiSM-2 2DP 블레이드를 인식합니다.Catalyst IOS의 초기 업그레이드는
TFTP를 통해 시스템에 새 IO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미지를 플래시 카드에 복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처음 구성되지 않은 경우 IOS CLI 명령을 통해 시스
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Disk0:"의 플래시 카드의 디
렉토리

rommon에서 reset 명령을 실행하거나 Cat650X에서 IOS reload 명령을 실행하여 Cat65XX를
재시작합니다.그런 다음 새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다음 예와 같이 시스템
또는 플래시 디스크의 새 Cat IOS 이미지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시스템이 처음 구성되지
않은 경우 IOS CLI 프롬프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는 rommon 프롬프트가 있는 플래시 카드에서 처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예입니다
.

새 소프트웨어로 다시 로드한 후 show version 명령은 CCO에 게시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
합니다.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WiSM-2 보드를 65XX-E 사용 가능한 슬롯에 삽입하고 여기 표시된 대로 Cat65XX에서 show
module 명령을 실행합니다.WiSM-2 모듈이 목록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3.

모듈이 목록에 없으면 시스템을 다시 설정합니다.모듈이 목록에 표시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
니다.다음 몇 단계는 WiSM-2 또는 Cat65XX 시스템의 WiSM-2 카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업
그레이드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4.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처음 로드할 수 있습니다.무선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
페이스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WebUI를 통한 구성을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컨트롤러는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성하고 작업 서브넷의 IP 주소로 구성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WiSM-2 컨트롤러의 콘솔 포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Catalyst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러 모
듈에 콘솔 세션을 열어 무선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session 명령을 통해
WiSM-2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at650X#session slot 2 processor 1

참고: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Sup720 또는 Sup20 또는 Sup2T 및 WiSM-2 2DP 통신 구성에 표

5.



시된 대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프롬프트의 IOS에서 서비스 VLAN 및 DHCP 범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The default escape character is Ctrl-^, then x.

You can also type 'exit' at the remote prompt to end the session

WiSM-2(이 DG에 표시되지 않음) 컨트롤러를 구성하고 show sysinfo 명령을 구성한 후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10.70.0.10인 이 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참고: WLC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6.

Catalyst에서 컨트롤러의 초기 컨피그레이션 메뉴로 이동하려면 WiSM-2 컨트롤러를 재설정
해야 하는 경우 이 reset 명령을 사용합니다.참고: reset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컨트롤러 컨피
그레이션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Config)# hw module <#> reset

컨트롤러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WiSM-2 컨트롤러의 콘솔 포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화면을 보고 재설정 옵션이 나타나려면 <esc> 키를 누르십시오.컨트롤러 메뉴에서
옵션 4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Catalyst 섀시에서 WiSM-2 무
선 컨트롤러의 전원을 끄거나 켜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onfig)#power enable module <#>

7.

Sup720 또는 Sup2T 및 WiSM-2 2DP 통신 구성

Sup 720/2T - WiSM-2 통신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at65XX-E SUP 모듈은 WiSM-2 카드의 내부 서비스 포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WiSM-2 보드와
통신합니다.WiSM-2 블레이드와 제대로 통신하려면 Cat65XX에서 인터페이스 및 VLAN을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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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WiSM-2 카드의 서비스 포트는 DHCP 주소 또
는 고정 IP 주소에 대해 구성해야 합니다.참고: 서비스 포트 IP 주소는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
이스와 다른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Supervisor 720 또는 2T에서 VLAN을 생성합니다.이 VLAN은 섀시에 로컬이며 수퍼바이저의
기가비트 인터페이스와 Cisco WiSM의 서비스 포트를 통한 Cisco WiSM과 Catalyst
Supervisor 720 또는 2T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참고: 모든 VLAN 번호 및 IP 주소가 예입니
다.예:

!--- Assign an appropriate IP address and !--- subnet mask for VLAN 22 interface Vlan22 ip

address 192.168.2.1 255.255.254.0

2.

컨트롤러 구성 중에 서비스 포트에 대해 DHCP 주소를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Supervisor 720/2T 또는 독립형 DHCP 서버에서 Cisco WiSM의 서비스 포트에 대한 DHCP
범위를 생성합니다.예:
ipdhcp pool wism-service-port

network 192.168.2.0 255.255.255.0

default-router 192.168.2.1

3.

그런 다음 서비스 포트의 VLAN을 연결합니다.예:

!---Configure this command to use vlan 22 !---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service-

port. wism service-vlan 22

4.

Cisco WiSM이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wism status 명령을 실
행합니다.Cat650X# show wism
status

수동 LAG 컨피그레이션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2(33) SXI 이상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자동 지연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생성됩니다.예:

!--- Create the VLAN in the Supervisor 720/2T !---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management port !--- Assign an appropriate IP address and subnet !--- mask for VLAN 70 !

interface Vlan70 description Management VLAN for WiSM-2 ip address 10.70.0.5 255.255.255.0

end !

5.

Supervisor는 모듈이 탐지되는 즉시 Cisco WiSM-2에 독립 컨트롤러에 대한 포트 채널 인터페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일반적으로 포트 채널은 아래 405와 같이 높은 번호를 가집니다
.예:Cat650X#showip 인터페이스 개요

6.

또한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채널 및 기가비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Cisco WiSM-2에 구
성된 VLAN을 허용해야 합니다.VLAN도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Cat-6K(config)# wism module {#} controller {#} allowed-vlan {vlan range}

Cat-6K(config)# wism module {#} controller {#} native-vlan {vlan id}

Cat-6K(config)# wism module {#} controller {#}  qos{trust/vlan-based}<dscp/cos/ip-

precedence> -

Trust state of theLAGInterface

7.



참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구성합니다. 예:
!

wism  module 3 controller 1 allowed-vlan 10-120

wism module 3 controller 1 native-vlan70

wism module 3 controller 1 qosvlan-based

!

참고: Cat6504 컨피그레이션의 전체 예는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cat6K에서 무선-유선 트래픽을 폴리싱하려면 이 명령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Cat-6K(config)#wism module {#} controller {#}  qosvlan-based-  VLAN Based QoS-

8.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위의 컨피그레이션 명령 실행을 확인합니다.
#show wism module 3 controller 1 status

요약:Cisco WiSM-2 컨트롤러가 적절한 슬롯에 삽입되고 전원이 켜집니다.기본 컨피그레이션
은 위의 단계를 완료하여 완료됩니다.기본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하면 콘솔 CLI 또는 Cisco
WiSM-2 컨트롤러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Cisco WiSM-2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ssion 명령을 사용하려면 Cisco WiSM-2의 서비스 포트에 고정 또는 DHCP 할당 IP 주소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Cisco WiSM-2 모듈에서 WLC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처음
에는 CLI에서, 다음에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9.

이제 GUI 또는 콘솔 세션을 통해 이더넷 또는 무선 연결로 연결된 랩톱으로 컨트롤러 관리 인
터페이스에 연결하고 구성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10.



카운트가 0인 경우 컨트롤러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확인합니다. 라이센스를 새로 고치
려면 라이센스 TAC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11.

레이어 2/3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AP를 WiSM-2에 연결하도록 합니다.12.
무선 클라이언트가 AP에 연결되고 외부 서버 및 기타 무선 클라이언트 및 트래픽(예: ping)으
로 트래픽을 전송하면 삭제 없이 통과됩니다.이것으로 기본 Sup 720/2T 및 Wism-2 컨피그레
이션을 완료합니다.다른 무선 컨트롤러와 유사한 WebUI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가 컨피그레
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WiSM-2 구축 설명서는 무선 컨트롤러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참고: 자세한 내용은 WLC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3.

NCS에서 WiSM-2 구성

다른 모든 무선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NCS에서 WiSM-2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NCS가
WiSM-2 2DP 컨트롤러를 인식하고 구성하려면 NCSver1.1 이상이 필요합니다.다음 스크린샷은
NCS가 WiSM 및 WiSM-2 컨트롤러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삽입된 슬롯과 연결된 내부 포
트를 표시합니다.

참고: WiSM은 항상 두 개의 컨트롤러로 표시되고 새로운 WiSM-2는 하나의 컨트롤러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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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 모드에서 Sup720 또는 2T 및 WiSM-2 통신 구성

VSS 기술의 핵심 Enabler는 두 섀시를 함께 바인딩하는 특수 링크입니다.이를 VSL(Virtual Switch
Link)이라고 합니다.

참고: VSS 모드를 지원하려면 Supervisor 720-3C-10GE, 720-3CXL-10GE 또는 Supervisor VS-
S2T-10G-XL, VS-S2T-10G가 필요합니다.



VSS 환경에서 Cisco WiSM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액세스 및 관리 방식입니다.Cisco Virtual
Switching System 환경에서는 WiSM-2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명령에 스위치 ID가 필요합니
다.

슬롯은 17부터 시작하여 스위치 1의 13슬롯 섀시에 대해 29로, 33부터 종료되며 13슬롯 섀시 스위
치 2의 경우 45로 끝납니다.

Cat650X# show module switch {#} slot {#}

예:show module switch 2 slot 11

Cat650X#show wismstatus - VSS 스위치의 WiSM-2 모듈을 표시합니다.

수동 LAG 컨피그레이션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2(33)SXJ 이상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 지연 컨피그레이션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Supervisor Module은 모듈이 탐지되는 즉시 WiSM-2s용 VSS 스위치에 두 개의 독립 컨트롤러에 대
한 두 개의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일반적으로 포트 채널에는 높은 숫자가
있습니다.WiSM-2의 etherchannel은 689에서 시작하여 746으로 끝납니다.

Cat65XX-E VS-Module은 단일 섀시 구성과 유사하게 정의해야 하는 내부 서비스 VLAN을 통해
WiSM-2 보드와 통신합니다.

(Cat-6K)# wism service-vlan {vlan id}

Cat6500의 컨피그레이션 예:

interface vlan22

ip address 192.168.2.1 255.255.254.0

wism service-vlan 22

Supervisor 720/2T 또는 독립형 DHCP 서버에서 Cisco WiSM-2의 서비스 포트에 대한 DHCP 범위
를 생성합니다.예:



ipdhcp pool wism-service-port

network 192.168.2.0 255.255.255.0

default-router 192.168.2.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채널 및 기가비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Cisco WiSM-2에 구성된 VLAN을
허용합니다.

Cat-6K(config)# wism  switch (#) module {#} controller 1 allowed-vlan {vlan range}

Cat-6K(config)# wism switch (#) module {#} controller 1 native-vlan {vlan id}

Cat-6K(config)# wism switch (#) module {#} controller 1  qos trust  <dscp/cos/ip-precedence> -

 !--- Trust state of the Interface Cat-6K(config)# wism switch (#) module {#} controller 1

qosvlan-based - !--- VLAN Based QoS should be enabled for policing the wireless to wired traffic

on Cat6K

VSS 모드에서 올바른 모듈 설치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howism switch 2 module 4 controller 1 상태

show interface status switch 2 module 4

Cat6500#Show module switch all - 2 VSS 스위치의 모듈을 확인합니다.



이제 GUI 또는 콘솔 세션을 통해 컨트롤러 관리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이더넷 또는 무선 연결을
통해 연결된 랩톱에서 컨피그레이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가 0인 경우 컨트롤러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확인합니다. 라이센스를 새로 고치려면
라이센스 TAC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레이어 2/3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AP를 WiSM-2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무선 클라이언트가 AP에 연결되고 외부 서버 및 기타 무선 클라이언트 및 트래픽(예: ping)으로 트
래픽을 전송하면 삭제 없이 통과됩니다.

이것으로 기본 Sup 720 또는 Sup 2T 및 WiSM-2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합니다.다른 무선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WebUI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가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WiSM-2 구축
설명서는 무선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Catalyst VSS 구성에서 WiSM-2 2DP 모듈의 VSS 설치를 완료합니다.다른 무선 컨트롤러와 유사한
WebUI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가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WiSM-2 구축 설명서는 무선 컨트롤러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WiSM에서 WiSM-2 업그레이드 지침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iSM1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업로드하고 저장합니다.transfer uploaddatatypeconfig 명령
을 실행하여 파일 유형을 지정합니다.파일 전송 모드를 정의하려면 전송 업로드 모드 TFTP 명
령을 실행합니다.FTP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명령을 적절히 수정합니다.)TFTP 서버 IP 주소를
정의하려면 transfer upload serverip 'TFTP_server_IP_address' 명령을 실행합니다.전송 업로
드 경로 'TFTP_server_path' 명령을 실행하여 구성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 TFTP 기본 디렉토
리의 경로를 정의합니다.파일 이름을 지정하려면 transfer upload filename <filename> 명령을
실행합니다.파일을 업로드하려면 transfer upload 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WebUI에서도 동일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

WiSM-2에서 초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서비스 포트/분산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TFTP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WiSM에서 WiSM-2로 저장된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1단계와 유사한 다음 절차를 수행
합니다.transfer downloaddatatypeconfig 명령을 실행하여 파일 유형을 지정합니다.파일 전송
모드를 정의하려면 transfer download mode tftp 명령을 실행합니다.FTP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명령을 적절히 수정합니다.)TFTP 서버 IP 주소를 정의하려면 transfer download serverip
'TFTP_server_IP_address' 명령을 실행합니다.전송 다운로드 경로 'TFTP_server_path' 명령을
실행하여 구성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 TFTP 기본 디렉토리의 경로를 정의합니다.파일 이름
을 지정하려면 transfer download filename<filename> 명령을 실행합니다.파일을 업로드하려
면 transfer download 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WebUI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

3.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컨트롤러에 다운로드하면 컨트롤러가 재설정되고 부팅됩니다.
컨트롤러에서 show invalid-config 명령을 실행합니다.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해야 합니
다
.

참고: 표시되는 AP 관리자와 관련된 잘못된 명령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이는 WiSM-2 2에 별
도의 AP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AP가 연결되고 클라이언트가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5.

부록 A:Cat6504 실행 구성(트렁크) 예

CAT6504-MA#sh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4804 bytes

!

! Last configuration change at 20:34:02 UTC Tue Apr 12 2011

!

version 12.2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service counters max age 10

!

hostname CAT6504-MA

!

boot-start-marker

boot system flash s72033-adventerprisek9_wan_dbg-mz.SIERRA_INTEG_100903

boot-end-marker

!

no logging console



!

noaaa new-model

!

ipdhcp excluded-address 192.168.1.1 192.168.1.10

ipdhcp excluded-address 192.168.2.1 192.168.2.20

ipdhcp excluded-address 192.168.0.1 192.168.0.20

!

ipdhcp pool wism-service-port

network 192.168.2.0 255.255.255.0

default-router 192.168.2.1

!

nomlsacltcam share-global

mlsnetflow interface

mlscef error action freeze

!

spanning-tree mode pvst

no spanning-tree optimize bpdu transmission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wism service-vlan 22

wism module 3 controller 1 allowed-vlan 10-100

wism module 3 controller 1 native-vlan 70

wism module 3 controller 1 qosvlan-based

diagnosticbootup level minimal

port-channel per-module load-balance

!

redundancy

main-cpu

auto-sync running-config

modesso

!

vlan internal allocation policy ascending

vlan access-log ratelimit 2000

!

interface Port-channel3

switchport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70

switchport mode trunk

mlsqos trust dscp

!

interface GigabitEthernet1/1

 --More--

switchport mode trunk

mlsqos trust dscp

!

interface GigabitEthernet1/1

switchport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

switchport mode trunk

!

interface GigabitEthernet1/2

noip address

!

Truncated …..

interface Vlan22

description communication VLAN btween Sup720 and WiSM-2

ip address 192.168.2.1 255.255.254.0

!

interface Vlan70

ip address 10.70.0.5 255.255.255.0

!

ip classless



   

ip forward-protocol nd

!

noip http server

!

control-plane

!

dial-peercor custom

!

line con 0

linevty 0 4

login

linevty 5 15

login

!

end

CAT6504-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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