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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고가용성(HA)의 기본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라이센스를 추가하고 네트워
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WLC 구성●

HA 액세스 포인트 AP SSO(Single Sign On) 구성●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WLC 5500, 7500, 8500 Series 및 WiSM2(Wireless Services Module 2)●

AP 700, 1130, 1240, 1250, 1040, 1260, 1600, 2600, 3500, 3600 Series 및 1520 또는 155550●

Series Mesh AP MAP(Message Acces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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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참고: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mand Lookup Tool(등록된 고
객만 해당)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구성

HA의 기본 WLC에 새 라이센스를 추가하고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기본 WLC에서 AP SSO를 삭제하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

1.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LC 포트의 포트가 비활성화되었으므로 기본 포트에서 포트를 활성화하고 오른쪽 상단 모서
리에서 Apply를 클릭합니다
.

2.

WLC에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WLC를 재부팅합니다.3.
컨트롤러에 라이센스를 설치하려면 GUI를 사용하여 라이센스 설치의 단계를 따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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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7-0/configuration/guide/c70/c70ccfg.html#wp1879819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7-0/configuration/guide/c70/c70ccfg.html#wp1879819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7-0/configuration/guide/c70/c70ccfg.html#wp1879819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7-0/configuration/guide/c70/c70ccfg.html#wp1879819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7-0/configuration/guide/c70/c70ccfg.html#wp1879819


   

기본 WLC가 영향을 받았으며 사용자가 이를 교체해야 합니다.보조 WLC가 작동되고 모든 AP가 연
결됩니다.새 WLC에서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를 HA 쌍에 실패한 WLC 중 하나와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활성 설정에서 WLC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이 섹션의 단계를 수행하십
시오.

첫 번째 WLC가 다른 WLC와 동일한 버전인지 확인합니다.1.
이전 WLC와 동일한 서브넷 관리 IP 주소로 WLC를 구성합니다.2.
이중 관리, IP 주소 및 피어 기본 를 포함하는 HA 컨피그레이션으로 새 WLC를 구성합니다.AP
SSO를 활성화합니다.

3.

AP SSO가 활성화되면 재부팅됩니다.재부팅하는 동안 AP SSO는 현재 활성 보조 를 검색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동기화하고 핫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합니다.

4.

참고:현재 활성 WLC에서 HA 컨피그레이션을 중단하거나 현재 활성 WLC를 재부팅할 필요가
없습니다.컨피그레이션이 현재 활성 WLC와 동기화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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