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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802.11n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 및 802.11n을 구
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기본 작업을 위해 WLC를 구성하는 방법●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5.1.151.0을 실행하는 WLC 4404●



Cisco Aironet 1250 Series AP(Access Point)●

인텔 무선 클라이언트 카드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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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품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2100 시리즈 WLC●

Cisco Catalyst 6500 Series/7600 Series Wireless Services Module(WiSM)●

Cisco Catalyst 3750 Series 통합 WLC●

Cisco WLC 모듈●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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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11n - 개요

무선 네트워크는 산업 및 국내 환경에 널리 구축되어 있습니다.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중 상당수는 대역폭을 많이 사용합니
다.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802.11n은 최
대 600Mbps의 처리량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또한 기존 802.11 a/b/g 기술에 비해
뛰어난 신뢰성과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이 문서에서는 WLC에서 802.11n의 작동 방식 및
802.11n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802.11n은 2.4 또는 5GHz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기존 802.11a 또는 802.11 b/g 기술과 상호 운용
됩니다.이 섹션에서는 802.11n의 작동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현재 802.11n은 Cisco 1250
Series AP 및 Cisco 1140 Series AP에서 지원됩니다.

802.11n의 향상된 처리량 제공 방법

802.11n에는 더 높은 데이터 속도와 더 나은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MIMO:기존 802.11 a 또는 802.11 b/g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안테나 중 하나만 사용하여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고 수신합니다.그러나 802.11n 데이터 스트림은 두 안테나 모두에서 전송 및 수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정된 시점에 전송 및 수신된 비트 수가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실내 커버리
지에서 문제가 되는 다중 경로 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따라서 처리량이 증가하고 커버리지
가 넓어집니다.표 1은 현재 Cisco1에서 지원하는 802.11n의 데이터 속도를 보여줍니다. MCS 0-7은
단일 공간 스트림(데이터 비트)을 사용하여 달성한 데이터 속도입니다.MCS 8-15는 2개의 공간 스
트림을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 전송률로서 각 안테나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데이터 속도는
8~15에서 두 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속도(0~15)는 이 문서 전체에서 MCS 속도로 설명되어 있습
니다.

참고:  1 향후 구축을 위해 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채널 본딩: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채널의 너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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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채널을 결합하거나 결합하면 데이터 전송에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GHz 및 5GHz 주파수 대역에서 각 채널은 약 20MHz입니다.802.11n에서는 두 개의 인접 채널
이 결합되어 각 20MHz의 총 대역폭이 40MHz에 달합니다.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는 향상된 채널 너비를 제공합니다.Cisco는 2.4GHz 주파수(802.11b/g)에서 채널 결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는 채널 1, 6 및 11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채널 본딩은 현재 사용
가능한 인접 비중첩 채널이 23개 있는 5GHz 주파수 범위에서 더 관련성이 높습니다.채널 본딩은
5GHz(예: 802.11a)에서만 지원됩니다.표 2는 채널 결합을 통해 얻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여줍니다.

A-MPDU를 사용한 프레임 통합:802.11에서는 모든 프레임을 전송한 후 후속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
에 IFS(Interframe Spacing)라는 유휴 시간이 관찰됩니다.802.11n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여
러 패킷이 단일 패킷으로 통합됩니다.이를 A-MPDU(Aggregated - MAC Protocol Data Unit)라고 합
니다. 이렇게 하면 IFS 수가 줄어들어 데이터 전송 시간이 늘어납니다.또한 802.11n에서 작동하는
클라이언트는 개별 패킷 승인 대신 패킷 블록에 대한 승인을 보냅니다.그러면 프레임 승인에 관련
된 오버헤드가 줄어들고 전체 처리량이 증가합니다.

감소된 타이머:802.11n에서는 개별 프레임 전송 간의 유휴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타이머가 거의 감소
되지 않았습니다.

GI(Guard Interval):802.11에서는 데이터가 개별 비트로 전송됩니다.다음 비트가 전송되기 전
에 특정 시간 간격이 관찰됩니다.이를 가드 간격이라고 합니다.GI는 비트 전송이 서로 방해되
지 않도록 합니다.에코가 이 간격 내에 속하는 한, 데이터는 가드 간격 밖으로만 해석되므로 실
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디코딩하는 수신자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 간격을 줄이면
데이터 비트가 짧은 간격으로 전송되고 처리량이 증가합니다.표 1은 20MHz의 채널 폭에 대한
가드 간격에 따라 데이터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표 1표 2는 40MHz의 채널 폭에 대
한 가드 간격에 따라 데이터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참고: 데이터 속도는 MCS 8 -
MCS 15에서 두 배입니다.표 2

1.

IFS:802.11n과 비교했을 때 IFS는 802.11n에서 더 적습니다.2.

802.11n 구축 지침

802.11n을 구축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LWAPP 패킷에 QoS를 사용하여 802.11n에 의해 추가된 과부하 때문에 AP가 컨트롤러의 하
트비트를 잃지 않도록 합니다.

1.

LAP는 로컬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주입기 또는 802.3 af 지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1140 시리즈 AP는 기존 802.3 af 표준을 사용하여 이러한 AP의 전원을 완전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250 시리즈 AP의 경우 이중 대역 제품
(802.11b/g/n 및 802.11a/n 무선이 모두 있는 AP)은 802.3af로 완전히 전원을 공급할 수 없으
며 802.3at 또는 전원 주입기가 각 밴드에서 두 송신기를 모두 작동해야 합니다.802.3af는 단
일 라디오(802.11b/g/n 또는 802.11a/n)를 사용하여 AP의 송신기 둘 다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밴드에 단일 송신기가 있는 802.11n(802.11b/g/n 및 802.11a/n)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참고:
M8~M15 데이터 속도는 대역내 두 송신기가 모두 작동해야 하므로 비활성화됩니다.

2.

1250 시리즈 APscan은 각 밴드의 송신기(802.11b/g/n 및 802.11a/n)에 대해 저전력
(11dBm)를 사용하여 802.11n을 지원합니다.Enhanced POE(16.8W) 및 CDP를 갖춘 Cisco 스
위치가 필요합니다.M0~M15 데이터 속도는 전력 감소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3.

2.4GHz에서는 20MHz 802.11n 모드만 사용합니다.Cisco는 5GHz에서만 20MHz 및
40MHz(채널 본딩) 802.11n 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5GHz(802.11 a/n)에서 20MHz(비 채널 본딩)를 사용합니다.음성 트래픽에
서 802.11a 사용혼합 .11a 및 .11n 환경에서 20MHz가 더 우수함

5.



다음과 같은 경우 5GHz(802.11a/n)에서 40MHz(Channel Bonding)를 사용합니다.트래픽에서
많은 대역폭 사용(비디오)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802.11n인 경우 40MHz가 더 우수함

6.

802.11n 구성

802.11n용 WLC 구성

이 섹션에서는 802.11n 지원을 위해 WLC에서 5GHz 주파수 대역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참고: 이러한 단계는 802.11a를 802.11 b/g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2.4GHz 주파수 대역
에서 유사합니다.

802.11a 네트워크에서 802.11n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Cisco Controller)>config 802.11a 11nsupport enable

참고: 802.11n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802.11a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1.

802.11n은 802.11a와 동일한 채널에서 작동합니다.802.11n 클라이언트와의 호환성을 높이려
면 낮은 채널(UNII-1 대역)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WLC GUI의 Wireless(무선) > 802.11a/n >
DCA 아래의 DCA Channel List(DCA 채널 목록) 메뉴에서 AP에 대한 채널 할당에 사용된 채널
목록을 확인합니다.목록에서 채널을 포함하거나 삭제하려면 채널 선택 목록을 사용합니다
.

2.

개별 LAP(Lightweight Access Point)에 대한 채널을 수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802.11n 클라이언트만 연결되는 환경에서 채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제 해결
이 더 쉬워집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channel AP001b.d4e3.a81b 36

3.



         !--- Sets 802.11a channel to 36 on AP AP001b.d4e3.a81b.

802.11a의 채널 본딩은 일반 처리량의 두 배를 제공합니다.주파수 도메인에서 인접한 다음 채
널에 채널을 바인딩합니다.다음은 채널 본딩의 예입니다.여기서 채널 36은 40MHz의 채널 폭
을 제공하기 위해 인접 채널과 결합됩니다.
(Cisco Controller)> config ap <AP Name>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disable <Ap name>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channel <Ap name> 36

         Set 802.11a channel to 36 on the specified AP.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txpower <Ap name> 1

         Sets power on the AP.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chan_width <Ap name>

40

         Here you have an option of configuring channel width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enable <Ap name>

        (Cisco Controller)> config ap enable <Ap name>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ap config 802.11a <ap name> 명령을 사용합니다.이 명
령은 802.11a와 관련된 매개변수 목록을 보여줍니다.PHY OFDM 매개변수 아래의 Extension
channel 필드는 AP의 Current 운영 채널에 연결된 채널을 표시합니다.

4.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802.11n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성합니다.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11nSupport a-mpdu tx priority <0-7/all> enable/disable

        (This enables the aggregation of frames(A-MPDU) for the traffic of priority levels

0-7)

         (Cisco Controller) >config 802.11a 11nSupport mcs tx <0-15>

         (This configures the 802.11n rates at which data is transmitted between the access

point and the client)

5.

802.11n용 클라이언트 구성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카드는 2.4GHz에서 작동합니다.5GHz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카드를 사용하
여 채널 결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XP 시스템에서 802.11n용 인텔 카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설정으로 이동하여 제어판을 선택합니다.1.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2.
인텔 무선 카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3.
Advanced 탭을 클릭합니다.4.
802.11a 모드 또는 802.11 b/g 모드 중 사용 가능한 모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선 모드 등록 정보에 대해 기본값 사용 옵션을 선택합니다

5.



.
네트워크가 802.11n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802.11n 클라이언트가 기존
802.11a 또는 802.11 b/g 클라이언트와 공존하도록 혼합 모드 보호를 사용합니다

6.



.
클라이언트가 채널 폭을 WLC와 협상하도록 자동 모드에서 채널 너비를 설정하거나, 2.4GHz
주파수 대역인 경우 20MHz로 설정합니다

7.



. 참고: Cisco는 5GHz
대역에서만 40MHz를 지원합니다.40MHz 채널 폭을 사용하려면 채널 너비 옵션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그러나 WLC에서 40MHz 채널 폭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0MHz 채널 본딩을 허용하려면 Fat Channel Inonibant 속성을 비활성화합니다8.



.

802.11n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802.11n 디바이스가 최대 지원 데이터 속도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이 발생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다음은 802.11n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목록입니다.

802.11n 클라이언트가 802.11a 또는 802.11 b/g 클라이언트가 있는 혼합 환경에서 작동할 경
우 802.11n은 802.11a 또는 802.11 b/g 클라이언트와 상호 운용되는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합
니다.따라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802.11n 디바이스의 처리량이 줄어듭니다.최대 처리량은
802.11n 클라이언트만 존재하는 그린필드 모드에서 달성됩니다.

1.

채널 폭, 가드 간격 및 RIFS(Reduced IFS)와 같은 요인은 대역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 1과 표 2는 이러한 요소가 대역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2.

클라이언트는 개별 프레임 승인 대신 블록 승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3.
WLC에 구성된 MCS 인덱스4.
AP와의 근접성 - AP에 가까운 클라이언트는 더 높은 데이터 속도를 경험합니다.클라이언트가
AP에서 더 멀리 이동하면서 신호 강도가 감소합니다.그 결과, 데이터 속도는 꾸준히 감소합니
다.

5.

RF 환경 - 환경의 노이즈 및 간섭 양.잡음과 간섭이 적을수록 대역폭이 커집니다.6.
Encryption/Decryption(암호화/해독) - 일반적으로 암호화는 데이터 암호화/암호 해독 프로세
스에 수반되는 오버헤드로 인해 처리량을 줄입니다.그러나 AES와 같은 고급 암호화 표준은
TKIP 및 WEP와 같은 다른 암호화 표준과 비교할 때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 유선 인프라의 대역폭이 유선 네트워크에서 무선 클라이언트로 주고
받는 트래픽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8.

AP1250을 사용하는 경우 5-10% 부스트를 위해 AP를 H-REAP 모드로 변경합니다.9.
AP1140을 사용하는 경우 AP를 로컬 모드로 유지하고 컨트롤러에서 TCP MSS를 활성화합
니다.config ap tcp-adjust-mss enable all 1363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화합니다.

10.

RRM 검사를 비활성화하여 채널에서 꺼질 때 처리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이는 1-3%
개선될 수 있습니다.

11.

RLDP를 비활성화하여 테스트 중에 AP가 비인가 디바이스에 연결을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
다.

12.

데이터 플레인이 4404 시리즈보다 우수하므로 무선 컨트롤러 5508을 사용합니다.13.

다음을 확인합니다.

WLC와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의 연결 상태, 속도, 모드 및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트레이(바탕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무선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무선 모드를 확인합니다.그런 다음 Status(상태)를
클릭하고 밴드를 선택합니다.클라이언트 작동 속도를 확인하려면 무선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
쪽 단추로 클릭하고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보기를 클릭합니다.SSID를 클릭하고 아래와
같이 속도를 확인합니다
.

1.

WLC GUI에서 Monitor(모니터)를 클릭합니다.그런 다음 왼쪽에서 Clients를 클릭합니다.현재
WLC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목록이 표시됩니다.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를 클릭하여 해당 연결의
모드, 속도 및 기타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

2.



문제 해결

802.11n 데이터 속도를 달성할 수 없음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는 802.11n에서 최대 처리량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다음 검사를
수행합니다.

802.11n을 사용하려면 802.11n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WLAN에서 AES 암호화를 활성화해
야 합니다.NONE이 있는 WLAN을 레이어 2 보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레이어 2 보
안을 구성할 경우 802.11n은 11n 속도로 작동하도록 WPA2 AES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1.



참고: 레거시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WPA TKIP를 활성화하여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AP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AP의 전력 소모가 낮으면 신호 강도가 낮아져 처리량
이 감소합니다.

2.

802.11n 속도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MCS 속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모든 MCS 속도
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이전 그림과 같이 AP에 데이터 전송률 MCS 8-15를 사용하려면 외부 안테나 2개가 있는지 확
인합니다.

4.

802.11n 속도를 달성하려면 WLAN 프로파일에서 WMM이 Allowed(허용됨)로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5.

클라이언트가 WLC에 연결할 수 없음

802.11n 네트워크의 문제는 연결에 관한 한 802.11 네트워크의 문제와 유사합니다.다음 검사를 수
행합니다.

LAP가 컨트롤러에 연결되었고 모든 무선 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Wireless(무선) > All
APs(모든 AP) 아래에서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

2.4GHz 및 5GHz 대역에서 모두 작동하려면 무선 정책에서 모두로 WLAN이 활성화되고 구성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의 클라이언트 문
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802.11n 무선 기술 개요●

Cisco 802.11n 백서●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명령 참조, 릴리스 5.1●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ps6366/products_tech_note09186a00809d45a2.shtml
//www.cisco.com/en/US/products/ps6366/products_tech_note09186a00809d45a2.shtml
//www.cisco.com/en/US/netsol/ns767/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netsol/ns767/networking_solutions_white_papers_list.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mmand/reference/cli51c1.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WLC에서 802.11n 구성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관련 제품
	표기 규칙

	802.11n - 개요
	802.11n의 향상된 처리량 제공 방법
	802.11n 구축 지침

	802.11n 구성
	802.11n용 WLC 구성
	802.11n용 클라이언트 구성

	802.11n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802.11n 데이터 속도를 달성할 수 없음
	클라이언트가 WLC에 연결할 수 없음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