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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컨트롤러 기반 환경에 Symbol Handheld 장치를 구축할 때 유용한 제안 사항을 나열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WLC(Wireless LAN Controller)●

휴대용 장치에 대한 기본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버전 5.0.148.0을 실행하는 WLC(Wireless LAN Controller) 4400을 기반으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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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헬드 장치와의 상호 운용성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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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컨트롤러 기반 환경에서 휴대용 장치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견된 제안 목록입니
다.

이전 스위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액세스 포인트(AP)가 WLC에 연결되지만 충분한 전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무선 장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 주입기를 사
용해야 합니다.
config ap power injector enable <AP Name>

1.

WLC 버전 4.1.185.0 이상을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2.
이전 펌웨어 버전을 실행하는 기호 장치가 제대로 로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래 연결된
AP에 적용됩니다.이는 알려진 문제이며 Symbol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타 버전을 릴리
스했습니다.심볼에서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3.

Aironet IE—Aironet IE는 Cisco 디바이스에서 더 나은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Cisco 전용 속성
입니다.Aironet IE를 비활성화합니다.WLC GUI에서 WLANs 탭으로 이동합니다.기호 장치가
연결되는 WLAN을 클릭합니다.Advanced(고급) 탭으로 이동하여 Aironet IE의 선택을 취소합
니다.

4.

디바이스가 Cisco WLC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CCX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MC75 및 MC5590(MPA 1.5 플랫폼 아래)과 같은 특정 기호 디바이스는 CCXv4 인증을 받았
습니다.MC9090 WM 6.1, MC9090 - VGA WM 6.1, MC9094 WM 6.1, MC7090 WM 6.1,
MC7095 WM 6.1, MC7090 WM 6.1, MC90 5 WM 6.1, MC70x4 WM 6.1, MC7598 WM 6.1,
MC3090 CE5 Pro, MC3090 CE5 Core, WT4090 CE 5.0(MPA 1.0) 및 VC50900.0 MPA 1.0)은
CCXv3 인증을 받았습니다.

5.

DTIM 간격을 수정합니다.DTIM 설정 6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6.
Client Exclusion per WLAN(WLAN당 클라이언트 제외) -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특정 클라이언
트가 WLAN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데 사용됩니다.클라이언트 제외를 비활성화하
여 기호 장치가 제외된 목록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7.

MFP—Management Frame Protection은 MIC IE(Message Integrity Check Information
Element)를 각 프레임에 추가할 때 AP가 전송하는 관리 프레임을 보호하는 디인증, 연결 해제,
신호 및 프로브와 같은 관리 프레임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Cisco 속성 기능입니다
.침입자가 프레임을 복사, 변경 또는 재생하려고 시도하면 MFP 프레임을 탐지하도록 구성된
수신 AP가 불일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MIC가 무효화됩니다.WLC에서 MFP를 비활성화
합니다
.

8.



로드 밸런싱 - 이 기능은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가 WLC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디바이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합니다.Controller 탭을 클릭합니다
.General(일반) 메뉴로 이동하여 Aggressive Load Balancing(적극적인 로드 밸런싱)을 비활성

화합니다.

9.

라디오 전문화—무선 프리앰블(헤더라고도 함)은 무선 장치 및 클라이언트 장치가 패킷을 보
내고 받아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패킷 헤드의 데이터 섹션입니다.Long Preamble은 WLC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킵니다.무선 탭을 클릭합니다.802.11 b/g/n으로 이동
하고 Network 옵션을 클릭한 다음 Short Preamble(짧은 프리앰블)을 선택 취소합니다
.

10.



클라이언트 제외 정책을 전역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Security(보안) 탭을 클릭하고 Wireless
Protection Policies(무선 보호 정책) 메뉴 아래에서 Client Exclusion Policies(클라이언트 제
외 정책)로 이동합니다.Client Exclusion Policies(클라이언트 제외 정책)에서 옵션을 선택 취

소합니다.

11.

관련 정보



   

RFID 태그, RFID 태그 및 해당 구성 자세히 보기●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의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무선 LAN 네트워크에서 연결 문제 해결●

끊어진 무선 LAN 연결 수정●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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