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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무선 LAN 컨트롤러에서 자동 설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경량 AP 및 Cisco WLC의 구성에 대한 기본 지식●

LWAPP(Lightweight AP Protocol)에 대한 기본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펌웨어 5.2.178.0을 실행하는 Cisco 4402 Series WLC●

TFTP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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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C의 자동 설치 기능

AutoInstall 기능은 무선 LAN 컨트롤러 버전 5.0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컨트롤러가 처음 부팅될 때 TFTP 서버에서 구성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자동 설치(또는 자동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에 의해 컨트롤러가 구성되면 WCS에 자동으로 추
가됩니다.

자동 설치 프로세스가 작동하려면 컨트롤러에 대한 구성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네트워크에 이미
있는 컨트롤러(또는 WCS 필터를 통해)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고, TFTP 서버에 컨피그레이
션 파일을 배치하고, 새 컨트롤러가 IP 주소 및 TFTP 서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DHCP 서버를 구
성하는 경우, 자동 설치 기능은 새 컨트롤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
니다.

자동 설치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HCP를 통해 IP 주소 가져오기 및 TFTP
서버에서 구성 파일 다운로드 및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의 구성 파일 선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예

이 예에서는 자동 설치 기능을 사용하여 버전 6.0을 실행하는 기본 4400 무선 LAN 컨트롤러를 구성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동 설치에서는 다음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5500 및 4400 시리즈 컨트롤러

eth0 - 서비스 포트(태그 없음)●

dtl0 - NPU를 통한 기가비트 포트 1(태그 없음)●

자동 설치는 DHCP 프로세스가 성공하거나 자동 설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때까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성공적으로 가져오는 첫 번째 인터페이
스는 자동 설치 작업에 등록합니다.이 인터페이스를 등록하면 AutoInstall이 TFTP 서버 정보를 얻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AutoInstall은 DHCP IP 주소를 가져오는 각 인터페이스에서 세 개의 전체 다운로드 반복을 수행합
니다.예를 들어 4400 시리즈 컨트롤러가 eth0 및 dtl0 모두에서 DHCP IP 주소를 가져오는 경우 각
인터페이스는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합니다.세 번 시도한 후에도 인터페이스가 컨피
그레이션 파일을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인터페이스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된 첫 번째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컨트롤러 재부팅을 트리거합니다.재부팅 후 컨트
롤러는 새로 다운로드한 컨피그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서는 TFTP 서버 루트 디렉토리에 유효한 구성 파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Microsoft DHCP 서버가 4400 컨트롤러의 서비스 포트에 IP 주소를 임대하도록 구성합
니다.서비스 포트 IP 주소와 함께 DHCP 서버는 다음 값을 반환하도록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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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의 호스트 이름(DHCP Host Name 옵션 사용)●

TFTP 서버 주소(TFTP Server Address 옵션 사용)●

참고:이 컨피그레이션 예에서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TFTP 서버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파일 이름을 결정합니다.WLC는 DHCP 부팅 파일 옵션을 사용하여 반환된 파일 이름 또는 DHCP
파일 필드에서 제공하는 파일 이름과 같은 다른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WLC가 구성 파일
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의 구성 파일 선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AN 컨트롤러 구성 가이드, 릴리스 6.0.

호스트 이름과 TFTP 서버가 확인되면 AutoInstall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합
니다.

Microsoft DHCP 서버 구성

이 설정에 대한 Windows 2000 DHCP 서버의 구성에는 다음 세 가지 작업이 포함됩니다.

DHCP 서버에 새 범위를 만듭니다.●

범위에 TFTP 서버 주소를 추가합니다.●

DHCP 호스트 이름 옵션을 추가합니다.●

DHCP 서버에 새 범위 만들기

새 DHCP 범위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Windows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DHCP를 선택하여 DHCP 관리자에 액세스합
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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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Manager가 나타납니다
.



DHCP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New Scope(새 범위)를 클릭합니다.New
Scope Wizard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2.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

3.

새 범위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추가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

4.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할당할 IP 주소 범위를 추가합니다.네트워크 설정에 대해 서브넷
마스크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5.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참고: 동일한 주소가 두 번 사용되지 않도록 이전에 다른 디바
이스에 할당된 이 범위 내에서 IP 주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리스 기간을 네트워크에 적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이 값은 디바이스의 IP 주소가 만료되고
디바이스에서 갱신해야 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7.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8.
디바이스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가져올 때 선택할 추가 옵션을 구성합니다
.

9.



Yes, I want to configure these options now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

10.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Add(추가)를 클릭하여 기본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
다.모든 디바이스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구성해야 합니다.이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와 동일
한 IP 서브넷에 인터페이스가 있고 수신 디바이스가 전송 디바이스와 동일한 IP 서브넷에 없

11.



는 경우 디바이스가 IP 패킷을 전송하는 디바이스에 가장 가까운 라우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참고: 네트워크에서 DNS(Domain Name System)를 사용하려는 경우 도메인 이름 및 DNS
서버의 IP 주소를 수신하도록 디바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CallManager 디바이스에서 WIN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Windows WINS(Internet
Naming Service) 서버 구성을 건너뛰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

12.



No, I will activate this scope later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

13.

마침을 클릭합니다.이제 새 DHCP 범위가 생성됩니다.그러나 아직 활성 상태가 아니며 IP 주
소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

14.



범위에 TFTP 옵션 추가

기본적으로 TFTP 옵션은 새로 정의된 DHCP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범위에 TFTP 옵션을 추
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t Predefined Options(미리 정의된 옵션 설정)를
선택합니다
.

1.



미리 정의된 옵션 및 값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Add(추가)를 클릭합니다.옵션 유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2.

Name 필드에 TFTP Server IP Address(TFTP 서버 IP 주소)를 입력하고 Data type(데이터 유
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IP Address(IP 주소)를 선택합니다.

3.

Code 필드에 150을 입력하고 Description(설명) 필드에 Autoinstall Feature(자동 설치 기능에
대한 TFTP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한 다음 Edit Array(어레이 수정)를 클릭합니다

.

5.

무선 LAN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이 저장되는 TFT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범위 옵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옵션 구성]을 선택합니
다
.

7.



Scope Option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50 TFTP Server IP Addres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이 옵션은 이 범위에 대해 TFTP 서버 IP
주소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8.

Apply(적용)를 클릭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하여 범위에 이제 Option 150이 포함되는지 확인
합니다
.

9.



범위에 호스트 이름 옵션 추가

다음 단계는 DHCP 호스트 이름 옵션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호스트 이름 옵션
은 새로 정의된 DHCP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범위에 대한 호스트 이름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t Predefined Options(미리 정의된 옵션 설정)를
선택합니다.미리 정의된 옵션 및 값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1.

Option Class 드롭다운 목록에서 DHCP Standard Options를 선택하고 Option name 드롭다운
목록에서 012 Host Name을 선택합니다.

2.



문자열 필드에 WLC-4400-Autoinstall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3.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범위 옵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옵션 구성]을 선택합니
다.Scope Option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4.

General(일반) 탭에서 012 Host Name(호스트 이름)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범위에 대한 호스
트 이름 옵션을 활성화합니다.범위에 대해 TFTP 서버 IP 주소 옵션과 호스트 이름 옵션이 활
성화됩니다.다음으로 DHCP 범위를 활성화합니다.

5.

DHCP Manager에서 범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ctivate(활성화)를 선택하여
xcope를 활성화합니다
.

6.



무선 컨트롤러에 자동 설치 예

DHCP 서버가 구성되면 무선 LAN 컨트롤러는 자동 설치 기능을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즉시 사용 가능한 4400 Wireless LAN Controller를 부팅하고 컨트롤러 콘솔에서 이벤
트 순서를 확인합니다.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자동 설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컨피그레이션 마법사가 시작되었음을 자동
설치로 알릴 때까지 컨트롤러는 어떤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마법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컨트
롤러에 올바른 구성이 있습니다.

자동 설치에서 컨피그레이션 마법사가 시작되었다는 알림을 받으면(컨트롤러에 컨피그레이션이 없
다는 의미임), 자동 설치에서 30초 동안 대기합니다.이 기간은 구성 마법사의 첫 번째 프롬프트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Would you like to terminate autoinstall? [yes]:

30초 중단 시간 제한이 만료되면 자동 설치에서 DHCP 클라이언트를 시작합니다.프롬프트에
Yes를 입력하면 이 30초 시간 초과 후에도 자동 설치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TFTP 작업
이 플래시를 잠그고 유효한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중이면 자동 설치를 중단할 수 없
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DHCP IP 주소를 획득한 후 AutoInstall은 컨트롤러의 호스트 이름 및 TFTP 서버
의 IP 주소를 결정하는 짧은 일련의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이 예에서 서비스 포트는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수신한 첫 번째 포트이므로 자동 설치 기능
을 시작합니다.IP 주소와 함께 DHCP 서버는 TFTP 서버 IP 주소 및 컨트롤러의 호스트 이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서비스 포트를 등록한 후 자동 설치 기능은 TFTP 서버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연결합니다.

자동 설치는 구성 파일을 검색하여 이름이 여기에 나열된 순서대로 검색합니다.

DHCP Boot File Name(DHCP 부팅 파일 이름) 옵션에서 제공하는 파일 이름●

DHCP 파일 필드에서 제공하는 파일 이름●

호스트 이름 구성●

호스트 이름.cfg●

base MAC address-config(예: 0011.2233.4455-config)●

일련 번호 컨피그레이션●

ciscowlc-confg●

ciscolc.cfg●

자동 설치는 구성 파일을 찾을 때까지 이 목록을 통해 실행됩니다.등록된 각 인터페이스에서 이 목
록을 세 번 순환한 후 구성 파일을 찾지 못하면 실행이 중지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자동 설치 기능은 WLC-4400-Autoinstall.cfg(<host-name>.cfg) 구성 파일을 검색하
고 찾습니다. DHCP 서버에서 반환한 호스트 이름이 WLC-4400-Autoinstall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DHCP 서버가 TFTP 서버 IP 주소만 반환하도록 구성합니다(무선 LAN 컨트롤러 서
비스 포트의 IP 주소 포함). 이 예에서 구성 파일의 이름은 hostname.cfg 대신 ciscolc.cfg입니다.

Autoinstall은 서비스 포트의 IP 주소를 가져와서 인터페이스를 등록한 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순서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검색하고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마지막으
로 ciscowlc.cfg 파일을 찾아 로드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다음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무선 LAN 컨트롤러에 로드되면 컨트롤러는 컨피그레이션을 플래시에 저장하
고 새 컨피그레이션으로 재설정합니다.

문제 해결

자동 설치 프로세스 중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UTO-INSTALL: attempting download of 'ciscowlc-confg'

AUTO-INSTALL: TFTP status - 'TFTP Config transfer starting.'

AUTO-INSTALL: TFTP status - ‘% Error: Config file transfer failed -

No reply from the TFTP server'

이 오류 메시지는 무선 LAN 컨트롤러가 TFTP 서버에 연결할 수 없거나 TFTP 서버가 응답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TFTP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TFTP 포트가 네트
워크에서 차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6.0●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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