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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대한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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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FAQ

Q. WLC(Wireless LAN Controller)란 무엇입니까?

A. 무선 네트워크는 오늘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많은 기업 환경에서 대규모 무선 네트워크
를 구축해야 합니다.Cisco는 Cisco CUWN(Unified Wireless Network) 솔루션의 개념을 제안하여 이
러한 대규모 구축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WLC는 CUWN에서 중앙 역할을 수행
하는 디바이스입니다.무선 클라이언트의 연결 또는 인증과 같은 액세스 포인트의 기존 역할은
WLC에서 수행합니다.통합 환경에서 LAP(Lightweight Access Point)라고 하는 액세스 포인트는
WLC에 등록하고 모든 관리 및 데이터 패킷을 WLC에 터널링하여 무선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의
유선 부분 간에 패킷을 전환합니다.모든 컨피그레이션은 WLC에서 수행됩니다.LAP는 WLC에서 전
체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에 무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LAP가 WLC에 등
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LAN 컨트롤러에 대한 LAP(Lightweight AP) 등록 문서를 참
조하십시오.

Q. CAPWAP란 무엇입니까?

A.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5.2 이상에서 Cisco CAPWAP(Standard 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컨트롤러와 네트워크의 다른 경량 액세스 포인트
간에 통신합니다.5.2 이전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이러한 통신에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를 사용합니다.

LWAPP를 기반으로 하는 CAPWAP는 컨트롤러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 모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표준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프로토콜입니다.CAPWA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컨트롤러 소프트
웨어 릴리스 5.2에서 구현됩니다.

LWAPP를 사용하는 Cisco 제품에서 CAPWAP를 사용하는 차세대 Cisco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경로 제공

●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6c9e51.shtml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6c9e51.shtml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6c9e51.shtml


RFID 판독기 및 유사 장치 관리●

컨트롤러가 향후 서드파티 액세스 포인트와 상호 운용되도록 지원●

LWAPP 지원 액세스 포인트는 CAPWAP 컨트롤러를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으며, CAPWAP 컨트롤
러로의 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CAPWAP를 사용할 때 컨트롤러 검색 프로세스와
펌웨어 다운로드 프로세스는 LWAPP를 사용할 때와 동일합니다.한 가지 예외는 CAPWAP에서 지
원하지 않는 레이어 2 구축입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CAPWAP 컨트롤러 및 LWAPP 컨트롤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CAPWAP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액세스 포인트가 CAPWAP 또는 LWAPP를 실행하는 컨트롤러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유일한 예외는 Cisco Aironet 1140 Series Access Point입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는
CAPWAP만 지원하므로 CAPWAP를 실행하는 컨트롤러만 조인합니다.예를 들어 1130 시리즈 액
세스 포인트는 CAPWAP 또는 LWAPP를 실행하는 컨트롤러에 조인할 수 있는 반면 114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는 CAPWAP를 실행하는 컨트롤러에만 조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액세스 포인트 통신 프로토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CAPWAP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 있습니까?

A. CAPWAP를 사용할 때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방화벽이 현재 LWAPP를 사용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트래픽만 허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CAPWAP를 사용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방화벽 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CAPWAP UDP 포트 5246 및 5247(LWAPP UDP 포트 1222 및 12223과 유사)이 활성화되었고
액세스 포인트가 컨트롤러에 조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간 장치에 의해 차단되지 않았는
지 확인합니다.

●

ACL(Access Control List)이 컨트롤러와 액세스 포인트 간의 제어 경로에 있는 경우, 액세스 포
인트가 고립되지 않도록 새 프로토콜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

액세스 포인트는 임의의 UDP 소스 포트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의 이러한 목적지 포트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5.2에서는 LWAPP가 제거되고 CAPWAP로 대체되었지만, 새로운 기
본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경우 컨트롤러에서 CAPWAP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LWAPP를 사
용하여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액세스 포인트가 컨트롤러에서 CAPWAP 이미지를 다운로
드하면 CAPWAP만 사용하여 컨트롤러와 통신합니다.

참고: CAPWAP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에 조인하려고 시도한 60초 후 액세스 포인트는 LWAPP를 사
용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60초 내에 LWAPP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CAPWAP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에 다시 가입하려고 시도합니다.액세스 포인트는 CAPWAP에서
LWAPP로 전환하는 이 주기를 반복하며 컨트롤러에 연결될 때까지 60초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LWAPP 복구 이미지(자동 모드 또는 기본 액세스 포인트에서 변환된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액세스
포인트는 LWAPP만 사용하여 컨트롤러에서 CAPWAP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에 조
인하려고 시도합니다.

Q. 기본 운영을 위해 WLC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기본 작동을 위해 WLC를 구성하려면 Wireless LAN Controller 및 Lightweight Access Point
Basic Configuration 예를 참조하십시오.

Q. WLC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은 무엇입니까?

A. WLC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 목록입니다.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2/configuration/guide/c52lwap.html#wp1104685
//www.cisco.com/en/US/docs/wireless/technology/controller/deployment/guide/dep.html#wp1050339
//www.cisco.com/en/US/docs/wireless/technology/controller/deployment/guide/dep.html#wp1050339


HTTP 또는 HTTPS를 통한 GUI 액세스●

텔넷, SSH 또는 콘솔 액세스를 통한 CLI 액세스●

서비스 포트를 통한 액세스●

이러한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Configuration Guide, Release 5.1 문서의 Using the Web-Browser and CLI Interfaces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는 GUI 및 CLI 액세스에 사용됩니다.무선 클라이언
트는 무선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 관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WL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WLC의 Management(관리) 메뉴를 클릭하
고 왼쪽에서 Mgmt via Wireless(무선 관리)를 클릭합니다.WLC는 동적 인터페이스 IP 주소 중 하나
로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config network mgmt-via-dynamic-interface 명
령을 사용합니다.유선 컴퓨터에는 WLC의 동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CLI 액세스만 있을 수 있습
니다.무선 클라이언트는 동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LI 및 GUI 액세스를 모두 갖습니다.

Q. Cisco 5500 Series 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USB 콘솔 포트를 사용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A. 5500 시리즈 컨트롤러의 USB 콘솔 포트는 USB Type A와 5핀 미니 Type 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의 USB 커넥터에 직접 연결됩니다.

참고: 4핀 미니 Type B 커넥터는 5핀 미니 Type B 커넥터와 쉽게 혼동됩니다.호환되지 않습니다
.5핀 미니 Type B 커넥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에서 작동하려면 콘솔 포트에 연결된 모든 PC에 Cisco Windows USB 콘솔 드라
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Windows 하이퍼터미널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콘솔 포트에서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콘솔 포트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케이블을 USB 콘솔 포트에 연결하면 RJ-45 포트가 비활성화됩니다.반대로 USB 케이
블을 USB 포트에서 제거하면 RJ-45 포트가 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5500 Series Controller USB 콘솔 포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Q. 4400 컨트롤러에서 GUI 컨피그레이션 마법사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A. GUI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4400 컨트롤러에서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컨트롤러의 서비스 포
트에 연결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컨트롤러 서비스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PC를 구성
합니다.WLC를 처음 구성할 때 서비스 포트의 IP 주소는 192.168.1.1입니다. PC에서 Internet
Explorer 6.0 SP1 이상 또는 Firefox 2.0.0.11 이상을 시작하고 http://192.168.1.1으로 이동합니다.
GUI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을
참조하십시오.

Q. 원격 위치에서 WLC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텔넷과 SSH를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WL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텔넷은 원격 액세스에 사
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SSH는 원격 액세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기도 하지만, 추가된 보안을 포
함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의 SSH
및 텔넷 세션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여러 스위치에 걸쳐 있는 LAG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cg51.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cg51.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51intf.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release/notes/crn6_0_196.html#wp534673
//www.cisco.com/en/US/partner/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
//www.cisco.com/en/US/partner/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60intf.html#wp1144063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60intf.html#wp1144063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6.0/configuration/guide/Controller60CG.html


A. 네.VSS 또는 스태킹된 스위치(3750/2960) 설정을 사용하는 LAG는 IP 패킷의 프래그먼트가 동
일한 포트로 전송되는 한 작동합니다.여러 개의 스위치로 이동할 경우, 포트는 로드 밸런싱 결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L2 "엔티티"에 속해야 합니다.

Q. WLC는 패킷을 어떻게 전환합니까?

A. 모든 클라이언트(802.11) 패킷은 LAP에 의해 LWAPP 패킷에 캡슐화되고 WLC로 전송됩니다
.WLC는 LWAPP 패킷을 캡슐화하고 802.11 패킷의 대상 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대상이 WLC에
연결된 무선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경우 LWAPP로 패킷을 다시 캡슐화하고 클라이언트의 LAP로
전송합니다. 이 경우 패킷이 역캡슐화되고 무선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목적지가 네트워크의 유
선 측에 있는 경우 802.11 헤더를 제거하고 이더넷 헤더를 추가한 다음 패킷을 연결된 스위치로 전
달합니다. 여기서 패킷은 유선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패킷이 유선 측에서 전송되면 WLC는 이더
넷 헤더를 제거하고, 802.11 헤더를 추가하고, LWAPP로 캡슐화한 다음, LAP로 전송하며, LAP에
해독되고, 802.11 패킷이 무선 클라이언트로 전달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440X
Series Wireless LAN Controller 구축 문서의 LWAPP Fundamental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WLC에서 마스터 컨트롤러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A. 마스터 컨트롤러가 활성화된 경우, 동일한 서브넷의 마스터 컨트롤러와 연결된 1차, 2차 또는
3차 컨트롤러가 할당되지 않은 새로 추가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입니다.이렇게 하면 운영자는 액세
스 포인트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고 All APs(모든 AP) > Details(세부사항) 페이지를 사용하여 액세
스 포인트에 기본, 보조 및 3차 컨트롤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Cisco Wireless LAN 솔루션에 새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할 때만 사
용됩니다.네트워크에 추가 중인 액세스 포인트가 없을 경우 Cisco WLAN 솔루션은 마스터 컨트롤
러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4400 WLC는 VLAN 간에 패킷을 라우팅합니까?

A. 4400 WLC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만 라우터처럼 작동하지 않는 어플라이언스입니다.VLAN 간
에 패킷을 라우팅하려면 레이어 3 디바이스가 있어야 합니다.WLC는 클라이언트의 SSID를 VLAN
서브넷에 매핑한 다음 업스트림 라우터의 관리 인터페이스에 다시 보내 패킷을 라우팅합니다.

Q. WLC에서 WLAN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WLAN은 액세스 포인트의 SSID와 유사합니다.클라이언트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WLC에서 WLAN을 구성하려면 WLC를 사용하는 Guest WLAN 및 Internal WLAN 문서의 샘플 컨
피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Q. DHCP는 WLC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A. WLC는 외부 DHCP 서버에 DHCP 릴레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클라이언트에
DHCP 서버 역할을 합니다.다음은 발생하는 이벤트의 시퀀스입니다.

일반적으로 WLAN은 DHCP 서버로 구성된 인터페이스에 연결됩니다.1.
WLC가 WLAN의 클라이언트로부터 DHCP 요청을 받으면 관리 IP 주소로 요청을 DHCP 서버
에 릴레이합니다.

2.

WLC는 라우팅할 수 없는 주소여야 하는 가상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 대한 DHCP 서버로, 일
반적으로 1.1.1.1으로 구성됩니다.

3.

WLC는 DHCP 서버에서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여 무선 클라이언트로 DHCP 응답을 전달합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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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 DHCP 서버로 작동하도록 WLC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WLC를 DHCP 서버로 구성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5.1 문서의 DHCP 범위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LAP의 전원 및 채널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LAP가 WLC에 등록되면 LAP에 대한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WLC에서 수행됩니다.RRM이라는
WLC에 내장된 기능이 있습니다. WLC는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LAP의 구축에 따라 채
널 및 전원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RRM은 WLC에서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LAP에 대한
채널 및 전원 설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RRM 기능을 재정의하고 LAP에 대한 전원 및 채널 설정
을 정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채널 및 전원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5.1 문서의 Statically Assigning
Channel and Transmit Power Settings to Access Point Radio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네트워크에 여러 WLC가 있습니다.네트워크에서 여러 WLC를 관리할 수 있는 장
치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A. 예, WCS(Wireless Control System)는 네트워크에서 여러 WLC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 소프트웨
어입니다.WLC, 관련 액세스 포인트 및 클라이언트를 관리합니다.WC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Guide, Release 5.0을 참조하십시오.

Q. WLC 구성 파일을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WLC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면 컨트롤러는 플래시 메모리에 XML 형식으로 저장합니다.컨피그
레이션 파일을 쉽게 읽고 수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릴리스 5.2 이상)는 이를 CLI 형식
으로 변환합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TFTP 또는 FTP 서버에 업로드하면 컨트롤러는 XML에서 CLI로 변환을 시작
합니다.그런 다음 서버의 CLI 형식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완료되면
컨트롤러로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합니다. 컨트롤러는 XML 형식으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구성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WLC Configuration Guide 6.0의 Editing
Configuration File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하나의 WLC에서 다른 WLC로 직접 구성을 푸시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한 WLC에서 다른 WLC로 직접 구성을 푸시할 수 없습니다.파일을 다른 WLC로 전송하
려면 WLC에서 TFTP 서버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TFTP 서버에서 원하는 WLC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WLC에서 TFTP 서버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려면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
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5.0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및 컨피그레이션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WLC에서 TFTP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두 WLC가 모두 동일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
행해야 합니다.

Q. WLC에서 실행되는 코드 버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무선 LAN 컨트롤러 GUI에서 Monitor(모니터) > Summary(요약)를 클릭합니다.Summary(요약)
페이지에서 Software Version(소프트웨어 버전) 필드에는 무선 LAN 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펌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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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이 표시됩니다.

WLC CLI를 통해 WLC에서 실행되는 펌웨어 버전을 찾으려면 show run-config 명령을 사용합니다.

(Cisco Controller) >show run-config

Press Enter to continue...

System Inventory

Burned-in MAC Address............................ 00:0B:85:33:52:80

Press Enter to continue Or <Ctl Z> to abort

System Information

Manufacturer's Name.............................. Cisco Systems Inc.

Product Name..................................... Cisco Controller

Product Version.................................. 4.0.217.0

RTOS Version..................................... 4.0.217.0

Bootloader Version............................... 4.0.217.0

Build Type....................................... DATA + WPS

Compact Flash Size............................... 256 MB

활성 부팅 이미지를 보려면 show boot 명령을 사용합니다.

(Cisco Controller) >show boot

Primary Boot Image............................... 4.0.217.0 (active)

Backup Boot Image................................ 4.0.155.5

Q.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때 무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됩니까?WLC에 등
록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AP)는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다운되거나 무선 네트워크가
작동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 번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됩니까(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특정 AP 제외)?

A. WLC가 업그레이드되면 재부팅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이 시간 내에 WLC에 대한 연결이
끊깁니다.WLC에 등록된 LAP는 WLC와의 연결이 끊어지므로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가 중
단됩니다.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컨트롤러의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의 소프트웨
어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면 각 LED가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컨트롤러에서 최대
10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이 프로세스 진행 중 컨트롤러 또는 액
세스 포인트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액세
스 포인트가 많은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
다.그러나 소프트웨어 릴리스 4.0.206.0 이상에서 동시 액세스 포인트 업그레이드 수가 증가함에 따
라 업그레이드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액세스 포인트는 계속 켜져 있어야 하며, 이 시간 동안 컨
트롤러를 재설정하면 안 됩니다.

Q. 무선 LAN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전에 따라야 할 지침은 무엇입니까?

A. Cisco는 LAN 또는 기타 고속, 지연 시간이 짧은 링크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
다.매우 느린 네트워크 연결로 인해 TFTP가 시간 초과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성공하지 못합니
다.

TFTP를 전송 모드로 사용할 경우 무선 LAN 컨트롤러와 동일한 세그먼트의 tftp 데몬에서만 컨트롤
러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결된 무선 클라이언트를 TFTP 또는 FTP 서버로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면 업
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무선 LAN 컨트롤러는 WLC에 연결된 AP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몬
에서 (T)FTP 전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SCsi73129를 참조하십시오.

이 외에도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침 섹션에 설명된 지침을 따
릅니다.

Q. 어떤 컨트롤러 기능을 재부팅해야 합니까?

A. 컨트롤러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 후 컨트롤러를 재부팅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LAG(Link Aggregation)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인증서에 종속된 기능(예: https 및 웹 인증) 활성화●

새 SNMP v3 사용자 추가 또는 기존 SNMP v3 사용자 수정●

라이센스를 설치하거나 라이센스 기능 세트를 변경하거나 컨트롤러에서 AP 수 평가 라이센스
의 우선순위를 변경합니다.

●

Q. 경량 모드로 변환된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액세스 포인트(AP)가 Cisco 4100
Series WLC에 등록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경량 모드로 변환된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AP는 Cisco 40xx, 41xx 또는 3500
WLC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량 AP(LAP)는 Cisco 4400 및 2000 시리즈 WLC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경량 모드로 변환되는 AP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Cisco Aironet 액세스 포
인트를 경량 모드로 업그레이드의 제한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4402 및 4404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지원되는 최대 AP 수는 얼마입
니까?

A. 지원되는 액세스 포인트 수에 대한 제한은 보유 중인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기가비트 이더
넷 포트 2개가 포함된 4402 WLC는 12, 25, 50개의 LAP(Light Weight Access Point)를 지원하는 구
성으로 제공됩니다. 4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있는 4404 WLC는 100개의 LAP를 지원합니다.

참고: 메시 액세스 포인트는 실내 및 실외 구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컨트롤러 모델에서 지
원되는 액세스 포인트(메시 AP 포함)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reless Lan Controller
Configuration Guide 6.0의 Controling Mesh Access Point 섹션에서 컨트롤러 모델에서 지원하는 표
8-3 메시 액세스 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Q. 5508 WLC에서 7.0.98.0에서 6.0.200.22으로 이미지 다운그레이드를 수행했습니
다.그러나 다운그레이드 후 WLC에서 지원되는 최대 AP 수가 500개에서 250개로 변
경되었습니다.왜?

A. 이는 예상되는 동작입니다.WLC 버전 6.0에서는 5508 컨트롤러가 최대 250개의 경량 액세스 포
인트만 지원합니다.버전 7.0.98.0을 통해 단일 Cisco 5500 Series Wireless Controller는 최대 500개
의 Cisco Aironet AP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WLC 환경에서 로밍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A. 로밍은 클라이언트가 이동 시 중단 없이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무
선 클라이언트가 WLC를 연결 및 인증하면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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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배치합니다.이 항목에는 클라이언트의 MAC 및 IP 주소, 보안 컨텍스트 및 연결, QoS(Quality
of Service) 컨텍스트, WLAN 및 관련 LAP가 포함됩니다.클라이언트가 동일한 WLC에 연결된 다른
LAP로 로밍할 경우,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를 새 LAP 정보로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데이터가 클
라이언트에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브넷이나 다른 서브넷에 있는 다
른 WLC와 연결된 LAP로 로밍하면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새 WLC로 보냅니다.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로밍에 걸쳐 IP 주소를 유지하고 중단 없는 TCP 세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WLC 환경의 로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
리스 5.1의 모빌리티 그룹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게스트 사용자는 WLC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A. 게스트 사용자는 네트워크 리소스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가 필요한 서드파티 네트
워크 사용자입니다.WLC는 기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여 무선 및 유선 게스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일반적으로 무선 게스트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SSID가 제공됩니다.유선 및 무선 네트
워크의 게스트 사용자에게 별도의 VLAN이 할당되어 나머지 데이터 트래픽과 게스트 트래픽을 격
리합니다.이를 통해 게스트 트래픽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웹 인증을 통해 인증됩니다.게스트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
선 게스트 액세스 FAQ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게스트 사용자 로그를 얻으려면 사용자에 대해 Radius 어카운팅을 활성화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합
니다.디버그 aaa all 활성화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합니까?로컬 네트워크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는 무
엇입니까?

A. 로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로컬 네트워크 사용자의 인증서(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저장합니다.그런 다음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합니다.GUI 또는 CLI를 통해 로
컬 네트워크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최대 24자의 영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CLI를 통해 사
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구성할 때 모든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GUI를 통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구성할 때 단일 견적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I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로컬 네트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config netuser add <username> <password> wlan <wlan_id> userType permanent description
<description> —WLC의 로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

config netuser add <username> <password> {wlan | 방명lan} {wlan_id | guest_lan_id}
userType guest lifetime seconds description <description> - WLAN 또는 유선 게스트 LAN의
게스트 사용자를 WLC의 로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

GUI에서 Security(보안) > AAA(AAA) > Local Net Users(로컬 네트워크 사용자) 페이지에서 로컬 네
트워크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WLC에서 로컬 네트워크 사용자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

A. 로컬 네트워크 사용자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사용자를 삭제
하려면 Security(보안) > AAA > Local Net Users(로컬 네트워크 사용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사용
자를 제거하려면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놓고 제거 를 클릭합니다.로컬 네트 사용자가 게스트 사
용자로 구성된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구성 가
능한 범위는 60초에서 2592000초 사이입니다.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cg51.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cg51.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51mobil.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1/configuration/guide/ccg51.html
//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67489f.shtml#backinfo
//www.cisco.com/en/US/products/ps6366/products_qanda_item09186a00809ba482.shtml
//www.cisco.com/en/US/products/ps6366/products_qanda_item09186a00809ba482.shtml


Q. 모빌리티 그룹이란 무엇입니까?

A. 모빌리티 그룹은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 이름으로 구성된 WLC 그룹입니다.클라이언트는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의 WLC 간에 원활하게 로밍할 수 있습니다.모빌리티 그룹의 WLC는 자신과의 이중
화를 제공합니다.모빌리티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LC(Wireless LAN Controller) 모빌리티 그
룹 FAQ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 몇 개의 WLC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A. 단일 모빌리티 그룹에 최대 24개의 일반 WLC(Cisco 2000, 4100 및 4400 시리즈)를 배치할 수 있
습니다.하나의 모빌리티 그룹에서 최대 12개의 WiSM(Wireless Services Module) 블레이드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일 모빌리티 그룹에서 최대 3,600개의 액세스 포인트(AP)가 지원됩니다.

참고: WLC 릴리스 5.1에서는 모빌리티 도메인에 최대 72개의 WLC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Cisco 4400 Series WLC는 IPX(Internetwork Packet Exchange) 프로토콜을 지원
합니까?Airespace 제품이 IPX 프로토콜을 지원합니까?

A. 아니요, IPX 프로토콜은 Cisco WLC의 어떤 플랫폼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A. 무선 LAN 컨트롤러 GUI는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6.0 SP1 이상 및 Mozilla Firefox
2.0.0.11 이상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참고: Opera 및 Netscap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Internet Explorer 6.0 SP1 이상 및 Mozilla Firefox 2.0.0.11(이상)은 컨트롤러 GUI에 액세스하
고 웹 인증을 사용하기 위해 지원되는 유일한 브라우저입니다.

Q. 웹에서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 MIB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A. Cisco WLC MIB는 Wireless Downloads(등록된 고객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LC MIB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ireless Downloads(무선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Wireless LAN Controller(무선 LAN 컨트롤러
)를 클릭하고 MIB가 필요한 WLC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1.

WLC의 Software Download(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이 페이지에는
MIB를 포함한 WLC의 모든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버전을 선택하고 표준 MIB 및 Cisco 특정 MIB를 다운로드합니다.이 두 파일은 다
운로드하고 MIB를 포함해야 합니다.파일 이름은 다음 예와 유사합니다.

Standard-MIBS-Cisco-WLC4400-2000-XXXXXX.zip

Cisco-WLC-MIBS-XXXX.zi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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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스트 터널링에서 단일 앵커 WLC에서 서로 다른 내부 WLC로 구성할 수 있는
EoIP(Ethernet over IP) 터널은 몇 개입니까?

A. 단일 앵커 WLC는 내부 WLC당 하나의 터널로 최대 71개의 EoIP 터널을 지원합니다.이러한
WLC는 서로 다른 모빌리티 그룹일 수 있습니다.

Q. 2100 Series WLC와 4400 WLC의 기능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2100과 4400 Series WLC의 주요 차이점은 지원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기능은 2100 시리즈 WLC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포트(별도의 대역 외 관리 10/100Mbps 이더넷 인터페이스)●

다음 소프트웨어 기능은 2100 Series WLC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VPN 종료(예: IPSec 및 L2TP)●

VPN 통과 옵션●

게스트 컨트롤러 터널의 종료(게스트 컨트롤러 터널의 초기화가 지원됨)●

외부 웹 인증 웹 서버 목록●

레이어 2 LWAP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포트 미러링●

AppleTalk●

사용자별 QoS 대역폭 계약●

IPv6 통과●

링크 집계(LAG)●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모드●

4400 Series WLC는 앞서 언급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Q. 4100 Series WLC는 어떤 경량 액세스 포인트(LAP)를 지원합니까?

A. Airespace 1200, 1250, Cisco 1000 Series 및 Cisco 1500 Series LAP만 4100 Series WLC와 연
동됩니다.

Q. 무선 클라이언트에 IP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 이 ASA /PIX를 Windows DHCP 서버
대신 DHCP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예, ASA/PIX를 무선 클라이언트용 DHCP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클라이언트가 속한
WLAN의 인터페이스가 서버가 활성화된 ASA/PIX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지 확인합니
다.그러나 클라이언트에 기본 게이트웨이를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PIX/ASA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게이트웨이로 자신을 선언합니다.ASA를 DHCP 서버 PIX/ASA로 DHCP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컨피그레이션 예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Q. 초기 컨피그레이션 시 WLC(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마법사로 돌
아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A. 예. -(하이픈) 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 키를 사용하여 이전 매개변수 값을 다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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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WLC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WL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admin으로 입력하는 대신 admin으로 입력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프롬프
트에 -(하이픈 키)를 입력하고 Enter를 클릭합니다.이전 매개 변수로 돌아갑니다.

(Cisco Controller)

Welcome to the Cisco Wizard Configuration Tool

Use the '-' character to backup

System Name [Cisco_e8:38:c0]: adminn

Enter Administrative User Name (24 characters max): -

System Name [Cisco_e8:38:c0] (31 characters max):

Q.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용 RFC 1907에 따라 SNMP 위치
필드는 1~255의 크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SNMP 위치 필드에 31자를 초과하
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왜?

A. 이는 Cisco 버그 ID CSCsh58468(등록된 고객만 해당)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31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현재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Q. 모빌리티 그룹의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Management via Wireless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당 모빌리티 그룹에서 하나의 WLC만 액세스할 수 있지만 모든
WLC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왜?

A. 이는 예상되는 동작입니다.Management via Wireless 기능을 활성화하면 무선 클라이언트가 연
결된 액세스 포인트가 등록된 WLC에만 연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WLC가 동일한 모
빌리티 그룹에 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다른 WLC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이는 보안을 위해 구현되었
으며, 최근 한 WLC로 제한하여 노출을 제한했습니다.

Cisco WLAN Solution Management over Wireless 기능을 사용하면 Cisco WLAN 솔루션 운영자가
무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로컬 WLC를 모니터링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WLC에 대
한 업로드와 WLC에서 (전송 및 전송) 다운로드 이외의 모든 관리 작업에 대해 지원됩니다.

이는 config network mgmt-via-wireless enable 명령을 사용하여 WLC CLI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GUI에서 Management를 클릭합니다.왼쪽에서 Mgmt Via Wireless(무선 관리)를 클릭하고 Enable
Controller Management to be accessible from Wireless Clients(무선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 관
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데이터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인증 및 암호화 체계를 활성화했
는지 확인합니다.

Q.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 내에 3750 스위치와 4400 무선 LAN 컨트롤러에 통합 컨트
롤러를 할당할 수 있습니까?

A. 예, 통합 컨트롤러와 4400 WLC를 사용하여 Catalyst 3750 스위치 간에 모빌리티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Q. 게스트 액세스를 위해 WLC(무선 LAN 컨트롤러)를 구성하기 위해 모빌리티 앵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h58468


기능을 사용할 때 유지해야 하는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게스트 액세스를 위한 WLC를 구성하려면 모빌리티 앵커를 사용할 때 유지 관리해야 하는 2가지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로컬 WLC의 모빌리티 앵커는 앵커 WLC를 가리켜야 하며 앵커 WLC의 모빌리티 앵커는 자신
만 가리켜야 합니다.참고: 이중화 앵커 WL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로컬 WLC는 WLC가 구성된
순서대로 이를 사용합니다.

●

로컬 및 앵커 WLC에서 서비스 세트 식별자(SSID)에 대해 동일한 보안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SID가 "guest"이고 로컬 WLC에서 웹 인증을 설정하는 경우 앵커 WLC에서도 동일
한 SSID와 보안 정책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모빌리티 앵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앵커 WLC와 로컬 WLC에서 동일한 IOS 버전을 사용
해야 합니다.

●

Q. Cisco 이외의 디바이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은 무엇입니까?

A. 다음 옵션을 통해 WLC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능을 사용하면 타사 장치 간의 상호 운용성이 저하됩니다.다음은 Cisco의 독점적 기능
입니다.Aironet IE - Aironet IE에는 액세스 포인트 이름, 로드, 연결된 클라이언트 수 등의 정보
가 포함되어 있으며, 액세스 포인트에서 WLAN의 응답과 WLAN의 프로브 응답에 의해 전송됩
니다.CCX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연결할 최적의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MFP:관리 프레임 보호는 액세스 포인트가 각 관리 프레임에 MIC IE(Message Integrity Check
Information Element)를 추가하는 비인증, 연결 해제, 신호 및 프로브와 같은 관리 프레임을 보
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능입니다.MIC IE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알림이 생성됩니다.이러한 기능
은 WLC에서 생성된 모든 WLAN에 대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기능을 비활
성화하려면 WLC에서 WLANs 메뉴를 클릭합니다.WLC에 구성된 WLAN 목록이 표시됩니다.클
라이언트가 연결할 WLAN을 클릭합니다.WLAN의 Advanced(고급) 탭 > Edit(수정) 페이지에서
Aironet IE 및 MFP에 해당하는 상자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

Short Preamble(짧은 프리앰블) - 짧은 프리앰블을 사용하면 처리량 성능이 향상되고 기본적으
로 활성화됩니다.SpectraLink Phone과 같은 특정 디바이스는 긴 전문으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단문전문의 선택을 취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짧은 프리앰블을 비활성화하려면
WLC GUI의 Wireless 메뉴를 클릭합니다.그런 다음 왼쪽에서 802.11b/g > 네트워크 메뉴를 클
릭합니다.Short Preamble(짧은 프리앰블) 상자를 선택 취소합니다.

●

WLAN에서 SSID(Broadcast Service Set Identifier)를 활성화합니다. 브로드캐스트 SSID가 활
성화된 경우 WLAN/SSID 정보가 신호에 전송됩니다.이는 또한 수동 스캔을 수행하는 클라이언
트(프로브 요청을 전송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이 WLAN을 통해 WLC와 연결할 SSID가 없는
구성된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참고: 의도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인증 메커니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WLC에서 전역적으로 적극적인 로드 밸런싱을 비활성화합니다.●

Q. WLC(Wireless LAN Controller)를 CiscoWorks(라우터 및 스위치 관리에 사용됨
)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A. 네.4400 시리즈 WLC 모델(예: 4402 및 4404)은 CiscoWorks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비인가 AP란 무엇입니까?무선 네트워크의 비인가 AP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



니까?

무선 구축의 일부가 아닌 AP를 비인가 AP라고 합니다.이 AP는 승인된 AP 범위에 속하는 자동 AP
또는 경량 AP일 수 있습니다.비인가 AP는 자동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비인가 AP가 발견되면 비인가 AP의 클라이언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서비
스 거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는 인접 디바이스의 AP가 비인가(rogue)로 탐지되고 해당 클라
이언트의 서비스가 거부된 경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WLC에서 비인가 AP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Wireless Networks의 비인가 감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WLC당 지원되는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AP)의 최대 수는 얼마입니까?

A. 4400 Series Wireless LAN Controller는 최대 625개의 비인가(알려진 비인가 포함)를 지원하며,
2100 Series는 125개의 비인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Q. WLC(Wireless LAN Controller)는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관리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까?

A. WLC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지만 HP HPOV(OpenView)와 같은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스테이션으로 트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HPOV는 스크립트 실행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특정 트랩을 수신하면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HPOV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제품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Hewlett Packard 제품 범위
입니다.HPOV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IT 자산을 대규모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입니다.HPOV에는 HP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선택적 모듈과 잘 정의된 프
레임워크 내에서 연결하고 서로 통신하는 수천 개의 서드파티가 포함됩니다.

Q.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의 WLC가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경계로 구분
되는 경우 서로 모빌리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A.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4.2 이전 버전에서는 컨트롤러 중 하나가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장치 뒤에 있으면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의 컨트롤러 간 모빌리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은 한 컨트롤러가 방화벽 외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스트 앵커 기능에 대한 문제를 생
성합니다.

모빌리티 메시지 페이로드는 소스 컨트롤러에 대한 IP 주소 정보를 전달합니다.이 IP 주소는 IP 헤
더의 소스 IP 주소로 검증됩니다.이 동작은 NAT 디바이스가 IP 헤더의 소스 IP 주소를 변경하므로
네트워크에 도입될 때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게스트 WLAN 기능에서는 IP 주소 불일치로 인해 NAT
디바이스를 통해 라우팅되는 모든 모빌리티 패킷이 삭제됩니다.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4.2 이상에서는 모빌리티 그룹 조회가 소스 컨트롤러의 MAC 주소를
사용하도록 변경됩니다.NAT 디바이스의 매핑으로 인해 소스 IP 주소가 변경되므로 요청을 수행하
는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 회신이 전송되기 전에 모빌리티 그룹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됩니다.이 작업은 요청을 하는 컨트롤러의 MAC 주소로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 디바이스에서 모빌리티 그룹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Q. WLC의 물리적 포트는 현재 1000mbps 속도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이
포트 속도를 100mbps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WLC의 포트 속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속도는 1000mbps, 전이중 속도로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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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됩니다.

Q. RRM(Radio Resource Management)을 내 WLC의 기본 설정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널 및 전원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RRM을 찾을 수 없습니다.왜?

A. RRM은 이러한 이유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RM은 AP가 최소 3개의 인접 AP에서 RF 신호를 수신하고, 세 번째 인접 디바이스가 -
65dbm보다 큰 신호 강도를 전송하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RRM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자동 RRM 기능에는 채널 조정, 전력 조정 및 커버리지 홀 탐지가 포함됩니다.이러한 기능은 비
활성화되었거나 지정 방법이 수동으로 선택된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

새 AP가 부팅되는 동안 처음에는 기본값인 1(가장 높음)로 전원을 유지합니다. 전원 레벨이 -
65dBm보다 큰 AP 3개 이상(동일한 RF-Mobility-Domain 및 동일한 채널)이 표시되면 RRM을 먼저
시도합니다(채널 변경). 채널을 수동으로 고정하거나 사용 가능한 채널보다 많은 AP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AP는 전력 레벨을 삭제합니다.

Radio Resource Management를 참조하십시오.RRM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념을 참조
하십시오.

Q. WLC(무선 LAN 컨트롤러)가 로컬에서 EAP-PEAP 인증을 지원합니까?

A. 버전 4.1에서 PEAP는 WLC에서 로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외부 RADIUS 서버가 필요합니다
.WLC 버전 4.2 이상 버전에서 로컬 EAP는 이제 PEAPv0/MSCHAPv2 및 PEAPv1/GTC 인증을 지
원합니다.

Q. LDAP(Lightweight Access Point)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액세스 포인트(AP)에서 WLC로의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가 NAT 경계를 통해 작동합니까?

A. 예, LDAP를 NAT 아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AP 측에서 어떤 유형의 NAT도 구성할 수 있지만,
WLC 측에서 1:1(고정 NAT)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WLC 측에서 PAT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포트가
12222 또는 12223 이외의 포트로 변환되면 LDAP가 WLC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포트는
데이터 및 제어 메시지를 위한 것입니다.

Q. LDAP(Lightweight Access Point)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액세스 포인트(AP)에서 WLC에 이르기까지 IETF 표준
CAPWAP(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 Protocol)가 NAT 경계
를 통해 작동합니까?

A. 예, LDAP를 NAT 아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AP 측에서 어떤 유형의 NAT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WLC에서는 1:1(Static NAT)만 구성하고 동적 AP 관리 인터페이스(Cisco 5500 Series
Controller만 해당)에 외부 NAT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어 및 데이터 메시지를 위한 5246
또는 5247 이외의 포트로 포트를 변환하면 LAP가 WLC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WLC 측에서 PAT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참고: Cisco 5500 Series Controller를 라우터 또는 일대일 매핑 NAT(Network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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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를 사용하는 다른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뒤에 배포하려면 Enable NAT Address(NAT 주
소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고 외부 NAT IP 주소를 입력합니다.NAT를 사용하면 라우터와 같은 디
바이스가 인터넷(공용)과 로컬 네트워크(전용) 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트롤러의 인트라넷 IP 주소를 해당 외부 주소에 매핑합니다.컨트롤러가 검색 응답에서 올바른 IP
주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의 동적 AP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외부 NAT IP 주소로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CAPWAP에서는 NAT 뒤의 WLC가 4400 시리즈, 2100 시리즈 무선 LAN 컨트롤러 및
WiSM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802.11g 클라이언트만 허용하도록 WLC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전체 네트워크 또는 개별 Cisco 라디오에 대해 802.11b/g 전송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려면
config 802.11b disable 명령 명령을 사용합니다.

참고: 다른 config 802.11b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이 명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해야 합
니다.이 명령은 CLI 인터페이스가 활성 상태일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fig 802.11b disable {network | Cisco_AP}

다음은 AP01 802.11b/g 전송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예입니다.

config 802.11b disable network

AP01 802.11b/g 전송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onfig 802.11b disable AP01

또는 이 명령을 사용하여 802.11b 데이터 속도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onfig 802.11b rate {disabled | mandatory | supported} rate

Q. Cisco WLC에서 OS(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

A. WLC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절차를 제공하려면 WLC(Wireless LAN Controller) 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WLC를 한 주 버전에서 다른 주 버전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까?

A. WLC 소프트웨어를 두 릴리스 사이에서만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두 릴
리스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려면 먼저 중간 릴리스를 설치해야 합니다.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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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WLC가 4.2 또는 5.0 릴리스를 실행하는 경우 WLC를 소프트웨어 릴리스 5.1.151.0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WLC가 3.2, 4.0 또는 4.1 릴리스를 실행하는 경우 5.1.151.0으로 업그레
이드하기 전에 중간 릴리스로 WLC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WLC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경로
를 알아보려면 해당 릴리스의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Q. 빔포밍이란 무엇입니까?

A. Beamforming(ClientLink라고도 함)은 수신기의 수신 신호 전원 또는 SNR(Signal-to-Noise) 비율
을 개선하기 위해 송신기에서 사용되는 공간 필터링 메커니즘입니다(클라이언트). 빔포밍은 여러
개의 전송 안테나를 사용하여 802.11a 또는 802.11g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전송을 집중시킵니다. 이
경우 다운링크 SNR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데이터 속도가 향상되고 커버리지 홀이 감소하며 전반적
인 시스템 성능이 향상됩니다.빔포밍은 Cisco Aironet 1140 및 1250 Series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
되며 모든 기존 802.11a 및 802.11g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합니다.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
다.

빔포밍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LAN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빔포밍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무선 LAN 컨트롤러용 로그인 배너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

A. 컨트롤러 GUI 또는 CLI를 사용하여 로그인 배너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배너는
텔넷, SSH 또는 콘솔 포트 연결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GUI 또는 CLI에 액세스할 때 사용자 인증 전
에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문제 해결 FAQ

Q. LAP(Lightweight Access Point)의 초기 구축을 마쳤습니다. 고객이 건물의 한쪽 끝
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할 때 가장 가까운 AP와 연결됩니다.초기 AP의 신호 강도
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클라이언트는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AP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왜?

A. AP의 커버리지 영역은 WLC에 의해 완전히 제어됩니다.WLC는 AP 간에 대화하고 각 AP가 다른
AP를 감지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신호 강도를 관리합니다.그러나 한 AP에서 다른 AP로의 클라이언
트 이동은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어됩니다.클라이언트 내의 라디오는 클라이언트가 한
AP에서 다른 AP로 이동할 시기를 결정합니다.WLC, AP 또는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정
은 클라이언트가 다른 AP로 로밍하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Q. 라우팅을 위해 구성된 Cat6500 스위치에 WLC를 연결했고 이 스위치 간에
HSRP를 구성했습니다.그러나 이제 WLC를 통해 다른 서브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A. HSRP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라우팅에 사용되는 HSRP 그룹에 대해 가상 IP 주소와 MAC 주소
가 구성됩니다.스위치 중 하나가 다운되어 대기 디바이스로 변경되더라도 호스트는 IP 패킷을 이 일
관된 IP 및 MAC 주소로 계속 전달합니다.라우팅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가상 IP 주소가 WLC에서 기본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참고: 일부 이전 버전
의 WLC는 패킷을 HSRP MAC 주소로 전달하지 않으므로 패킷을 라우팅하지 못합니다.이 문
제를 해결하려면 WLC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1.

WLC의 가상 인터페이스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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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WLC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포트 및 인터페이스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WLC에서 루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루프를 방지하려면 WLC에서 STP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WLC GUI에서 Controller를 클릭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왼쪽에 있는 Advanced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Spanning Tree(스패닝 트리) 옵
션을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Enable for Spanning Tree Algorithm(스패닝 트리 알고
리즘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STP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WLC의 WLAN에 매핑된 각 인
터페이스는 기본 및 백업 포트에 매핑되므로특정 시점에는 하나의 포트만 사용됩니다.WLAN의 트
래픽은 기본 포트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기본 포트가 활성 상태일 때 WLC는 보조 포트를 사용하
지 않습니다.WLC는 기본 포트가 다운된 경우에만 보조 포트를 사용하므로 루프가 기본적으로 발생
하지 않습니다.

Q. 네트워크에 추가 보안을 제공하는 옵션이 있습니까?

A. 추가 보안을 제공하려면 옵션 8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옵션 82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권한
이 없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IP 주소를 차단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
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의 DHCP 옵션 82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WLC에 대한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WLC 버전 5.1 이상에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컨트롤러의 직렬 콘솔에서 CLI를 사용하여 새 사
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새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
료하십시오.

컨트롤러가 부팅된 후 사용자 프롬프트에 Restore-Password를 입력합니다.참고: 보안상의 이
유로 입력한 텍스트는 컨트롤러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사용자 이름 입력 프롬프트에서 새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2.
Enter Password 프롬프트에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3.
Re-enter Password 프롬프트에서 새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컨트롤러는 데이터베이스
의 항목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4.

사용자 프롬프트가 다시 나타나면 새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5.
Password(비밀번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컨트롤러가 새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사용자를 로그인합니다.

6.

참고: 이전 버전의 펌웨어(5.1 이전)를 실행하는 WLC의 경우 비밀번호를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WLC, WLCM(Wireless LAN Controller Module) 또는 WiSM(Wireless Services Module)을 관리하
기 위해 Cisco WCS(Wireless Control System)를 사용하는 경우 WLC 자체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WLC에서 WLC에 액세스하고 새 관리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는 사용자를 삭제한 후
WLC에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 WLC의 재부팅(전원 순환)을 통해 삭제된 사용자가 시
스템에 남아 있는 상태로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기본 관리자 계정 또는 로그인할 수 있는 다른 사용
자 계정이 없는 경우 WLC를 공장 설정으로 기본 설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옵션만 있습니
다.

Q. 1030 AP(Access Point)의 LAP(Lightweight Access Point) 모드를 Local(로컬)에서
Bridge(브리지) 모드로 변경했으며 2006 WLC에서 더 이상 이를 탐지하지 않습니다
.1030 AP를 다시 로컬 AP 모드로 복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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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컬 모드에서 브리지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 GUI로 이동하여 무선을 선택합니다.WLC에 현재 등록된 AP 목록이 표시됩니다.모드를
변경해야 하는 AP를 클릭합니다.참고: AP가 REAP 모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실내 브리
징 AP의 경우 YES여야 합니다.

1.

옵션 AP 모드를 선택합니다.Bridge(브리지)라고 표시되면 다시 Local(로컬)로 변경합니다.그
러면 브리지 AP가 일반 AP로 변경됩니다.

2.

브리징 모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int-Point Wireless Mesh Network
Configuration Example의 Ethernet Bridging을 참조하십시오.

Q. 게스트 무선 LAN을 설정했으며 WLC가 내부 LAN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습니
다.이 WLC의 내부 DHCP 기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무선 클라이언트가 WLC에
서 IP 주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무선 게스트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에 연결되어 있을 때 WLC에서 IP 주소를 어떻게 얻습니까?

WLC에서 DHCP 범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를 확인하려면 컨트롤러 메뉴를 클
릭하고 왼쪽에서 내부 DHCP 서버를 클릭합니다.

●

일반적으로 DHCP 서버는 인터페이스에 지정되며, 이는 WLAN에 매핑됩니다.WLC의 관리 인
터페이스 주소가 게스트 사용자 WLAN에 매핑되는 인터페이스에서 DHCP 서버로 지정되었는
지 확인합니다.또는 WLANs > Edit 페이지에서 DHCP Server override 옵션을 활성화하고
DHCP 서버 IP Addr 필드에서 WLC의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Q. WLC에 등록된 4400 Series WLC(Wireless LAN Controller) 및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있습니다.클라이언트가 WLC에 연결하도록 WLAN을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WLC가 WLAN에 대해 구성한 서비스 세트 식별자(SSID)를 브로드캐스트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왜?

A. 관리 상태 및 브로드캐스트 SSID 매개변수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Admin
Status(관리 상태) 및 Broadcast SSID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 GUI로 이동하여 Controller(컨트롤러) > WLANs를 선택합니다.WLANs 페이지가 나타납
니다.이 페이지에는 구성된 WLAN이 나열됩니다.

1.

SSID의 브로드캐스트를 활성화할 WLAN을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2.
WLAN(WLAN) > Edit(편집) 페이지에서 Admin Status(관리 상태)를 선택하여 WLAN을 활성화
합니다.또한 Broadcast SSID를 선택하여 AP에서 보내는 비컨 메시지에서 SSID가 브로드캐
스트되는지 확인합니다.

3.

Q. Cisco Unified Wireless 솔루션은 게스트 터널링을 위해 DMZ에서 이중 WLC를 지
원합니까?

A. 예, DMZ의 WLC는 게스트 터널링을 위해 DMZ의 이중 WLC를 지원합니다.중복 WLC를 구성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5.1 문
서의 Configuring Auto-Anchor Mobility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경량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무선 LAN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어떻게 진행합니까?

A. 클라이언트의 DHCP 서버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며, 이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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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에 매핑됩니다.인터페이스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DHCP 관련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의 Troubleshooting Client Issues 문
서의 IP Address Issue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Cisco Unified 무선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A.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무선 네트워크: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WLC(Wireless LAN Controller)의 디버그 클라이언트 이해●

Q. 내 1131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내 4402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한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전송 모드가 WLC에 구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4402 WLC는 레이어 2 및 레이어 3 LWAPP 모드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습니
다.반면 1131 LAP는 레이어 3 모드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레이어 2 모드는 1131 LAP에서 지원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WLC가 레이어 2의 LWAPP 전송 모드로 구성된 경우 LAP는 WLC에 조인하
지 않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WLC의 LWAPP 전송 모드를 레이어 2에서 레이어 3로 변경합니
다.

GUI를 사용하여 LWAPP 전송 모드를 변경하려면 WLC 페이지로 이동하여 LWAPP 전송 모드인 주
필드에서 두 번째 선택 항목을 찾습니다.이를 Layer 3으로 변경하고 WLC를 재부팅합니다.이제
LAP는 WLC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LAP 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oubleshoot a
Lightweight Access Point Not Join a Wireless LAN Controller(무선 LAN 컨트롤러에 연결되지 않는
경량 액세스 포인트 문제 해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WLC GUI에서 Ad-Hoc 비인가(Ad-Hoc rogues)를 보고하더라도 WLC에서 어떤 트
랩도 생성되지 않으며 WLC의 SNMP 디버그에서도 WLC에서 Ad-Hoc에 대한 트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WLC는 펌웨어 버전 3.2.116.21을 실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합니까?

A. 이는 Cisco 버그 ID CSCse14889(등록된 고객만 해당) 때문입니다. WLC는 탐지된 비인가 액세
스 포인트(AP)에 대한 트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지만 탐지된 Ad-Hoc 비인가(Ad-Hoc rogue)에 대
해서는 보내지 않습니다.이 버그는 WLC 펌웨어 버전 3.2.171.5 이상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Q. 엔터프라이즈 Cisco Airespace WLAN 인프라가 있습니다.WLAN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 문제는 우리 건물 안
에서 보인다.다른 건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내부적으로 ACL(Access Control List)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장애가 발생한 클라이언트가 하드-유선 상태이면 Microsoft
AD 도메인을 즉시 탐색할 수 있습니다.무엇이 문제일까요?

A. 그 이유 중 하나는 WLC에서 멀티캐스트 모드가 비활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WLC에서 멀티캐
스트 모드를 활성화하고 Microsoft AD 도메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Q. 레이어 3 모빌리티는 AP(액세스 포인트) 그룹 VLAN 컨피그레이션에서 작동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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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레이어 3 모빌리티는 AP 그룹 VLAN 컨피그레이션과 함께 작동합니다.현재 레이어 3 로밍된
무선 클라이언트의 트래픽 소스가 WLAN 또는 AP 그룹 VLAN의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동적 인터페
이스에 배치됩니다.

Q. 동일한 RF 그룹에 속한 다른 WLC에 등록된 액세스 포인트(AP)가 비인스로 표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는 Cisco 버그 ID CSCse87066(등록된 고객만 해당) 때문일 수 있습니다.동일한 RF 그룹의
LWAPP AP는 다음 이유 중 하나로 다른 WLC에서 비인가 AP로 인식됩니다.

AP는 24개 이상의 인접 디바이스를 확인합니다.네이버 목록 크기는 24이므로 25번째 AP는 비
인가(rogue)로 보고됩니다.

●

AP1은 AP2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를 들을 수 있지만 AP2는 들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네이버
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

해결 방법은 WLC 및/또는 WCS에서 AP를 알려진 내부로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AP를 알려
진 내부로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WLC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WLC GUI로 이동하여 무선을 선택합니다.1.
왼쪽 메뉴에서 Rogue Aps를 클릭합니다.2.
Rogue-AP 목록에서 특정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3.
Update Status(업데이트 상태) 메뉴에서 Known internal(알려진 내부)을 선택합니다.4.
Apply를 클릭합니다.이 버그는 버전 4.0.179.11에서 수정되었습니다.5.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등록할 수 있는 1200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있습니다.DHCP 서버를 옵션 43으로 구성했습니다. DHCP 옵션 43이 제대
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DHCP 옵션 43을 사용하면 DHCP 서버는 DHCP를 통해 제공된 IP 주소와 함께 WLC의 IP 주소
를 제공합니다.AP가 1242 또는 1131AG LAP와 같은 Cisco IOS 기반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AP인 경우 LAP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AP에서 옵션 43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는지 여부와 수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P 측에서 debug dhcp detail 명령을 실
행합니다.

Q. My 2006 WLC는 등록된 액세스 포인트(AP)에 서로 다른 채널이 할당되었음을 보
여줍니다. 그러나 ADU(Aironet Desktop Utility) 또는 Netstumbler로 스캔할 때 모든
AP가 동일한 채널(1)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 등록 AP가 서로 근접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Cisco 버그 ID CSCsg03420(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누를 수 있습니다.

Q. PC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all 명령을 실행하면 다른 DHCP 서버 주소가 표
시됩니다.DHCP 서버 IP 주소로 1.1.1.1이 표시됩니다.DHCP 서버 주소가 아니라
WLC의 가상 인터페이스 IP 주소입니다.DHCP 서버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는 1.1.1.1 가상 인터페이스 주소가 원래 DHCP 서버의 DHCP 프록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ipconfig/all 명령의 출력에 원래 DHCP 서버 주소를 표시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WLC에서
DHCP 프록시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config dhcp proxy disable 명령을 사용하여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g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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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자신을 DHCP 서버로 표시하는 1.1.1.1 가상 인터페이스 주소를 인터페이스 또는
WLAN의 override 옵션에 정의한 실제 DHCP 서버 IP 주소로 교체합니다.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와 연결된 무선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몇 가지
ACS(Access Control Server)가 있습니다. 한 ACS는 기본 인증 서버 역할을 하고 다
른 ACS는 장애 조치 서버로 작동합니다.기본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WLC가 무선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해 보조 서버로 다시 돌아갑니다.기본 서버가 다시 작동하면
WLC가 기본 서버로 대체되지 않습니다.왜?

A. 이는 예상되는 동작입니다.이러한 단계는 여러 ACS 구축에서 WLC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인증될
때 발생합니다.

부팅 시 WLC가 활성 ACS를 결정합니다.1.
이 활성 ACS가 WLC의 RADIUS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WLC는 검색을 수행하고 보조
ACS에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2.

기본 ACS가 다시 작동하더라도 WLC가 현재 인증 중인 ACS에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WLC가
다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경우 WLC가 기본 ACS를 다시 식별하여 대체하도록 WLC를 재부팅합니다.이 폴백은 재부
팅 후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Q. SecureCRT SSH v2 SH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WLC(무선 LAN 컨
트롤러)에 SSH(Secure Shel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내 WLC는 버전 4.0.179.8을 실
행합니다.

A. SecureCRT는 버전 4.0.206.0 이상을 실행하는 WLC에서만 작동합니다.WLC를 이 버전으로 업
그레이드하십시오.그런 다음 SecureCRT 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WLC에 SSH를 연결할 수 있
습니다.

Q. WLC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어떻게 암호화합니까?

A. 구성 파일의 암호화는 WLC에서 이미 사용 가능합니다.WLC GUI, Commands(명령) > Upload
File(파일 업로드) 중에서 선택할 경우 Configuration File Encryption(컨피그레이션 파일 암호화) 확
인란이 표시됩니다.

이 방법으로 WCS를 통해 파일을 강제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WCS GUI에서 Configure controller를 선택합니다.WCS에 구성된 WLC 목록이 표시됩니다
.WLC를 클릭합니다.

●

왼쪽에서 명령 옵션을 클릭합니다.컨트롤러 명령 목록을 수신합니다.●

Upload/Download Commands(업로드/다운로드 명령)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download
config(컨피그레이션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현재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참고:구성 파일
암호화 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암호화 키가 필요한 경우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
지 못합니다.암호화를 설정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WCS가 항상 WLC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암호화 키를 설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WLC와 WCS에서 모두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Q. WLC는 대용량 액세스 포인트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A.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5.0 이상을 사용하면 복구 이미지를 자동으로 삭제하여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하여 큰 액세스 포인트 이미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8MB의 플래시
(1100, 1200 및 131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액세스 포인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최신
액세스 포인트의 플래시 크기가 8MB보다 큽니다.2007년 8월부터는 대용량 액세스 포인트 이미지
가 없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 이미지 크기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자세
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의 Supporting
Oversized Access Point Image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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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모빌리티 그룹이란 무엇입니까?
	Q.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 몇 개의 WLC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Q. Cisco 4400 Series WLC는 IPX(Internetwork Packet Exchange) 프로토콜을 지원합니까?Airespace 제품이 IPX 프로토콜을 지원합니까?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Q. 웹에서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 MIB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게스트 터널링에서 단일 앵커 WLC에서 서로 다른 내부 WLC로 구성할 수 있는 EoIP(Ethernet over IP) 터널은 몇 개입니까?
	Q. 2100 Series WLC와 4400 WLC의 기능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Q. 4100 Series WLC는 어떤 경량 액세스 포인트(LAP)를 지원합니까?
	Q. 무선 클라이언트에 IP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 이 ASA /PIX를 Windows DHCP 서버 대신 DHCP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Q. 초기 컨피그레이션 시 WLC(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마법사로 돌아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Q.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용 RFC 1907에 따라 SNMP 위치 필드는 1~255의 크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SNMP 위치 필드에 31자를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왜?
	Q. 모빌리티 그룹의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Management via Wireless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당 모빌리티 그룹에서 하나의 WLC만 액세스할 수 있지만 모든 WLC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왜?
	Q.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 내에 3750 스위치와 4400 무선 LAN 컨트롤러에 통합 컨트롤러를 할당할 수 있습니까?
	Q. 게스트 액세스를 위해 WLC(무선 LAN 컨트롤러)를 구성하기 위해 모빌리티 앵커 기능을 사용할 때 유지해야 하는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Q. Cisco 이외의 디바이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은 무엇입니까?
	Q. WLC(Wireless LAN Controller)를 CiscoWorks(라우터 및 스위치 관리에 사용됨)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Q. 비인가 AP란 무엇입니까?무선 네트워크의 비인가 AP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까?
	Q. WLC당 지원되는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AP)의 최대 수는 얼마입니까?
	Q. WLC(Wireless LAN Controller)는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관리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까?
	Q.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의 WLC가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경계로 구분되는 경우 서로 모빌리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Q. WLC의 물리적 포트는 현재 1000mbps 속도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이 포트 속도를 100mbps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Q. RRM(Radio Resource Management)을 내 WLC의 기본 설정으로 설정했습니다.그러나 채널 및 전원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RRM을 찾을 수 없습니다.왜?
	Q. WLC(무선 LAN 컨트롤러)가 로컬에서 EAP-PEAP 인증을 지원합니까?
	Q. LDAP(Lightweight Access Point)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액세스 포인트(AP)에서 WLC로의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가 NAT 경계를 통해 작동합니까?
	Q. LDAP(Lightweight Access Point)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액세스 포인트(AP)에서 WLC에 이르기까지 IETF 표준 CAPWAP(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 Protocol)가 NAT 경계를 통해 작동합니까?
	Q. 802.11g 클라이언트만 허용하도록 WLC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Cisco WLC에서 OS(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Q. WLC를 한 주 버전에서 다른 주 버전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까?
	Q. 빔포밍이란 무엇입니까?
	Q: 무선 LAN 컨트롤러용 로그인 배너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 FAQ
	Q. LAP(Lightweight Access Point)의 초기 구축을 마쳤습니다. 고객이 건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할 때 가장 가까운 AP와 연결됩니다.초기 AP의 신호 강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클라이언트는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AP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왜?
	Q. 라우팅을 위해 구성된 Cat6500 스위치에 WLC를 연결했고 이 스위치 간에 HSRP를 구성했습니다.그러나 이제 WLC를 통해 다른 서브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Q. WLC에서 루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네트워크에 추가 보안을 제공하는 옵션이 있습니까?
	Q. WLC에 대한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Q. 1030 AP(Access Point)의 LAP(Lightweight Access Point) 모드를 Local(로컬)에서 Bridge(브리지) 모드로 변경했으며 2006 WLC에서 더 이상 이를 탐지하지 않습니다.1030 AP를 다시 로컬 AP 모드로 복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Q. 게스트 무선 LAN을 설정했으며 WLC가 내부 LAN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이 WLC의 내부 DHCP 기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무선 클라이언트가 WLC에서 IP 주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무선 게스트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WLC에서 IP 주소를 어떻게 얻습니까?
	Q. WLC에 등록된 4400 Series WLC(Wireless LAN Controller) 및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있습니다.클라이언트가 WLC에 연결하도록 WLAN을 구성했습니다.문제는 WLC가 WLAN에 대해 구성한 서비스 세트 식별자(SSID)를 브로드캐스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왜?
	Q. Cisco Unified Wireless 솔루션은 게스트 터널링을 위해 DMZ에서 이중 WLC를 지원합니까?
	Q. 경량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무선 LAN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어떻게 진행합니까?
	Q. Cisco Unified 무선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Q. 내 1131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내 4402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WLC GUI에서 Ad-Hoc 비인가(Ad-Hoc rogues)를 보고하더라도 WLC에서 어떤 트랩도 생성되지 않으며 WLC의 SNMP 디버그에서도 WLC에서 Ad-Hoc에 대한 트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WLC는 펌웨어 버전 3.2.116.21을 실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Q. 엔터프라이즈 Cisco Airespace WLAN 인프라가 있습니다.WLAN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 문제는 우리 건물 안에서 보인다.다른 건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내부적으로 ACL(Access Control List)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장애가 발생한 클라이언트가 하드-유선 상태이면 Microsoft AD 도메인을 즉시 탐색할 수 있습니다.무엇이 문제일까요?
	Q. 레이어 3 모빌리티는 AP(액세스 포인트) 그룹 VLAN 컨피그레이션에서 작동합니까?
	Q. 동일한 RF 그룹에 속한 다른 WLC에 등록된 액세스 포인트(AP)가 비인스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등록할 수 있는 1200 LAP(Lightweight Access Point)가 있습니다.DHCP 서버를 옵션 43으로 구성했습니다. DHCP 옵션 43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Q. My 2006 WLC는 등록된 액세스 포인트(AP)에 서로 다른 채널이 할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ADU(Aironet Desktop Utility) 또는 Netstumbler로 스캔할 때 모든 AP가 동일한 채널(1)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Q. PC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all 명령을 실행하면 다른 DHCP 서버 주소가 표시됩니다.DHCP 서버 IP 주소로 1.1.1.1이 표시됩니다.DHCP 서버 주소가 아니라 WLC의 가상 인터페이스 IP 주소입니다.DHCP 서버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와 연결된 무선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몇 가지 ACS(Access Control Server)가 있습니다. 한 ACS는 기본 인증 서버 역할을 하고 다른 ACS는 장애 조치 서버로 작동합니다.기본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WLC가 무선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해 보조 서버로 다시 돌아갑니다.기본 서버가 다시 작동하면 WLC가 기본 서버로 대체되지 않습니다.왜?
	Q. SecureCRT SSH v2 SH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WLC(무선 LAN 컨트롤러)에 SSH(Secure Shel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내 WLC는 버전 4.0.179.8을 실행합니다.
	Q. WLC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어떻게 암호화합니까?
	Q. WLC는 대용량 액세스 포인트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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