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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프록시 모바일 IPv6(PMIPv6)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PMIPv6/S2a는 신뢰할 수 있는 비 3GPP 액세스 네트워크를 표준화된 3GPP EPC(Evolved Packet
Core)와 통합하는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비 3GPP 액세스 네트워크" = SP
WiFi.

PMIPv6는 어떤 모빌리티 관련 신호에도 참여하지 않고도 호스트에 대해 IP 모빌리티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는 호스트를 대신하여 IP 모빌리티를 관리합니다.네트워크의 모빌리티 엔티티는 호스트
의 이동을 추적하고 이를 대신하여 필요한 모빌리티 신호를 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PMIPv6는 WiMAX, 3GPP, 3GPP2 및 WLAN과 같은 3GPP와 비 3GPP 무선 액세스 기술 간의 시스
템 간 및 공급업체 간 처리에 사용됩니다.



PMIPv6는 PMIPv6 도메인 전체에서 이러한 모빌리티 매개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IP 모빌
리티를 촉진합니다.

MN의 IP 주소●

MN의 게이트웨이 IP 주소●

MN 게이트웨이 MAC●

DHCP 서버 주소●

PMIPv6 터미널:

Proxy Mobile IPv6 Domain - PMIPv6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모바일 노드의 모빌리티 관리를 처
리하는 네트워크입니다.도메인은 MAG 및 LMA와 같은 네트워크 엔터티로 구성되며, 이 네트워
크 엔터티에서는 모바일 노드 대신 프록시 바인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LMA(Local Mobility Anchor)—LMA는 PMIPv6 도메인에서 모바일 노드의 홈 에이전트입니다
.모바일 노드의 홈 네트워크 접두사에 대한 토폴로지 기준점이며 모바일 노드의 바인딩 상태를
관리하는 엔티티입니다.

●

MAG(Mobile Access Gateway)—MAG는 액세스 링크에 연결된 모바일 노드의 모빌리티 관련
신호를 관리하는 액세스 라우터의 기능입니다.액세스 링크에서 모바일 노드의 이동을 추적해
야 합니다.

●

MN(Mobile Node) - 네트워크에서 관리하는 모빌리티가 있는 IP 호스트 또는 라우터입니다
.MN은 IPv4 전용 노드, IPv6 전용 노드 또는 듀얼 스택 노드일 수 있으며, PMIPv6 도메인에서
얻은 IP 주소의 모빌리티 달성을 위한 IP 모빌리티 관련 신호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 NAI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중에 클라이언트가 제출한 사용
자 ID입니다.로밍에서 NAI의 목적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 요청 라우팅을 지원하는 것입니
다.표준 구문은 "user@realm" 또는 rfc 428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Mobile Node Identifier(모바일 노드 식별자) - PMIPv6 도메인에 있는 모바일 노드의 ID입니다
.이 식별자는 안정적이며 일반적으로 NAI 또는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와 같은 식별
자입니다.

●

Mobile Node Link-layer Identifier(모바일 노드 링크 레이어 식별자) - MN의 연결된 인터페이스
(예: MAC 주소)를 식별하는 식별자입니다.

●

PBU(Proxy Binding Update) - MN의 홈 네트워크 접두사와 MN이 연결된 MAG 간의 바인딩을
설정하기 위해 MAG가 LMA로 보낸 요청 메시지입니다.

●

PBA(Proxy Binding Acknowledgement) - MAG에서 수신한 PBU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LMA에서 보낸 회신 메시지입니다.

●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WLC에서 MAG-PMIPv6 테스트의 완벽한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설정에 LMA(ASR5k,
ASR1k 또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WLC에서 MAG - PMIPv6 기능을 프로비저닝하려면 다음 매개변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WLC-MAG가 속한 PMIPv6 도메인.●

WLC가 통신할 LMA의 이름 및 IP 주소입니다.●

WLC의 PMIPv6 프로파일이 바인딩될 APN(Access Point Name) 서비스 프로파일APN은
LMA에 정의됩니다.

●

WLC의 PMIPv6 프로필에 사용할 NAI(Network Access Identifier)입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WLC 5508의 MAG PMIPv6●

WLC 소프트웨어 7.3●



Catalyst 스위치●

LMA 시뮬레이터(ASR5k)●

AP3600●

클라이언트 장치(랩톱, iPhone 및 iPad)●

DHCP 서버●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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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 - WLC에서 PMIPv6 기능 지원 - (릴리스 7.3)

MAG - PMIPv6 기능은 WLC 5508, WSIM2 및 WLC 8500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최대 10개의 LMA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WLC●

WLC는 WLC 5508 - 7K 세션, WSIM2 - 15K 세션 및 WLC 8510 - 40K 세션의 기본 WLC 유형에
서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수의 PMIPv6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

"Simple IP"* 또는 PMIPv6 WLAN을 지원하는 WLC(WLAN의 IPv4 및/또는 IPv6 클라이언트 등
현재 단순 IP가 지원됨)

●

PMIPv6 WLAN은 릴리스 7.3에서만 IPv4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릴리스 7.3에서 LMA에 대해서만 IPv4 PMIPv6 GRE 터널을 지원하는 WLC. LMA당 하나의 고
정 터널(관리 IP-LMA IP)

●

LMA 시뮬레이터의 PMIPv6 프로비저닝

LMA에 대한 모든 WLC(PMIPv6 - MAG) 테스트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ASR5k - LMA 시뮬레
이터에서 수행되었습니다.

WLC GUI의 MAG-PMIPv6 프로비저닝

위의 모든 매개변수가 확인되면 WLC의 GU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AG - PMIPv6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WLC GUI의 프로비저닝 단계를 안내하는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 WLC-MAG가 속할 모빌리티 도메인을 정의합니다
.

1.



LMA 이름 및 IP 주소 프로비저닝
: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WLC-MAG와 LMA 간의 고정 PMIPv6 GRE 터널이 가동됩니다.

2.

확인하려면 WLC에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debugfastpath dump tun4db

이 명령은 WLC-MAG 및 LMA의 GRE 터널 상태를 표시합니다.출력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

3.



다
.

WLC의 WLAN에 연결할 PMIPv6 프로파일을 정의합니다.다음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NAIAPN, LMA에서 연결할 프로필사용할
LMA

4.

위에 정의된 PMIPv6 프로파일을 PMIPv6 기반 모빌리티를 허용할 WLAN에 할당합니다5.



.WLAN이 PMIPv6 프로파일과 연결되면 모든 클라이언트 IP 할당이 WLC - MAG 신호 처리를
통해 LMA에 처리됩니다.MAG는 클라이언트의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LMA의 PMIPv6 APN 설
정은 WLAN 동적 인터페이스 설정(있는 경우)을 재정의합니다
.

WLC에서 PMIPv6 클라이언트 연결 모니터링 및 확인

위의 컨피그레이션이 완료되면 PMIPv6 프로파일과 연결된 WLAN에 연결하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PMIPv6 Mobility Domain에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매개 변수를 확인하려면 WLC의 Monitor\Client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lient를 선택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가 VLAN 16 서브넷이 있는 동적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클라이언트는
LMA의 APN에 정의된 풀에서 IP를 가져옵니다.



추가 CLI 및 디버그 정보

WLC CLI를 통해 MAG - PMIPv6를 구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구성 명령:

configpmipv6 ?

domain         Configure Domain

addAdd to domain

deletedelete an entity

mag            Proxy mobility MAG configuration

configpmipv6 domain D1

configMAG - PMIPv6 ? ipv4-address ?

configpmipv6 add profile ?

MAG- PMIPv6 show 명령은 WLC CLI를 통해 사용 가능

show 명령:

(WiSM-slot6-1) > show MAG - PMIPv6 bindings - 이 명령은 MAG의 LMA에서 MN(클라이언트)
바인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

(WiSM-slot6-1) > show MAG - PMIPv6 globals - 이 명령은 전역 컨피그레이션 값과 구성된
LMA를 표시합니다
.

●

(WiSM-slot6-1) > show pmipv6 profile summary - 이 명령은 생성된 프로파일과 매핑된
WLAN을 표시합니다
.

●



(WiSM-slot6-1) > show pmipv6 domain D1 profile PMIP—이 명령은 각 프로필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WiSM-slot6-1) > debug fastpath dump tun4db - 이 명령은 WLC-MAG 및 LMA에 대한 GRE 터
널 상태를 표시합니다
.

●

MAG - WLC에서 사용 가능한 PMIPv6 디버그 명령

이러한 debug 명령은 WLC의 MAG-PMIPv6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로그의 필요에 따라 다른 디버그 엔티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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