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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8500 WLC(Wireless LAN Controller)를 소개하고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을 제공합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8500 WLC와 Cisco Unified Architecture에서의 구축 개요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공급자 기능 강조●

Cisco 8500 컨트롤러와 관련된 설계 권장 사항 및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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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요

Cisco Unified Architecture에서는 무선 클라이언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
(AP)가 세 가지 주요 모드 중 하나로 구축됩니다.

로컬 모드 - 로컬 모드 AP는 CAPWAP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컨트롤러로 터널링하며, 컨트롤러
는 패킷에 태그를 지정하고 이를 유선 네트워크에 배치합니다.

●

FlexConnect 모드 - FlexConnect 모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로컬로 스위칭되도록(컨트롤러
에서 중앙 스위칭을 지원함) 허용하여 무선 브랜치 네트워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AP는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에 의해 WAN 연결을 통해 제어되고 관리됩니다.관리자는 특정 유
형의 트래픽을 로컬에서 스위칭하거나 중앙 사이트의 컨트롤러에서 중앙 스위치로 터널링하도
록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FlexConnect AP의 트래픽 플로우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FlexConnect 운영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Reap/FlexConnect 설계 가
이드 및 Cisco Flex 7500 구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브리지 모드 - 브리지 모드의 AP는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는 무선 메시 네트워크
를 구축하도록 구성됩니다.메시 작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 설계 및 구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5500-series-wireless-controllers/71250-h-reap-design-deploy.html
/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5500-series-wireless-controllers/71250-h-reap-design-deploy.html
/c/ko_kr/support/docs/wireless/flex-7500-series-wireless-controllers/112973-flex7500-wbc-guide-00.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technology/mesh/7.0/design/guide/MeshAP_70.html


Cisco 5500 Series Controller와 WiSM2 Controller는 각각 최대 500개의 AP와 1000개의 AP로 확장
가능한 모든 AP 작업 모드와 7000 및 15,000개의 무선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BYOD(Bring Your
Own Device),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무선 구축,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에서 Wi-Fi를 채택함
으로써 기업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려면
무선 네트워크가 셀룰러 및 Wi-Fi 네트워크 간에 더 높은 클라이언트 확장성, 뛰어난 복원력 및 원활
한 IP 모빌리티를 제공해야 합니다.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Software Release 7.3은 이러한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릴리스 7.3은 확장성이 뛰어난 새로운 Cisco 8500 Series Wireless
Controller와 HA(High-Availability) 기능을 제공하며, 대기 컨트롤러에 수천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1초 이내에 장애 조치하여 컨트롤러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HA(High-Availability) 기능을 제공합니
다. 또한 안전한 공용 연결을 위한 HS2.0(Wi-Fi Certified Passpoint) 및 PMIPv6(Proxy Mobile IPv6)
등의 통신 사업자 기능을 통해 셀룰러과 Wi-Fi 간의 원활한 모빌리티를 보장합니다.

Cisco 8500 Controller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클라이언트 밀도(1RU에서 64,000개의 클라이언트)●

FlexConnect 그룹당 6,000개의 AP, 6,000개의 AP 그룹, 2,000개의 FlexConnect 그룹 및 최대
100개의 AP 지원

●

4096 VLAN 지원●

50,000개의 RFID 추적 지원, 최대 24,000개의 비인가 AP 탐지 및 억제, 최대 32,000개의 비인
가 클라이언트 지원

●

HA(초 미만 AP 상태 기반 전환)●

실외 AP 지원●

모든 AP 작동 모드 지원(로컬, FlexConnect, 모니터, 비인가 탐지기, 스니퍼 및 브리지)●

PMIPv6 MAG 구현을 통한 패킷 코어 네트워크를 통한 원활한 모빌리티(RFC 5213)●



WFA Passpoint Certified (진행 중 - WFA 웹 사이트 에서 최신 상태 확인)●

802.11r 빠른 로밍●

트래픽 흐름의 양방향 속도 제한●

리치 미디어 흐름을 위한 비디오 스트림●

RTU(Right to Use) 라이센싱을 통해 라이센스 지원 및 지속적인 라이센스 운영 간소화●

이 표에서는 Cisco의 대규모 컨트롤러 비교 내용을 한 눈에 보여 줍니다.

8500 7500 5500 WiSM2

배포 유형

엔터프
라이즈
대규모
캠퍼스 +
SP Wi-
Fi

다수의 분산형
컨트롤러 없는
지사를 위한
중앙 사이트
컨트롤러

엔터프라
이즈 캠퍼
스 및 종
합 서비스
브랜치

엔터프
라이즈
캠퍼스

운영 모드

로컬 모
드,
FlexCon
nect, 메
시

FlexConnect
전용

로컬 모드
,
FlexConn
ect, 메시

로컬 모
드,
FlexCo
nnect,
메시

최대 규모

6000 AP
64,000
클라이
언트

6000 AP
64,000 클라이
언트

500개의
AP 7000
클라이언
트

1000개
의 AP
15,000
개의 클
라이언
트

AP 수 범위 300-6k
AP 300-6k AP 12-500개

의 AP

100-
1000개
의 AP

라이센싱

사용 권
한
(EULA
사용)

사용 권한
(EULA 사용)

CISL 기
반(변경
되지 않음
)

CISL 기
반(변경
되지 않
음)

연결 10G 포
트 2개 10G 포트 2개 8x1G 포

트

Catalys
t 백플
레인에
대한 내
부 연결

전원
AC/DC
이중 이
중화

AC 이중 이중
화

AC(예비
PSU 옵
션)

AC/DC
Catalys
t 섀시
예비
PSU 옵
션

최대
FlexConne
ct 그룹 수

2000 2000 100 100

FlexConne
ct 그룹당
최대 AP 수

100 100 25 25

비인가 AP 24,000 24,000 2000 4000

http://certifications.wi-fi.org/search_products.php?search=1&advanced=1&lang=en&filter_company_id=&filter_category_id=&filter_subcategory=&filter_cid=&date_from=&date_to=&selected_certifications%5B%5D=63&x=40&y=20


관리 최대
수
비인가 클
라이언트
관리 최대
수

32,000 32,000 2500 5000

최대 RFID
수 50,000 50,000 5000 10,000

RRM 그룹
당 최대 AP
수

6000 6000 1000 2000

최대 AP 그
룹 6000 6000 500 500

최대 인터
페이스 그
룹

512 512 64 64

인터페이스
그룹당 최
대 인터페
이스 수

64 64 64 64

지원되는
최대 VLAN
수

4096 4096 512 512

지원되는
최대
WLAN

512 512 512 512

지원되는
FSR(Fast
Secure
Roaming)
클라이언트
*

64000 64000 14000 30000

* 이 플랫폼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FSR 클라이언트 수(플랫폼 간 모빌리티의 설계 고려 사항 섹션에
서 자세히)

제품 사양

데이터 시트

Cisco 8500 Series Controller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플랫폼 기능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wireless/ps6302/ps8322/ps12722/data_sheet_c78-713207.html


현재 8500 컨트롤러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이러한 기능은 현재 8500 컨트롤러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로컬 인증(컨트롤러가 인증 서버 역할을 함)●

내부 DHCP 서버●

유선 게스트●

TrustSec SXP●

Cisco 8500 컨트롤러의 모양과 느낌

Cisco 8500 Controller는 흐름 제어 없이 VT100 터미널을 시뮬레이션하는 전송 속도 9600으로 콘솔
리디렉션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합니다.8500 컨트롤러는 기존 컨트롤러 플랫폼과 동일한 부팅 시퀀
스를 갖습니다.



다른 모든 컨트롤러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초기 부팅을 위해서는 Wizard(마법사) 메뉴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GUI는 이전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Cisco 8500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

확장성

Cisco 8500 Series WLC는 작은 1RU 폼 팩터에서 서비스 제공업체급 확장성을 제공합니다.서비스
공급업체는 단일 제어 지점을 통해 4096개의 VLAN 및 6000개의 AP에 분산된 최대 64,000개의 클
라이언트에 대해 여러 컨트롤러를 통합하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컬 모드 지원

Cisco 8500 Controller 플랫폼은 로컬 모드, 브리지 모드 및 FlexConnect 모드 AP를 지원합니다
.8500 컨트롤러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7.3을 실행하는 Cisco 5500 Series 컨트롤러에서 지원하는 모
든 AP 모델을 지원합니다.

고가용성 - AP 상태 기반 전환

기존 컨트롤러 AP Fail-Over 모델에서는 기본, 보조 및 3차 컨트롤러의 고유한 IP 주소가 각 AP에
구성되었습니다.AP의 활성 컨트롤러가 다운되면 AP가 검색 상태로 전환되고 새 컨트롤러에 대한
전체 결합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새로 도입된 AP SSO(High Availability AP Stateful Switchover) 모델은 액티브 상태의 한 컨트롤러
와 HA(Redundant) 포트를 통해 액티브 컨트롤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핫 스탠바이 상태의 두 번
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박스 투 박스(Box-to-Box)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액티브 컨트롤러의 컨피그레이션은 이중 포트를 통해 스탠바이 컨트롤러에 동기화됩니다.HA에서
두 컨트롤러는 관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포함하여 동일한 구성 집합을 공유합니다.또한 AP의
CAPWAP 상태(RUN 상태의 AP용)도 동기화됩니다.따라서 활성 컨트롤러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AP가 검색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이 모델은 Box Failure(박스 장애) 발생 시 가동 중지 시간을
1초 미만으로 줄이고 업스트림 네트워크 연결 문제(예: Loss of Gateway)의 경우 최대 3초로 줄입니
다.

참고: HA/AP SSO 기능은 7.3 릴리스 코드를 실행하는 5500, 7500 및 WiSM-2 플랫폼에서도 지원
됩니다.

전용 스탠바이 컨트롤러 SKU(AIR-CT8510-HA-K9)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설명된 대로 기본
8500 컨트롤러에 연결할 때 최대 6,000개의 AP에 대한 스탠바이 작업을 지원합니다.

HA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 SSO(High Availability) 구축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라이센싱 모델

릴리스 7.3에는 Cisco Flex 7500 및 Cisco 8500 Series 컨트롤러에 대한 새로운 "RTU(Right to
Use)" 라이센싱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이 라이센스는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수
락하는 지원되는 컨트롤러에서 AP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Honor 기반 라이센스 체계
입니다. RTU 라이센스 체계는 PAK 라이센스 또는 RMA(Return Materials Authorization) 전송을 위
해 추가 단계, 추가 툴 또는 Cisco.com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AP 추가 라이센스를 추가,
삭제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평가판 라이센스는 90일간 유효합니다.알림이 생성되어 평가판 라이센스 만료 15일 전부터 영구 라
이센스를 구매하도록 알립니다.

구매한 AP보다 더 많은 AP가 연결된 경우 Cisco Prime Infrastructure 1.2 내에서 추적된 컨트롤러
의 라이센스 상태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RTU 라이센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RTU(Right to Use Licensing)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라이센스 유형

다음은 세 가지 라이센스 유형입니다.

영구 라이센스 - AP 수는 제조로 NVM에 프로그래밍됩니다.이를 Base AP 수 라이센스라고도●

//www.cisco.com/en/US/products/ps10315/products_tech_note09186a0080bd3504.shtml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wireless/ps6302/ps8322/ps11635/qa_c67-713536_ps12722_Products_Q_and_A_Item.html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wireless/ps6302/ps8322/ps11635/qa_c67-713536_ps12722_Products_Q_and_A_Item.html


합니다.이 유형의 라이센스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추가 액세스 포인트 개수 라이센스 - EULA의 승인을 통해 사용자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라이센스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평가판 라이센스 - 데모 및/또는 평가 기간에 사용되며, 90일간 유효하며,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의 전체 용량에 해당합니다.평가판 라이센스는 CLI 명령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

라이센스 CLI 명령:

(8500) >show license ?

all            Displays All The License(s).

capacity       Displays License currently used by AP

detail         Displays Details Of A Given License.

evaluation     Displays Evaluation License(s).

expiring       Displays Expiring License(s).

feature        Displays License Enabled Features.

in-use         Displays License That Are In-Use.

permanent      Displays Permanent License(s).

statistics     Displays License Statistics.

status         Displays License Status.

summary        Displays Brief Summary Of All License(s).

PMIPv6 MAG로서 WLC와 패킷 코어의 통합을 위한 원활한 IP 모빌리티

PMIPv6(Proxy Mobile IPv6)는 공통 및 액세스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한 IETF 표준 네트워크 기반 모빌리티 관리 프로토콜(RFC 5213 에 명시됨)입니다. WiFi,
WiMAX, 3GPP, 3GPP2 기반 액세스 아키텍처와 같은 다양한 액세스 기술을 지원합니다.PMIPv6는
호스트의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수정하지 않고 모바일 IP와 동일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PMIPv6를 사용하면 호스트는 IP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첨부 지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이 기능은 호스트의 이동을 추적하고 이를 대신하여 필요한 모빌리티 신호를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현됩니다.

PMIPv6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기능 엔티티를 정의합니다.

로컬 모빌리티 앵커(LMA)●

모바일 액세스 게이트웨이(MAG)●

모바일 노드(MN)●

셀룰러 네트워크(CN)●

LMA는 PMIPv6 아키텍처의 중앙 핵심 요소입니다.MN IP 주소를 할당하고 광고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합니다.LMA는 컨트롤러에 양방향 터널을 설정하고(릴리스 7.3 이상 실행) PMIPv6 MAG로 작
동합니다.MAG(즉, 컨트롤러)는 LMA와 인터페이스하며 무선 클라이언트(MN)를 대신하여 모빌리
티 관리를 수행합니다.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CN으로 정의됨)는 LMA를 통해 홈 주소를 통해 무선 클라이언트(MN)에 연결
할 수 있으며, MN 접두사에 대한 연결성을 CN에 광고합니다.

PMIPv6 Seamless IP Mobility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Proxy Mobile IPv6
Configu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8500 Controller에서 일반 PMIPv6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http://tools.ietf.org/html/rfc5213
http://tools.ietf.org/html/rfc5213
http://tools.ietf.org/html/rfc5213
/c/ko_kr/support/docs/wireless/5500-series-wireless-controllers/113686-pmipv6-config-00.html
/c/ko_kr/support/docs/wireless/5500-series-wireless-controllers/113686-pmipv6-config-00.html


참고: PMIPv6 MAG 기능은 현재 Cisco 8500, 5500 및 WiSM-2 컨트롤러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릴리스 7.3은 최대 10개의 LMA 및 40,000개의 PMIPv6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WiFi Passpoint 1.0(또는 HotSpot 2.0)

Passpoint(HotSpot2.0)에는 세 가지 기술 요소가 있습니다.IEEE 802.11u, WPA2-엔터프라이즈 및
EAP 기반 인증

Wi-Fi 인증 Passpoint(HS2.0)는 셀룰러 데이터를 오프로드하기 위해 공용 Wi-Fi 핫스팟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 전체적인 TCO를 낮춥니다.

HS2.0 지원은 다음 AP 운영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모드 AP●

브리지 모드 AP(루트 AP에만 해당)●

FlexConnect;중앙 스위치 및 로컬 스위칭 모드 모두●

참고: Passpoint 기능은 7.2 릴리스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러 플랫폼 및 CAPWAP AP에 대
해 소프트웨어 릴리스 7.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Office Extend AP600 제외).

이러한 기능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
스 7.3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이미지는 다양한 802.11u 구성 옵션을 표시합니다.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7.3/configuration/guide/b_cg73.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7.3/configuration/guide/b_cg73.html


컨트롤러에서 4k VLAN 지원



7.3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서비스 공급자의 확장성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VLAN 수를
4096개로 확장합니다.

이는 인터페이스/VLAN당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 인터페이스 수가 512개에서
4096(4095 + 관리 인터페이스) 및 관련 VLAN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4k VLAN은 8500 및 Flex7500 컨트롤러에서만 지원됩니다.

이중 이중화 DC 전원

통신 사업자 DC 전원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이중 이중화 -48V DC 전원 공급 장치 구성으로
8500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 범위:최소:-40VDC 및 최대:-75VDC

참고: DC 전원 8510 컨트롤러는 국가별 전원 코드와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DC 전원 장치의 경우
자체 12G 와이어를 사용하고 DC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타 중요한 통신 사업자 중심 기능

기타 중요한 통신 사업자 중심 기능은 Cisco WLC에 7.3 코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FlexConnect 로컬 스위칭을 위한 중앙 DHCP●

CAPWAP 관리에 대한 VLAN 태깅(네이티브 VLAN에 대한 CAPWAP 제한 없음)●

RADIUS 어카운팅 개선 사항●

802.1x 인증으로 MAC 인증 장애 조치●

모바일 네트워크 오프로드용 802.11u/핫스팟 포함 FlexConnect●

표준 기반 802.11r 빠른 로밍●

양방향 속도 제한(사용자별 처리량 제한, 세분화 수준 향상)●

리치 미디어 플로우용 VideoStream(로컬 모드)●

FlexConnect VLAN 기반 중앙 스위칭●

/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5500-series-wireless-controllers/113682-bdr-limit-guide-00.html


FlexConnect 스플릿 터널링●

FlexConnect WGB/UWGB 지원●

AP의 PPPoE 클라이언트●

AP에서 NAT/PAT 지원●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 관련 기능 중 일부는 7.4 코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LAG 지원(1초 미만의 링크 장애 조치)●

전송된 Called-Station-ID RADIUS 특성에 대해 6개의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ap-group-
nameap-locationap 이름ap-name-ssidflex-group-namevlan ID

●

DHCP 서버에 전송된 Option-82에 대해 6개 이상의 선택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ap-group-
nameap-locationapname-vlan IDap-etmac-ssidflex-group-nameapmac-vlan-id

●

FlexConnect 그룹 레벨에서 구성 가능한 기본 및 보조 RADIUS 서버플랫폼에서 지원되는
FlexGroups 수의 최대 2배(예: 8500 컨트롤러의 RADIUS 서버 최대 4,000대)

●

몇 가지 컨트롤러 관리 개선 사항(더욱 빠른 HA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SFTP 파일 전송, 서비스
포트 HA 개선, 세분화된 TACACS+ 제어)

●

업스트림 QOS(bi-dir 클라이언트 속도 제한)●

AP 이더넷 사용률을 사용한 AP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싱●

VLAN 인터페이스당 DHCP 프록시 모드●

HA-SKU와 함께 주문하는 WLC는 "N+1" 장애 조치 시나리오에서 보조(전체 플랫폼 용량 지원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P 라디오는 802.11n 클라이언트만 허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녹색 필드"와 혼동되지
않음).

●

설계 고려 사항

멀티캐스트

Cisco 8500 Controller에서 멀티캐스트 지원이 활성화되며, 해당 작업은 Cisco 5500 Series
Controller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8500 컨트롤러의 모든 AP가 로컬 모드로 구성된 경우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가 기본 모드가
되며 모든 기능이 지원됩니다(예: VideoStream). 이 시나리오는 5500 컨트롤러와 동일합니다.

1.

AP가 로컬 모드와 FlexConnect 모드의 혼합으로 구성된 경우:FlexConnect AP에서 IPv6가 필
요한 경우:전역 멀티캐스트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IPv6/GARP는 FlexConnect 및 로컬 모드 AP에서 작동하지만 멀티캐스트 데이터 및
VideoStream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IPv6/GARP는 FlexConnect AP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드를 Multicast-Multicast로 변경하고 Enable Global Multicast Mode and IGMP/MLD
snooping을 활성화합니다.IPv6, GARP, 멀티캐스트 데이터 및 VideoStream은 로컬 모드
AP에서 지원됩니다.

2.



참고: FlexConnect AP에서 IPv6 작업을 수행하려면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가 필요합니다(RA 및
NS 패킷 전달용).

플랫폼 간 이동성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모빌리티 그룹의 이기종 무선 컨트롤러를 지원해야 합니다.이러한 인스턴
스는 이러한 이기종 컨피그레이션으로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또는 백업의 인스턴스가 될 수 있
습니다.이러한 경우 지원되는 FSR(Fast Secure Roaming) 클라이언트 수를 네트워크 설계에서 고
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 구성된 다음 WLC 플랫폼을 혼합하여 구성된 대
규모 무선 네트워크를 가정해보겠습니다.

8500(64,000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FSR 지원)●



   

7500(64,000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FSR 지원)●

WiSM2(30,000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FSR 지원)●

5500(14,000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FSR 지원)●

이 시나리오에서:

64,000개의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7500에서 8500까지 원활하게 로밍할 수 있습니다.1.
30,000개의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여러 WiSM2 컨트롤러 간에 또는 WiSM2에서 8500 또는
7500 컨트롤러 사이에서 원활하게 로밍할 수 있습니다.

2.

14,000개의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여러 5500 컨트롤러 간에 또는 5500에서 WiSM2, 8500 또
는 7500 컨트롤러로 원활하게 로밍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무선 클라이언트는 세션 시간 초과 후 다시 참가해야 합니다.

로컬 EAP 인증

로컬 EAP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8500 컨트롤러에서 지원되는 64,000 클라이언트로 확장되지 않습
니다.8500을 인증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 기능의 목적은 오로지 테스트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덕션 배포가 아닙니다.

링크 집계(LAG)

2x10G 인터페이스의 LAG는 소프트웨어 버전 7.4 이상에서 지원됩니다.LAG 컨피그레이션을 사용
하면 신속한 장애 조치 링크 이중화를 통해 액티브-액티브 링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추가 활성 10G 링크는 총 컨트롤러 네트워크 처리량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통신 사업자 Wi-Fi 솔루션 개요●

Cisco Prime Infrastructure 1.2●

CUWN 소프트웨어 릴리스 7.3●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netsol/ns673/networking_solutions_solution.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wireless/prime_infrastructure/1.2/configuration/guide/pi_12_cg.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7.3/configuration/guide/b_cg73.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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