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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Cisco LAP(Lightweight Access Point)에 대한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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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FAQ

Q. Cisco LAP(Lightweight Access Point)란 무엇입니까?

A. Cisco LAP는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아키텍처의 일부입니다.LAP는 WLC(무선 LAN) 컨
트롤러(WLAN)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AP입니다. LAP는 IEEE 802.11a, 802.11b 및 802.11g에 대한
이중 대역 지원과 동적 실시간 무선 주파수(RF) 관리를 위한 동시 무선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또
한 Cisco LAP는 Cisco WLAN이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
록 레이어 2 암호화와 같은 시간에 민감한 기능을 처리합니다.

AP는 "경량"이며, 이는 WLC(무선 LAN 컨트롤러)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WLC는 AP 컨피그레이션 및 펌웨어를 관리합니다.AP는 "제로 터치(zero touch)"가 구축되며 AP의
개별 컨피그레이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AP는 실시간 MAC 기능만 처리하는 의미에서 경량형입니
다.AP는 모든 비실시간 MAC 기능을 WLC에서 처리하도록 둡니다.이 아키텍처를 "스플릿 MAC" 아
키텍처라고 합니다.

Q. WLC(무선 LAN 컨트롤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LAP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LAP는 WLC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LAP는 WLC와 함께 작동합니다.이유는
WLC가 등록 프로세스에서 LAP에 필요한 모든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 및 펌웨어를 제공하기 때문
입니다.

Q. LWAPP(Lightweight AP Protocol)란 무엇입니까?

A. LWAPP는 설정 및 경로 인증 및 런타임 작업을 위한 제어 메시징을 정의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초안 프로토콜입니다.LWAPP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터널링 메커니즘
도 정의합니다.

LAP는 LWAPP 검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검색합니다.LAP는 컨트롤러에 LWAPP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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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보냅니다.컨트롤러는 LAP와 LWAPP 조인 응답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AP가 컨트롤러에 조
인할 수 있습니다.LAP가 컨트롤러에 연결되면 LAP는 LAP 및 컨트롤러의 수정 버전이 일치하지 않
으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그런 다음 LAP는 컨트롤러의 제어에 완전히 의존합
니다.LWAPP는 보안 키 배포를 통해 LAP와 컨트롤러 간의 제어 통신을 보호합니다.보안 키 배포에
는 LAP와 컨트롤러 모두에서 이미 프로비저닝된 X.509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공장 출하 시
설치된 인증서는 Manufacturing Installed Certificate의 약어인 "MIC"에서 참조됩니다.2005년 7월
18일 이전에 출시된 Cisco Aironet AP에는 MIC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AP는 경량형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될 때 자체 서명 인증서(SSC)를 생성합니다.컨트롤러는 특정 AP의 인증을
위해 SSC를 허용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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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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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율) AP와 LAP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A. 일반 AP와 LAP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P의 부품 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LAP(LWAPP[Lightweight AP Protocol]) - 부품 번호는 항상 AIR-LAXXXX로 시작합니다.●

자동 AP(Cisco IOS® Software) - 부품 번호는 항상 AIR-APXXXX로 시작합니다.●

Cisco Aironet 1000 Series LAP는 이 기준의 예외입니다.1000 시리즈 LAP의 부품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10 LAP용 AIR-AP1010-A-K9●

1020 LAP용 AIR-AP1020-A-K9●

AIR-AP1030-A-K9 for a 1030 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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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품 번호는 국가 및 규정 도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목록에서 제공하는 부품 번호
는 예일 뿐입니다.

무선 LAN(WLAN)에 적합한 AP를 주문해야 합니다.

Q. LWAPP(Lightweight AP Protocol)를 실행할 수 있는 AP 모델은 무엇입니까?

A. 이러한 Cisco Aironet AP 플랫폼은 LWAPP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ironet 1500 시리즈●

Cisco Aironet 1250 시리즈●

Aironet 1240 AG Series●

Aironet 1230 AG Series●

Aironet 1200 시리즈●

Aironet 1130 AG Series●

Aironet 1000 시리즈●

Aironet 1140 Series AP참고: 1140 Series AP는 5.2 릴리스 이상을 실행하는 WLC에서만 지원
됩니다.

●

참고: 이러한 Aironet AP를 Cisco IOS Software와 함께 주문하여 자동 AP로 작동하거나 LWAPP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부품 번호는 AP가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AP 또는 LWAPP 기반
AP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IR-AP1242AG-A-K9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AP입니다.●

AIR-LAP1242AG-P-K9는 LWAPP 기반 AP입니다.●

참고: 1000 Series AP와 1500 Series AP는 이 기준의 예외입니다.모든 1000 Series AP 및 1500
Series AP는 LWAPP만 지원합니다.

Q. LWAPP 지원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고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LWAPP 지원 AP는 Cisco Integrated Wireless Network Solution의 일부이며 마운트하기 전에 수
동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AP는 LWAPP 지원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
의해 구성됩니다. LWAPP 지원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 및 처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작 가이드 LWAPP 지원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Q. LAP와 WLC(무선 LAN 컨트롤러)를 함께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LAP는 LWAPP(Lightweight AP Protocol)을 사용하며, WLC에 가입하면 WLC는 모든 컨피그레이
션 매개변수 및 펌웨어를 LAP에 전송합니다.기본 설정은 Wireless LAN Controller 및 Lightweight
Access Point 기본 구성 예를 참조하십시오.

Q. WLC(무선 LAN 컨트롤러)에 자동 AP를 연결하고 AP가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있
습니까?

A. 아니요. LAP는 WLC에 연결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자동 AP는 LWAPP(Lightweight AP
Protocol) 또는 WLC에서 사용하는 CAPWAP 프로토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자동 AP를 WLC에 연
결하려면 먼저 자동 AP를 경량 모드로 변환해야 합니다.

Q. 자율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액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경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500/quick/guide/ap1500qs.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500/quick/guide/ap1500qs.html
//www.cisco.com/en/US/products/ps6366/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665cdf.shtml
//www.cisco.com/en/US/products/ps6366/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665cdf.shtml


A. 예. 하지만 모든 자동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AP 모델을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다음은
LWAPP(Lightweight AP Protocol) 모드로 변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모든 Cisco Aironet 1130 AG AP●

모든 Aironet 1240 AG AP●

모든 Cisco IOS Software 기반 Aironet 1200 Series 모듈형 AP(1200/1220 Cisco IOS Software
업그레이드, 1210 및 1230 AP) 플랫폼의 경우 AP를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은 무선에 따라 달라집
니다.라디오가 IEEE 802.11g인 경우 MP21G 및 MP31G가 지원됩니다.라디오가 IEEE
802.11a인 경우 RM21A 및 RM22A가 지원됩니다.1200 Series AP를 지원되는 라디오 조합으
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G만A만G와 A 모두

●

참고: 자동 AP는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3(7)JA 이상을 실행해야 LWAPP로 변환할 수 있
습니다.

참고: Cisco 4400 및 2006 WLC(Wireless LAN Controller)만 경량 모드로 변환된 자동 AP를 지원합
니다.Cisco WLC는 최소 소프트웨어 버전 3.1을 실행해야 합니다. Cisco WCS(Wireless Control
System)는 최소 버전 3.1을 실행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는 Microsoft Windows 2000 및
Windows XP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변환 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를 경량 모드로 업그레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Q. 경량 모드로 전환한 후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액세스 포인트에 어떤 제한이
적용됩니까?

A. 경량형 모드로 변환된 자동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LWAPP(Lightweight AP Protocol)로 변환된 AP는 WDS(Wireless Domain Services)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LWAPP 변환 AP는 Cisco WLAN(Wireless LAN) 컨트롤러(WLC)와만 통신하며
WDS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WLC는 AP가 WLC에 연결할 때 WDS와 동등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변환된 액세스 포인트는 2006, 4400 및 WiSM 컨트롤러만 지원합니다.자동 액세스 포인트를
경량 모드로 변환하면 액세스 포인트는 Cisco 2006 시리즈 컨트롤러, 4400 시리즈 컨트롤러 또
는 Cisco WiSM의 컨트롤러와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4.2 이상에서는 모든 Cisco LDS(Lightweight Access Point)가 라
디오당 16개의 BSSID를 지원하고 액세스 포인트당 총 16개의 무선 LAN을 지원합니다.이전 릴
리스에서는 라디오당 8개의 BSSID와 액세스 포인트당 총 8개의 무선 LAN만 지원합니다.변환
된 액세스 포인트가 컨트롤러에 연결되면 ID가 1에서 16까지인 무선 LAN만 액세스 포인트에
푸시됩니다.

●

LWAPP로 변환된 AP는 IP 주소를 가져오고 DHCP, DNS(Domain Name System) 또는 IP 서브
넷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여 WLC를 검색해야 합니다.

●

LWAPP로 변환된 AP는 레이어 2 LWAP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LWAPP로 변환된 AP는 읽기 전용 콘솔 포트를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변환 도구는 Cisco WiSM의 컨트롤러 중 하나에만 자체 서명 인증서(SSC) 키 해시
를 추가합니다.변환이 완료되면 첫 번째 컨트롤러에서 두 번째 컨트롤러로 SSC 키 해시를 복사
하여 Cisco WiSM의 두 번째 컨트롤러에 SSC 키 해시를 추가합니다.SSC 키 해시를 복사하려
면 컨트롤러 GUI의 AP Policies(AP 정책) 페이지를 열고(Security(보안) > AAA > AP
Policies(AP 정책) AP Authorization List(AP 권한 부여 목록) 아래의 SHA1 Key Hash(SHA1 키
해시) 열에서 SSC 키 해시를 복사합니다.그런 다음 두 번째 컨트롤러의 GUI를 사용하여 동일
한 페이지를 열고 Add AP to Authorization List(권한 부여 목록에 AP 추가)의 SHA1 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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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SHA1 키 해시) 필드에 키 해시를 붙여넣습니다.둘 이상의 Cisco WiSM이 있는 경우
WCS를 사용하여 SSC 키 해시를 다른 모든 컨트롤러에 푸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Aironet 1130AG, 1200, 1230AG 및 1240AG Series Access Point for Cisco
IOS Release 12.3(7)JX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Q. 액세스 포인트를 경량 모드로 변환했지만 자동 모드로 다시 변환해야 합니다.가능
한가요?

A. 예, 경량 모드로 변환한 자동 AP를 다시 자동 모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자동 Cisco Aironet 액
세스 포인트를 경량 모드로 업그레이드의 자동 모드로 다시 변환 섹션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Q. 업그레이드 툴을 통해 한 번에 몇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변환할 수 있습니까?

A. 최신 2.01 버전의 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최대 6개의 AP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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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P를 LWAPP(Lightweight AP Protocol)로 변환했지만 AP가 컨트롤러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LWAPP Join-Request does not include valid certificate in CERTIFICATE_PAYLOAD

from AP(AP CERTIFICATE_PAYLOAD에    )" 메시지 받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A. 이 오류는 X.509 디지털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Cisco 버그 ID CSCsd42296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AP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
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체 서명 인증서(SSC)가 WLC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컨트롤러에서
SSC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절차는 LWAPP-Converted AP에 대한 컨트롤러에 자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d42296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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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서명 인증서 수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Q.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AP를 워크그룹 브리지로 구성하고
LWAPP(Lightweight AP Protocol) 기반 AP와 연결할 수 있습니까?

A. 액세스 포인트가 워크그룹 브리지로 작동하도록 구성하여 이더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대
신하여 작업 그룹 브리지 액세스 포인트에 무선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액세스 포인트를 작업
그룹 브리지로 작동하고 Cisco Unified 네트워크에 연결하도록 구성할 때 이더넷에서 작업 그룹 브
리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유선 클라이언트에 무선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선
장치 그룹에 무선 연결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장치를 허브 또는 스위치에 연결하고 허브 또는 스위
치를 액세스 포인트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작업 그룹 브리지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컨피그레이션 예제의 Workgroup Bridges 문서는 컨피그레이션 예
를 제공합니다.

Q. 무선 클라이언트가 LWAPP AP와 자동 AP 간에 로밍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LAPs와 자동 AP 간의 로밍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이유는 LWAPP AP에 연결할 때 트래
픽이 LWAPP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무선 LAN 컨트롤러와 자동 AP 간에는 모빌리티 터널이
없으므로 로밍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Q. Cisco Aironet 1000 Series LAP의 다양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 옵션은
무엇입니까?

A. 1000 Series LAP 엔클로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EEE 802.11a 1개 또는 802.11b/g 무선 안테나 1개●

고게인 내장 안테나 4개(802.11a 2개와 802.11b/g 2개)●

이러한 안테나를 독립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여 180도 또는 360도 전방향 커버리지 영역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1000 Series LAP 중 일부는 외부 안테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1000
Series LAP는 다음 세 가지 모델로 제공됩니다.

1010년 랩●

1020 랩●

1030 랩●

사용 가능한 안테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0 랩:고게인 내장 안테나 4개외부 안테나 어댑터 없음●

1020 랩:고게인 내장 안테나 4개5GHz 외장 안테나 어댑터 1개2.4GHz 외부 안테나 어댑터 2개●

1030 LAP(원격 에지 LAP):고게인 내장 안테나 4개5GHz 외장 안테나 어댑터 1개2.4GHz 외부
안테나 어댑터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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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00 Series LAP는 FCC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 운영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없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장 제공 내부 또는 외부 안테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Cisco Aironet 1000 Series LAP에는 어떤 전원 옵션이 제공됩니까?

A. Aironet 1000 Series LAP는 외부 110~220VAC~48VDC 전원 공급 장치 또는 PoE(Power over
Ethernet) 장비에서 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부 전원 공급 장치(AIR-PWR-1000)는 안전한
110~220VAC 전기 콘센트에 연결됩니다.이 변환기는 1000 Series LAP에 필요한 48VDC 출력을 생
성합니다.컨버터 출력은 48VDC 잭을 통해 1000 Series LAP의 측면에 피드됩니다.

참고: 국가별 전기 콘센트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AIR-PWR-1000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올바른 전원 코드를 받으려면 주문하면 Cisco에 문의하십시오.

Q. LWAPP 기반 액세스 포인트에 텔넷/SSH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A. Wireless LAN Controller 릴리스 5.0 이상에서는 컨트롤러가 Telnet 또는 SSH(Secure Shell)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경량 액세스 포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특히 액세스 포인트
가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디버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컨트롤러 CLI를 통해서만 텔넷 및 SSH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에서 텔넷 또는 SSH 연결을 활성화하려면 config ap {telnet을 사용합니다. | ssh} 명
령Cisco LDS(Lightweight Access Point)는 모든 네트워크 작동 및 하드웨어 재설정 시 이 Cisco
Wireless LAN 컨트롤러와 연결됩니다.



config ap {telnet | ssh} {enable | disable} Cisco_AP

예

> config ap telnet enable cisco_ap1

> config ap telnet disable cisco_ap1

> config ap ssh enable cisco_ap2

> config ap ssh disable cisco_ap2

Q.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전역 자격 증명을 구성하는 방법.릴리스 5.0의 기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A. Cisco IOS 액세스 포인트는 기본 enable 비밀번호로 Cisco와 함께 출하됩니다.이 비밀번호를 사
용하면 사용자가 비권한 모드에 로그인하여 show 및 debug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 위
협이 됩니다.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액세스 포인트의 콘솔 포트에서 컨피그레이션 명령
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 enable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릴리스 5.0 이전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에서는 컨트롤러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에 대
해서만 액세스 포인트 enable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릴리스 5.0에서
는 모든 액세스 포인트가 컨트롤러에 조인할 때 상속하는 전역 사용 이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에는 현재 컨트롤러에 조인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와 향후 조인되는 액세스
포인트가 포함됩니다.원하는 경우 전역 자격 증명을 무시하고 고유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특
정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비밀번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AP의 전역 자격 증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전역 자격 증명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Q. 펌웨어 버전 3.2.78.0을 사용하는 WLC(Wireless LAN Controller) 2006 및
AP(Access Point) 1242가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다
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lwapp_client_error;not receive read response(3).
Lwapp_image_broc;TAR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A. AP 1242는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AP로 변환됩니다.변환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컨트롤러를 검색해서 참가하려고 합니다.AP가 컨트롤러를 찾지 못하면 이 유형의 메시지가
콘솔에 나타납니다.그러나 이 경우 컨트롤러에는 업그레이드된 AP와 호환되지 않는 펌웨어 버전
3.2.78.0이 있습니다.업그레이드된 AP를 사용하려면 펌웨어 버전 3.2.116.21이 있어야 합니다.컨트
롤러 펌웨어가 업그레이드되면 이러한 AP가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Q.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경우 00:17:0f:37:65:c4의 MAC 주소를 표
시하지만, 액세스 포인트에는 기본 무선 MAC 주소가 00:17:0f:37:65:c0인 이 표시됩
니다.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포인트와 다른 MAC를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AC 주소가 매우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경우 디바이스에서 등록하는
MAC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세부 정보 모드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보면 기본 무선 MAC 주소와 고속 이더넷 MAC 주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는 WLAN으로 변경되는 기본 무선 MAC 주소입니다.클라이언트는
실제로 MAC 주소 형식으로 BSSID를 확인합니다.

Q. 액세스 포인트가 리피터로 구성된 기존 무선 네트워크(자동 AP)가 있습니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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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는 LWAPP 무선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LWAPP AP를 리피터로 사
용할 수 있습니까?

A. LWAPP AP는 컨트롤러에 조인해야 하며, 모든 AP가 먼저 컨트롤러에 연결해야 하므로 리피터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Cisco 자동 AP는 리피터(repeater)로 구성할 수 있지만 최종 클라이언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대역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피터는 가장 권장되는 컨피그레이션이 아닙
니다.모든 Cisco Aironet AP 또는 LAP 모델을 LWAPP 또는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변경하려면 소프트웨어 재이미지가 필요합니다.이는 자율 모드에서 LWAPP로 이동할 때 특히 복잡
하기 때문에 AIR-LAP1232AG-A-K9는 기본적으로 리피터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자동 소프트
웨어와 함께 로드되어 리피터 모드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소프트웨어 변경 및 별도의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WLC가 지원할 수 있는 AP는 몇 개입니까?

A. WLC당 지원되는 AP 수는 모델 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2106 - 8개의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최대 6개의 AP를 지원하는 독립형 WLC입니
다.

●

4402—12, 25 또는 50개의 AP를 지원하는 독립형 WLC입니다.●

4404—100개의 AP를 지원하는 독립형 WLC입니다.●

5500—모든 규모의 위치에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무선 서비스에 12, 25, 50,100 또는 250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지원하는 독립형 WLC입니다.

●

WLCM—Cisco의 ISR(Integrated Service Router) 시리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WLC 모듈입니
다.현재 6, 8 또는 12 AP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WS-C3750G—Catalyst 3750 스위치와 통합된 25개 또는 50개의 AP를 지원하는 WLC입니다
.WLC의 백플레인 연결은 3750에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dot1q 트렁크로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2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로 나타납니다.또는 Gig 포트를 취합하여 3750에 단일 EtherChannel 연
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WLC는 직접 통합되므로 3750 스택형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
든 고급 라우팅 및 스위칭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이 WLC는 중간 규모의 사무실 또는 건
물에 이상적입니다.4 개의 3750을 가상 스위치로 스태킹하면 '50 AP' 버전은 최대 200개의
AP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

WiSM—Cisco Catalyst 6500 스위치 시리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WLC 모듈입니다.모듈당 최
대 300개의 AP를 지원합니다.6500 플랫폼에 따라 여러 WISM을 설치하여 대규모 확장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WiSM은 6500 백플레인에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dot1 트렁크로 구성할 수
있는 6500에서 단일 집계 링크 인터페이스로 나타납니다.이 모듈은 대형 건물 또는 캠퍼스에
이상적입니다.

●

Q. 액세스 포인트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클라이언트 연결 수는 얼마입니까?

A. 액세스 포인트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클라이언트 연결 수는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량 및 자동 IOS 액세스 포인트의 최대 클라이언트 연결 수는 다릅니다.●

라디오당 제한 및 AP당 전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P 하드웨어(16MB AP는 32MB 이상의 AP보다 낮은 제한).●

클라이언트 연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7.0의 Client Association Limit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1252 AP는 브리징을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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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브리징 모드는 1252 시리즈 AP에서 지원됩니다.

Q. LWAPP(Lightweight AP Protocol) 인프라는 PPPoE(PPPoE)(PC 클라이언트에서
PPPoE 서버로)를 지원합니까?

A. 아니요. LWAPP 인프라는 PPPo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이유는 PPPoE Ethertype이 컨트롤러에
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Q. Cisco Aironet 1000 Series LAP를 수동으로 재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WLC(Wireless LAN) 컨트롤러를 통해 AP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을 위
해 LAP를 WLC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 GUI에서 Wireless를 클릭합니다.무선 탭은 Cisco WLAN 솔루션 무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1.

Access Points(액세스 포인트) > Cisco APs(Cisco AP)를 선택한 다음 Detail(세부)을 클릭하여
특정 AP의 창으로 이동합니다.

2.

이 창 하단의 Clear Config를 클릭합니다.이렇게 하면 LAP의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지고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3.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LAP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WLC CLI에서
clear ap-config ap-name 명령을 실행합니다.

Q. Cisco Aironet 1000 Series LA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

A. Cisco 1000 Series Lightweight 액세스 포인트 - Q&A를 참조하십시오.이 문서에서는 1000
Series LAP와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Q. 어떤 Cisco 장치가 LWAPP(Lightweight AP Protocol) 레이어 2 모드를 지원합니까
?

A. LWAPP Layer 2 모드는 다음 Cisco 디바이스에서만 지원됩니다.

Cisco 4100 Series WLC(Wireless LAN Controller)●

Cisco 4400 Series WLC●

Cisco Aironet 1000 Series LAP●

Q. Cisco LAP는 컨트롤러 검색에 DHCP 옵션 43과 함께 VCI(Vendor Class
Identifier) 문자열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Cisco LAP의 VCI 문자열 값은
무엇입니까?

A. Cisco Aironet 1000 Series AP는 DHCP 옵션 43에 문자열 형식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Aironet
AP는 DHCP 옵션 43에 유형, 길이, 값(TLV) 형식을 사용합니다. AP DHCP VCI 문자열(DHCP 옵션
60)을 기준으로 옵션을 반환하도록 DHCP 서버를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이 표에서는 서로 다른
LAP에 대한 VCI 문자열 값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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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CP 옵션 43과 관련하여 TLV(Type Length Value) 블록 값의 중요성은 무엇입
니까?TLV 값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IOS 라우터의 DHCP 서버에서 DHCP 옵션 43을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Option 43 hex <string>

이 명령의 16진수 문자열은 옵션 43 하위 옵션에 대한 TLV 값을 연결하여 어셈블됩니다.

유형 + 길이 + 값

유형은 항상 하위 옵션 코드 0xf1입니다.●

Length는 컨트롤러 관리 IP 주소의 개수에 4를 16진수로 곱한 값입니다.●

값은 16진수로 순차적으로 나열된 컨트롤러의 IP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10.126.126.2 및 10.127.127.2인 컨트롤러가 2개 있다고 가
정합니다.

유형은 0xf1입니다.●

길이는 2 * 4 = 8 = 0x08입니다.●

IP 주소는 0a7e7e02(10.126.126.2) 및 0a7f7f02(10.127.127.2)으로 변환됩니다.●

문자열을 어셈블하면 f1080a7e7e020a7f7f02가 산출됩니다. 그런 다음 DHCP 범위에 추가된
IOS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43 hex f1080a7e7e020a7f7f02

●

Q. WLC(무선 LAN 컨트롤러)가 AP 로드 밸런싱을 지원합니까?

A. 예, WLC에서 AP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WLC(Wireless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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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문제 해결 FAQ를 참조하십시오.

Q. LAP에 대한 WLC(Wireless LAN Controller) 장애 조치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합니
까?

A. WLC 장애 조치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량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WLAN 컨트롤러 장
애 조치 컨피그레이션 예를 참조하십시오.

Q. 자동 모드에서 경량 모드로 전환한 후 AP에서 재설정 버튼을 비활성화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A. 경량 모드로 변환한 AP에서 재설정 버튼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재설정 버튼은 AP 외부에서
"MODE"로 표시됩니다.컨트롤러에 연결된 하나 또는 모든 변환된 AP에서 재설정 버튼을 비활성화
하거나 활성화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config ap reset-button {enable | disable} {ap-name | all}

변환된 AP의 재설정 버튼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Q.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WAN 링크를 통해 LWAPP(Lightweight AP
Protocol) 지원 AP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A. 예, 일부 LAP는 REAP(Remote-Edge AP)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LAP가 연
결되는 WLC에서 WAN 링크를 통해 LAP를 가질 수 있습니다.REAP 모드를 사용하면 LAP가 WAN
링크를 통해 상주하면서 WLC와 계속 통신하고 일반 LAP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설정의
자세한 예제는 Lightweight AP와 WLC(Wireless LAN Controller)가 있는 REAP(Remote-Edge AP)
구성 예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REAP 모드는 현재 Cisco Aironet 1030 LAP에서만 지원됩니다.REAP 기능은 향후 더 광범위
한 LAP에 포함됩니다.

Q. 일반 AP 및 H-REAP AP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모드 AP에 대해 동일한 WAN 제약
이 적용됩니까?즉, 컨트롤러와 모니터 모드 AP 사이에 100ms 이상의 RTD가 필요합
니까?

A. 아니요, 모니터 모드 AP에는 100ms 제한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한 때문입니다.100ms의 레이턴시 제한은 클라이언트 권한 부여 요구 사항이 다양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로컬 모드와 H-REAP AP의 레이턴시 제한이 동일합니다.모니터 모드 AP에는 동일한 클라
이언트 제한이 없습니다.

Q. 내 WLC 버전은 3.2입니다. LWAPP(Layer 3 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용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WLC와 내 LAP(lightweight access point)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MTU는 900바이트로 구성됩니다.내 LWAPP AP가 이 WLC에 가입할 수 없습니
다.이유가 무엇인가요?

A. 시나리오에서 구성된 MTU는 900바이트입니다.그러나 LWAPP 가입 요청이 1500바이트보다 큽
니다.따라서 여기서 LWAPP에는 LWAPP 가입 요청의 조각이 필요합니다.모든 LWAPP AP의 논리
는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크기가 1500바이트(IP 및 UDP 헤더 포함)이고 두 번째 프래그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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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바이트(IP 및 UDP 헤더 포함)입니다. LWAPP AP와 WLC 간의 네트워크에 MTU 크기가 1500(예:
VPN, GRE, MPLS 등)보다 작은 경우 WLC는 LWAPP 가입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LWAPP에서 컨트롤러에 조인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려면 컨트롤러를 버전 4.0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이 버전은 레이어 3 조각을 처
리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버그 ID CSCsd94967(등록된 고객만)을 참
조하십시오.

Q. 싱가포르에서 받은 WLC가 있습니다.이 WLC를 통해 무선 연결을 위해 원격 사무
실 연결(REAP)을 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나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그러나 싱가포르
WLC에서 규정 도메인 오류 메시지를 수신합니다.WLC가 서로 다른 규정 도메인으로
액세스 포인트(AP)를 수락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AP 'AP_NAME'()   .'-R'     'A.B.C.D'   'SG - '  .

A. WLC는 하나의 규정 도메인만 지원합니다.따라서 규정 도메인 A를 사용하는 WLC는 규정 도메
인 A 등을 사용하는 AP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LC는 싱가포르의 경우 -SG로 설정되
므로 싱가포르 규정 도메인의 AP만 지원합니다.

AP와 WLC를 구매할 때 동일한 규정 도메인을 공유해야 합니다.그래야 AP가 WLC에 등록할 수 있
습니다.

복수 국가 코드 지원 - WLC 버전 4.1.171.0 이상에서는 WLC에 여러 국가 코드 지원이 도입되었습
니다.릴리스 4.1.171.0 이상에서는 컨트롤러당 최대 20개의 국가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여러
국가 코드를 지원하므로 단일 컨트롤러에서 다양한 국가의 액세스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Cisco Aironet 메시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경량 액세스 포인트(LAP)가 작동할 수 있는 모드는 무엇입니까?

A. LAP는 다음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컬 모드 - 기본 작업 모드입니다.LAP가 로컬 모드로 전환되면 AP는 일반적으로 할당된 채널
에서 전송됩니다.그러나 AP는 또한 180초 동안 대역내 다른 모든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전송되
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채널을 60ms 동안 스캔합니다.이 시간 동안 AP는 노이즈 바닥 측정, 간
섭 측정 및 IDS 이벤트 스캔을 수행합니다.

●

REAP 모드—REAP(Remote Edge Access Point) 모드를 사용하면 LAP가 WAN 링크를 통해
상주하면서 WLC와 계속 통신할 수 있으며 일반 LAP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AP 모드
는 1030 LAP에서만 지원됩니다.

●

H-REAP Mode— H-REAP는 지사 및 원격 사무실 구축을 위한 무선 솔루션입니다.H-REAP을
사용하면 각 사무실에 컨트롤러를 구축할 필요 없이 WAN 링크를 통해 기업 지사나 원격 사무
실의 AP(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H-REAP은 클라이언트 데이터 트래픽
을 로컬로 전환하고 컨트롤러와의 연결이 끊길 때 클라이언트 인증을 로컬로 수행할 수 있습니
다.컨트롤러에 연결되면 H-REAP는 트래픽을 컨트롤러에 다시 터널링할 수도 있습니다.

●

모니터 모드 - 모니터 모드는 지정된 LWAPP 지원 AP가 클라이언트와 인프라 간의 데이터 트
래픽 처리에서 자신을 제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대신 LBS(Location Based
Services),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 탐지, IDS(Intrusion Detection)를 위한 전용 센서 역할을 합니
다. AP가 모니터 모드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할 수 없으며 구성된 모든 채널을 약
60ms 동안 계속 순환합니다.참고: 컨트롤러 릴리스 5.0에서 LWAPP는 LOM(Location
Optimized Monitor Mode)에서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RFID 태그의 모니터링 및 위치 계산을
최적화합니다.이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Software

●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d9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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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5.0을 참조하십시오.참고: 컨트롤러 릴리스 5.2에서는 LOM(Location Optimized
Monitor Mode) 섹션이 Tracking Optimization(추적 최적화)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LOM
Enabled(LOM 활성화) 드롭다운 상자가 Enable Tracking Optimization(추적 최적화 활성화)으
로 변경되었습니다.참고: 추적 최적화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에서
RFID 추적 최적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비인가 탐지기 모드 - 비인가 탐지기 모드에서 작동하는 LAP는 비인가 AP를 모니터링합니다
.비인가 AP를 전송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비인가 AP를 네트워크의 모든 VLAN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트렁크 포트에 연결) 비인가 탐지기는 네트워크의 모든 VLAN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는 모든 비인가 AP/클라이언트 MAC 주소 목록을 비인가 탐지기(RD)로 전송합
니다. 그런 다음 RD는 WLC AP가 공기를 통해 들은 클라이언트의 MAC과 비교하기 위해 이를
WLC로 전달합니다.MAC이 일치하면 WLC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비인가 AP가 유선 네
트워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스니퍼 모드 - 스니퍼 모드에서 작동하는 LWAPP는 스니퍼 역할을 하며 특정 채널의 모든 패킷
을 캡처하여 Airopeek을 실행하는 원격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이러한 패킷에는 타임스탬프,
신호 강도, 패킷 크기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Sniffer 기능은 데이터 패킷 디코딩을 지원
하는 서드파티 네트워크 분석기 소프트웨어인 Airopeek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

브리지 모드 - 액세스 포인트가 메시 환경에서 설정되고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될 때 브리지 모
드가 사용됩니다.

●

Q. 경량 액세스 포인트에서 모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경량 액세스 포인트의 모드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 GUI에서 Wireless(무선) > Access Points(액세스 포인트) > All APs(모든 AP)를 선택하
고 등록된 AP 목록에서 모드를 변경해야 하는 AP를 선택합니다.

1.

All APs > Details for A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이 페이지의 General(일반) 탭의 드롭다운 메뉴
에서 다음과 같이 AP Mode(AP 모드)를 선택합니다
.

2.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wireless/ps5678/ps6521/product_bulletin_cisco_unified_wireless_network_software_release_5.0_ps6915_Products_Bulletin.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2/configuration/guide/c52lwap.html#wp1288092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2/configuration/guide/c52lwap.html#wp1288092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5.2/configuration/guide/c52lwap.html#wp1288092


Q. 특정 컨트롤러에 대한 사전 지정된 LAP-1131AG 액세스 포인트를 새로 설치했습
니다.내 컨트롤러 버전은 4.0.155.5입니다. 해당 컨트롤러 버전이 지정된
WLC(Wireless LAN Controller)로 부팅하면 결국 녹색으로 바뀝니다.설명서에 따라
상태 LED의 녹색 표시등이 켜지면 WLC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러나
WLC의 액세스 포인트 목록에서 이 액세스 포인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왜 그럴까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가 연결되었습니까?

A. 액세스 포인트가 레이어 3에서 WLC에 대해 지정된 상태이지만 시작 중에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으면 WLC의 상태 LED가 연한 녹색으로 바뀌고 DHCP에서 IP 주소를 가져올 때까지 검색 및 재
부팅 시퀀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상태 LED 선반가공 녹색은 LWAPP가 컨트롤러에 등록되어 있음을 나
타내지 않습니다.액세스 포인트가 DHCP 주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면 WLC를 검색하고 찾을 수 없
으면 재부팅 프로세스를 거쳐 예상대로 진행합니다.이와 관련된 버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버그 ID CSCsf10580(등록된 고객만)을 참조하십시오.

Q. LAP의 LED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A. 1130AG 경량형 AP의 LED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짧은 비디오 링크입니다.

LAP LED 해석 - LAP1130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f10580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supportforums.cisco.com/videos/1056


Q. 경량형 메시 액세스 포인트(MAP) 모드로 RAP(Roof-top Access Point)와
PAP(Pole-top Access Point)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이러한 모드는 실외 MAP이 메시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Solution의 일부인 메시 네트워킹 솔루션을 사용하면 둘 이상의 Cisco Aironet
Lightweight MAP이 하나 이상의 무선 홉을 통해 서로 통신하여 여러 LAN에 연결하거나 802.11b 무
선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는 메시 네트워크의 일부로 사용되며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RAP1.
PAP2.

RAP—RAP 모드에서 작동하는 Cisco MAP은 브리징 또는 메시 네트워크에 대한 상위 노드이며 브
리지 또는 메시 네트워크를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따라서 브리징 또는 메시 네트워크 세그먼
트에는 하나의 RAP만 있을 수 있습니다.메시 네트워크에서 Cisco MAP은 구축된 모든 Cisco
WLAN 컨트롤러(WLC)를 통해 구성, 모니터링 및 작동합니다.WLC에 유선 연결이 있는 MAP은
RAP의 역할을 수행합니다.이 RAP는 백홀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인접 PAP와 통신합니다.

PAP—PAP 모드에서 작동하는 Cisco MAP에는 Cisco WLC에 대한 유선 연결이 없습니다.다른
PAP 또는 RAP와 통신하거나 주변 장치 또는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무선 및 지원 클라이언트입니다.이더넷 포트는 보안상의 이유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PAP에 대해 활성화해야 합니다.

MAP에서 RAP 및 PAP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Mesh Networking
Solution Deployment Guide의 Zero Touch Configuration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1000 Series LAP(Lightweight Access Point) 안테나의 방사선 패턴을 어떻게 해석
합니까?

A. 방위성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장치/안테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표시합니다(무
지향의 다이어그램 중앙에 세로, 위쪽, 위쪽).가로로, 중앙에, 다이어그램에서 "0"을 향해 앞으로 방
향) A측은 앞으로 방향 방위성의 0, 상승의 90 마크로 가장 많이 표현됩니다.B측은 방위성의 180점,
상승의 270점을 나타냅니다.단위가 반전된 경우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패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시 서피스는 반사/흡수를 유발하고 패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반사 주변 금속 개체(약
2파장 이하)도 패턴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Aironet 안테나 참조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1000 Series 안테나는 문서의 마지막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Q. 컨트롤러에 조인하는 AP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AAA 또는 인증서에 대해 AP를
인증할 수 있는 SECURITY/AAA/AP Policie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권한 부여 목록에
AP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컨트롤러에 조인할 AP의 권한 부여 목록만 제한
됩니까?

A. 아니요, 컨트롤러는 먼저 AP를 처리하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기본, 보조 및 3차 필드를 사
용하여 AP 연결의 기본 설정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LWAPP를 사용하면 AP가 개별 AP를 기준으로 SSID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고유
한 SSID를 사용하는 영역에 특정 AP와 다른 SSID를 사용하는 나머지 모든 AP를 가
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A. WLAN 재정의 옵션을 사용하면 AP에서 제공하는 SSI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컨트롤러는 각각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mesh/4.0/deployment/guide/mesh.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mesh/4.0/deployment/guide/mesh.html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wireless/ps7183/ps469/product_data_sheet09186a008008883b.html


최대 16개의 SSID만 지원하므로 지원되는 16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AP별로
수행됩니다.

Q. LAP에서 일부 LWAPP 명령을 활성화하면 명령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오류가 발생
합니다.왜 그럴까?
AccessPoint#clear lwapp ap controller ip address

ERROR!!! Command is disabled.

A. AP가 컨트롤러에 조인되면 LWAPP 명령이 비활성화됩니다.LWAPP 명령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컨트롤러 CLI에서 config ap username <name> password <pwd> <cisco-ap>/all 명령을 사용하여
AP의 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AP CLI에서 clear lwapp private-config를
수행하여 AP LWAPP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수동으로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WLC 버전 5.0 이상을 실행 중인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여 AP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config ap mgmtuser add username AP_username password AP_password secret secret {all | Cisco_AP}

Q. 두 AP가 동일한 채널에 있고 서로 볼 수 있는 경우, 3개가 아닌 4개 채널 사용에 대
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로밍 처리량 등의 경우)?이러한 상황에서 AP는 어떻게 대
응하고 고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A. AP가 동일한 채널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로밍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
다.클라이언트가 하나의 AP의 커버리지 영역에서 다음 AP로의 원활한 전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셀 오버랩이 중요한 문제입니다.3채널 설계에서 4채널 설계로 전환하는 목적은 '추가' 채널로
인해 설계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축 유연성을 약간 추가하지만(다른 채
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 채널 간섭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시안적입니다.4채널 접근 방
식을 통해 설계 유연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공동 채널 간섭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
다.결론:4채널 설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Q. 클라이언트가 로밍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까?개별 AP 기반 및 모든 클라이언트
어댑터에 대한 신호 강도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가 로밍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A. 오늘날 로밍은 항상 클라이언트의 기능이며, 로밍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선택은 다양한 클라이언
트에서 다르게 구현됩니다.Directed Roaming은 CCX의 일부이지만, 선택 사항이며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Q. 원격 사이트의 REAP/HREAP AP와 기본 사이트의 WLC 간에 구현되는 WAN 링
크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또는 권장 사항이 있습니까?

A. 다음은 WAN 링크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WAN 링크의 대역폭이 128kbps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00ms 이상의 지연이 클라이언트에 인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중앙 인증이 구현된
경우 WAN 링크의 두 사이트 간 지연 또는 왕복 지연 시간이 300ms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Q. LAP가 WLC와의 통신을 끊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종료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다시 가동된 후 LDAP는 고정 IP 주소로 구성된 경우에도 DHCP 서버에
서 IP 주소를 받았습니다."show ap config general <ap-name>"에서 "Fallback IP Address" .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A. LAP는 LWAPP 검색 메시지와 최대 20회 WLC와 연결을 시도합니다.연결할 수 없는 경우
DHCP를 통해 새 IP 주소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LAP에서 DHCP 서버에서 하나의 IP 주소를 가져
올 수 있는 경우 이 IP 주소는 활성 주소이며 정적으로 할당된 IP 주소가 폴백에 사용됩니다.그 이유
는 LAP가 다른 VLAN으로 이동할 경우(예: 다른 건물로) IP 주소를 검색하고 WLC에 조인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이 동작은 버그 CSCse6671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WLC를 소프트웨어 버전
4.0.206.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Q. 메시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지 그룹 이름을 구성해야 합니까?

A. BGN(브리지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메쉬의 AP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AP에는 Null 값 BGN이 제공되어 연결이 허용되지만 BGN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CLI 또는 GUI를 통해 이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fig ap bridgegroupname set Bridge Group Name Cisco AP

참고:  BGN은 최대 10자까지 가능합니다.컨트롤러 GUI 메시 액세스 포인트 컨피그레이션 페이지
의 BGN 필드에 10자 이상을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config ap bridgegroupname set
groupname groupname Cisco_MAP CLI 명령 또는 WCS(CSCsk64812)를 통해 이 매개변수를 구성
할 때도 오류가 나타납니다.

라이브 네트워크에서 BGN을 구성할 때 가장 먼 MAP에서 구성하고 RAP로 돌아가는 방법을 확인
합니다.이는 업데이트된 BGN이 있을 수 있는 상위 항목과 연결할 수 없는 하위 MAP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서로 다른 BG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논리적으로 그
룹화합니다.이는 동일한 RF 영역 내에 RAP가 있고 메쉬의 세그먼트를 분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
니다.

라이브 네트워크에 새 AP를 추가하려면 새 AP에서 BGN을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새로운 즉시 사용
가능한 AP를 사용하여 메시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AP에 BGN이 NULL 값으로 사전 설정
됩니다.AP가 이 기본값 BGN을 사용하여 새 네트워크에 조인합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AP의
BG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ap config general Cisco AP

Q. BGN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AP가 네트워크 설계에 따라 의도한 이름이 아닌 브리지그룹 이름으로 잘못 프로비저닝된 경우
이 AP는 올바른 섹터나 트리를 찾아 접근할 수 있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호환 가능 부문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이러한 고립된 AP를 복구하기 위해 기본 브리지그룹 이름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기본적으로 구성된 브리지그룹 이름으로 다른 AP에 연결할 수 없는 AP는 기본 브
리지그룹 이름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스트랜드 상태 및 복구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브리지 그룹 이름에 관계없이 모든 인접 노드를 수동으로 스캔하고 찾습니다.1.
AP는 AWPP(Adaptive Wireless Path Protocol)를 사용하여 자신의 브리지그룹 이름으로 수신
되는 인접 디바이스에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2.



2단계가 실패하면 AWPP를 사용하여 기본 브리지그룹 이름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3.
단계 3의 실패한 각 시도에 대해 인접 디바이스를 제외-나열하고 다음 가장 적합한 인접 디바
이스를 연결합니다.

4.

4단계에서 AP가 모든 네이버와 연결하지 못하면 AP를 재부팅합니다.5.
기본 브리지그룹 이름으로 30분 동안 연결된 경우 모든 채널을 다시 검사하고 올바른 브리지
그룹 이름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6.

참고: AP가 기본 브리지그룹 이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상위 노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고립된
AP를 인식할 수 있도록 WLAN 컨트롤러의 기본 자식/노드/인접 디바이스 항목으로 AP를 보고합니
다.이러한 AP는 클라이언트나 기타 메시 노드를 자식으로 수락하거나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Q. LAP 1030을 다른 브리지 모델에 연결할 수 있습니까?또한 LAP 1020에서 브리징
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A. LAP 1020 모델은 브리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LAP 1030은 현재 BR1310, BR1400 또는 LAP
1500은 지원하지 않고 다른 LAP 1030에 대한 브리징(한 홉을) 지원합니다.

Q. LAP AP 간에 무선 브리징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비유선 LAP의 라디오 하나를 사
용하여 유선 루트 브리지 LAP(WLC에 연결된 LAP)에 다시 브리징을 수행하고 싶습
니다. 가능한가요?

A. 아니요. LAP AP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메시 AP는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에서 기본적인 포인트 투 포인트 브리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른 브리징은
WGB(Workgroup Bridge) 모드의 IOS AP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이러한 IOS AP는 LAP AP에 대한
클라이언트(뒤에 유선 디바이스가 있는)의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무선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IOS
AP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Q. LAP 1131이 있고 이 액세스 포인트가 무선 LAN 컨트롤러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
습니다.전원 주입기 없이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면 무선 장치가 켜지지만(LED 상태
는 녹색) AP를 전원 주입기에 연결하면 무선 장치가 꺼집니다(LED 상태는 주황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이 문제는 POE(Power over Ethernet) 매개변수가 잘못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무선을 클릭하여 이러한 매개변수에 액세스합니다.1.
원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Detail 링크를 클릭합니다.새 매개변수는 POE 설정 아래의 All
APs(모든 AP) > Details(세부사항)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2.

POE 설정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의 APs(AP) > Details(세부사항) 페이지에서 Power Injector
State(전력 주입기 상태)를 클릭하고 Installed(설치됨)를 선택합니다.

3.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Power Injector State(전력 주입기 상태)를 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연결된 스위치가 IPM을 지원하지 않고 전원 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매개변수가 필
요합니다.연결된 스위치가 IPM을 지원하는 경우 이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Q. 자동 AP에서 PSPF(Public Secure Packet Forwarding)는 이 AP와 연결된 클라이
언트 디바이스가 무선 네트워크의 다른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실수로 파일을 공유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경량형 AP에 이와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까?



   

A. 경량 아키텍처에서 PSPF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또는 모드를 P2P 차단 모드라고 합니
다.P2P 차단 모드는 LAP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이 모드가 비활성화된 경우(기본 설정), 무선 클라이언트가 컨트롤러를 통해 서로 통
신할 수 있습니다.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컨트롤러를 통해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차단합니다.

동일한 컨트롤러에 조인된 AP에서만 작동합니다.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에서
도 다른 컨트롤러에서 종료되는 무선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는 기능이 한 컨트롤러에서 종료되는 무
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Q. LAP AP는 IOS AP와 같은 SNMP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 LAP AP는 스스로 SNMP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SNMP 메시지를 처리하려면 LAP가 등록
된 WLC에서 SNMP 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합니다.모든 AP 정보는 WLC에서 관리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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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 FAQ●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3.2●

무선 LAN 컨트롤러 및 경량 액세스 포인트 기본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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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Point#clear lwapp ap controller ip address 
ERROR!!! Command is disabled.


	Q. 두 AP가 동일한 채널에 있고 서로 볼 수 있는 경우, 3개가 아닌 4개 채널 사용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로밍 처리량 등의 경우)?이러한 상황에서 AP는 어떻게 대응하고 고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Q. 클라이언트가 로밍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까?개별 AP 기반 및 모든 클라이언트 어댑터에 대한 신호 강도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가 로밍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Q. 원격 사이트의 REAP/HREAP AP와 기본 사이트의 WLC 간에 구현되는 WAN 링크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또는 권장 사항이 있습니까?
	Q. LAP가 WLC와의 통신을 끊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종료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다시 가동된 후 LDAP는 고정 IP 주소로 구성된 경우에도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받았습니다."show ap config general <ap-name>"에서 "Fallback IP Address"로 표시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Q. 메시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지 그룹 이름을 구성해야 합니까?
	Q. BGN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Q. LAP 1030을 다른 브리지 모델에 연결할 수 있습니까?또한 LAP 1020에서 브리징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Q. LAP AP 간에 무선 브리징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비유선 LAP의 라디오 하나를 사용하여 유선 루트 브리지 LAP(WLC에 연결된 LAP)에 다시 브리징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Q. LAP 1131이 있고 이 액세스 포인트가 무선 LAN 컨트롤러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전원 주입기 없이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면 무선 장치가 켜지지만(LED 상태는 녹색) AP를 전원 주입기에 연결하면 무선 장치가 꺼집니다(LED 상태는 주황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Q. 자동 AP에서 PSPF(Public Secure Packet Forwarding)는 이 AP와 연결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무선 네트워크의 다른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실수로 파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경량형 AP에 이와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까?
	Q. LAP AP는 IOS AP와 같은 SNMP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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