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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1562 AP와 AireOS Wireless LAN Controller를 사용하여 두 사이트 간에 메시 포인트
간 링크를 설정하고 이더넷 브리징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즉, 사이트 간에 VLAN을 트렁킹
할 수 있습니다.

약어

WLC - 무선 LAN 컨트롤러

RAP - 루트 액세스 포인트

MAP - 메시 액세스 포인트

SVI - 스위치 가상 인터페이스

STP -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로컬 모드의 1562 AP에 WLC에 이미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STP와 VLAN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Cisco IOS 스위치에서 VLAN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방
법을 알아야 합니다.

권장 읽기

구성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설명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Wireless Controll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8.5, 메시 액세스 포인트 섹션

Cisco Wireless Mesh Access Point, 설계 및 구축 설명서, 릴리스 8.5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8-5/config-guide/b_cg85/connecting-mesh-aps.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technology/mesh/8-5/b_mesh_85.html


사용된 구성 요소

AireOS 8.5.140.0을 실행하는 3504 WLC 

1562개 AP 2개

2x Cisco IOS 스위치

참고:메시 모드의 1562는 8.4 AireOS WLC 소프트웨어부터 지원됩니다.8.4 릴리스 열차가 지
연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1562에서 메시 기능을 지원하는 최소 릴리스는 8.5입니다.
8.3의 릴리스 노트 "Cisco Aironet 1560에서 지원되지 않는 주요 기능"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8.5.140.0은 단종 컨트롤러(5508 및 2504)와 현재 단종되지 않은 다른 AireOS 컨트롤러(예:
3504, 5520, 8510, 8540)에서 지원되며 이 문서의 끝에 언급된 버그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가
이드에 대해 선택되었습니다.

Cisco 5508 Wireless Controller의 판매 중단 및 단종 발표:

Cisco 2504 Wireless Controller의 판매 중단 및 단종 발표:

구축 시나리오

메시 링크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는 두 개의 개별 사이트(건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A와 사이트 B에 특정 VLAN이 있으며(이 가이드의 경우 사용된 VLAN 7,8,9,10이 있음), 메
시 링크를 통해 패킷이 이동하는 동안 태깅해야 합니다. 즉, 메시 링크가 두 사이트 간의 트렁크 포
트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5500-series-wireless-controllers/eos-eol-notice-c51-740221.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2504-wireless-controller/eos-eol-notice-c51-740645.html


사이트(사이트 A)의 한 쪽에는 WLC와 루트 AP(RAP)가 있고 다른 (사이트 B)에는 메시 AP(MAP)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트를 상호 연결하는 다른 물리적 링크가 없습니다.

이는 사이트 간의 메시 링크만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2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사이트(사이트 A 및 사이트 B)를 연결하는 유선 링크가 이미 있으며 유선
링크가 끊길 경우에 대비하여 메시 링크를 백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참고:기본적으로 메시 AP는 메시 링크를 통해 BPDU를 전달하지 않습니다.이는 명령 config
mesh ethernet-bridging allow-bpdu enable을 사용하여 WLC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작업
을 수행하지 않으면 시나리오 #2을 구축하는 경우 네트워크에서 STP 루프를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의 경우!BPDU 전달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유선 측면 구성

MAP AP에 대한 Site_B_switch의 포트 컨피그레이션:

Site_B_switch#show run int f1/0/2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223 bytes

!

interface FastEthernet1/0/2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460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7-10,1460

switchport mode trunk

ip access-group BLOCK_CAPWAP in

spanning-tree cost 4000

end

AP가 RAP에 연결되어야 하므로 ACL은 MAP AP에 대한 유선 상의 CAPWAP 트래픽을 차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참고:CAPWAP 트래픽이 차단되지 않으면 AP가 유선 연결의 WLC에 연결되며 메시 링크가
없습니다.

Extended IP access list BLOCK_CAPWAP

    10 deny udp any any eq 5246

    20 deny udp any any eq 5247

    30 permit ip any any

Site_A_switch에서 RAP AP로 포트 컨피그레이션:

Site_A_switch#show run int g0/2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225 bytes

!

interface GigabitEthernet0/2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7-10,1460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460

switchport mode trunk

spanning-tree cost 4000

end



AP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두 스위치 모두에서)의 STP 비용을 증가시켜 이 링크가 백업으로만 사
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Site_B_switch(config)#int f1/0/2

Site_B_switch(config-if)#spanning-tree cost 4000

Site_A_switch(config)#int g0/2

Site_A_switch(config-if)#spanning-tree cost 4000

참고: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BPDU를 무선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WLC_3504) >config mesh ethernet-bridging allow-bdpu enable

BPDU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포트가 ALT/BLK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브로드캐스트의 경우 루프
가 생성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Site_B_switch#show spanning-tree vlan 7

VLAN0007

  Spanning tree enabled protocol ieee

  Root ID    Priority    32775

             Address     0045.1dbe.4280

             Cost        19

             Port        1 (FastEthernet1/0/1)

             Hello Time   2 sec  Max Age 20 sec  Forward Delay 15 sec

  Bridge ID  Priority    32775  (priority 32768 sys-id-ext 7)

             Address     6c99.89f7.8a80

             Hello Time   2 sec  Max Age 20 sec  Forward Delay 15 sec

             Aging Time  300 sec

Interface           Role Sts Cost      Prio.Nbr Type ------------------- ---- --- --------- ----

---- -------------------------------- Fa1/0/1             Root FWD 19        128.1    P2p

Fa1/0/2             Altn BLK 4000      128.2    P2p

여기서 Fa1/0/2은 1562 MAP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입니다.

Site_A_switch(VLAN 7의 STP 루트)에는 두 포트가 모두 지정됨(이 VLAN의 루트임):

Site_A_switch#show spanning-tree vlan 7

VLAN0007

  Spanning tree enabled protocol rstp



  Root ID    Priority    32775

             Address     0045.1dbe.4280

             This bridge is the root              Hello Time   2 sec  Max Age 20 sec  Forward

Delay 15 sec   Bridge ID  Priority    32775  (priority 32768 sys-id-ext 7)    

         Address     0045.1dbe.4280              Hello Time   2 sec  Max Age 20 sec  Forward

Delay 15 sec              Aging Time  300 sec Interface           Role Sts Cost      Prio.Nbr

Type ------------------- ---- --- --------- -------- --------------------------------

Gi0/1               Desg FWD 19        128.1    P2p Peer(STP) Gi0/2               Desg FWD

4000     128.2    P2p Peer(STP)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한 후 연결을 테스트하기 위해 두 스위치에 SVI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AP의 네이티브 VLAN은 1460이고 VLAN은 7~10입니다.

Site_B_switch#show ip int br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unassigned      YES manual up                    up

Vlan7                  10.0.7.1       YES manual up                    up

Vlan8                  10.0.8.1       YES manual up                    up

Vlan9                  10.0.9.1       YES manual up                    up

Vlan10                 10.0.10.1      YES manual up                    up

Site_A_switch#show ip int br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unassigned      YES NVRAM  up                    up

Vlan7                  10.0.7.2       YES NVRAM  up                    up

Vlan8                  10.0.8.2       YES NVRAM  up                    up

Vlan9                  10.0.9.2       YES NVRAM  up                    up

Vlan10                 10.0.10.2      YES NVRAM  up                    up

참고:VLAN이 스위치에 있는지 확인

무선 측 구성

GUI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무선 > 메시:

- VLAN 투명 비활성화 



백홀 무선 및 고정 Tx 전원 레벨의 두 AP에서 고정 채널을 설정합니다.

GUI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Wireless(무선) > Access Points(액세스 포인트) > 802.11a/n/ac(또는
2.4GHz를 백홀로 사용하는 경우 802.11b/g/n) > Configure(구성):

Security(보안) > AAA > AP 정책에 AP MAC 주소를 추가합니다.

AP 모드를 브리지로 변환:

Wireless(무선) > Access Points(액세스 포인트) > All AP(모든 AP) > 1562 RAP(및 1562 MAP):



AP가 재부팅되고 Mesh(메시) 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1562 RAP 구성:

1562 RAP Gig0 구성:



1562 MAP 구성:

1562 MAP Gig 0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여기서는 어떤 VLAN이 허용될지 지정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없음).



다음을 확인합니다.

메시 링크가 RAP와 MAP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AP에서:

MAP1562#show mesh adjacency all

AdjInfo: Wired Backhaul: 0 [00:62:EC:4A:5A:A6]

Mesh Wired Adjacency Info

Flags: Parent(P), Child(C), Reachable(R), CapwapUp(W), BlackListed(B) Authenticated(A)

Address           Cost RawCost BlistCount Flags: P C R W B A

00:62:EC:4A:5A:A6 16   16      32           T/F: F F F F T T

------------------------------------------------------------------------------

AdjInfo: Radio Backhaul: 1 [00:62:EC:06:85:C1]

Mesh AWPP Radio adjacency info

Flags: Parent(P), Child(C), Neighbor(N), Reachable(R), CapwapUp(W),

       BlackListed(B), Authenticated(A), HTCapable(H), VHTCapable(V)

       OldParent(O)

Address           Cost RawCost LinkCost Snr BCount Ch  Width  Bgn Flags: P O C N R W B A H V

Reject reason

4C:77:6D:60:85:B1 244  306     290      52  0      100 20 MHz     (T/F): T F F T T T F T T T - -

----------------------------------------------------------------------------- MAP1562#

WLC에서:

(WLC_3504) >show mesh ap tree

========================================================================

AP Name [Hop Ctr,Link SNR,BG Name,Channel,Pref Parent,Chan Util,Clients]

========================================================================

[Sector 1]

----------



RAP1562[0,0,default,100,None,2%,0]   |-MAP1562[1,49,default,100,None,2%,0] ---------------------

------------------------------- Number of Mesh APs............................... 2 Number of

RAPs................................... 1 Number of MAPs................................... 1 --

--------------------------------------------------

메시 링크를 통해 BPDU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시나리오 #2는 필수 지점임).

(WLC_3504) >show mesh config

Mesh Range....................................... 12000

Mesh Statistics update period.................... 3 minutes

Backhaul with client access status............... disabled

Backhaul with extended client access status...... disabled

Background Scanning State........................ disabled

Subset Channel Sync State........................ disabled

Backhaul Amsdu State............................. enabled

Backhaul RRM..................................... disabled

Mesh Auto RF..................................... disabled

Mesh Security

   Security Mode................................. PSK

   PSK Provisioning.............................. enabled

   Default PSK................................... enabled

   Provisioned PSKs(Maximum 5)

   Index  Timestamp                     Description

   -----  --------------------------    -------------------------

   External-Auth................................. disabled

   Use MAC Filter in External AAA server......... disabled

   Force External Authentication................. disabled

   LSC Only MAP Authentication................... disabled

Mesh Alarm Criteria

   Max Hop Count................................. 4

   Recommended Max Children for MAP.............. 10

   Recommended Max Children for RAP.............. 20

   Low Link SNR.................................. 12

   High Link SNR................................. 60

   Max Association Number........................ 10

   Association Interval.......................... 60 minutes

   Parent Change Numbers......................... 3

   Parent Change Interval........................ 60 minutes

Mesh Multicast Mode.............................. In-Out

Mesh CAC Mode.................................... enabled

Mesh Full Sector DFS............................. enabled

Mesh Ethernet Bridging VLAN Transparent Mode..... disabled

Mesh DCA channels for serial backhaul APs........ disabled

Outdoor Ext. UNII B Domain channels(for BH)...... disabled

Mesh Advanced LSC................................ disabled

Advanced LSC AP Provisioning .................... disabled

  Open Window.................................... disabled

  Provision Controller........................... disabled

Mesh Slot Bias................................... enabled



Mesh Convergence Method.......................... standard

Mesh Channel Change Notification................. disabled

Mesh Ethernet Bridging STP BPDU Allowed.......... enabled

Mesh RAP downlink backhaul....................... 802.11Radio-A (Slot 1)

스위치 측(시나리오 #2의 경우 사이트 A와 사이트 B 간의 유선 링크를 종료해야 함)

Site_A_switch#show ip int br | in 10.

Vlan7                  10.0.7.2       YES manual up                    up      

Vlan8                  10.0.8.2       YES manual up                    up      

Vlan9                  10.0.9.2       YES manual up                    up 

Site_B_switch#show ip int br | in 10.

Vlan7                  10.0.7.1       YES manual up                    up      

Vlan8                  10.0.8.1       YES manual up                    up      

Vlan9                  10.0.9.1       YES manual up                    up      

Site_B_switch#ping 10.0.7.2 source vlan 7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0.7.2, timeout is 2 seconds:

Packet sent with a source address of 10.0.7.1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6/7 ms

Site_B_switch#ping 10.0.8.2 source vlan 8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0.8.2, timeout is 2 seconds:

Packet sent with a source address of 10.0.8.1 

.!!!!

Success rate is 80 percent (4/5), round-trip min/avg/max = 3/6/7 ms

Site_B_switch#ping 10.0.9.2 source vlan 9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0.9.2, timeout is 2 seconds:

Packet sent with a source address of 10.0.9.1 

.!!!!

Success rate is 80 percent (4/5), round-trip min/avg/max = 3/4/7 ms

문제 해결

다음 버그에 유의하십시오.

8.5.140.0 이전 릴리스에 영향을 미침:

CSCvi86834 - 메시 이더넷 브리징 - MAP에 연결된 유선 클라이언트가 태그가 지정된 VLAN을 통
해 트래픽을 전달하지 못함

CSCvj25768 - 브리지 모드 Cisco Wave 2 Mesh AP 브리징 문제

8.5.151.0 영향:

CSCvq83638 - COS AP(1562)는 8.5.151의 이더넷 브리징 모드에서 트래픽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모든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사이트 간 메시 링크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
는 경우 TAC 케이스를 여십시오.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i86834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j25768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q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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