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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P1810W의 로컬 외부 유선 LAN 포트에서 VLAN-이더넷 포트 매핑을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하고 AP(Access Point)에서 로컬로 트래픽을 브리징하는 샘플 컨피그레이션과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중앙 스위칭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트렁크 사용 시 AP 및 WLC를 지원하기 위한 트렁킹 및 스위치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

●

Unified 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동적 인터페이스 및 RLAN(Remote LAN Feature)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자세한 제품 정보는 Cisco AP1810W 데이터시트를 참조하고 다른 구축 주제 정보는 Cisco
1810W 구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코드 버전 8.2.130.0*을 지원하는 Cisco Unified Wireless LAN Controller●

Cisco AP1810W Wireless Access Point●

*AP1810W를 사용할 때 TAC 권장 AireOS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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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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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technotes/8-3/b_AIR_AP_1810W_Wall_Plate_Deployment_Guid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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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wireless-lan-controller-software/200046-tac-recommended-aireos.html


배경 정보

Cisco AP1810W 듀얼 밴드 액세스 포인트는 차세대 AP이며 AP702W를 성공합니다.802.11n/ac 무
선 기능과 외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소형 폼 팩터에 결합함으로써 기숙사, 호텔 객실 또는 어디
서나 무선 및 로컬 유선 연결 옵션을 통해 무선 및 유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810W는 3개
의 LAN 포트를 제공하며, 그중 하나는 PoE(Power-over-Ethernet) 기능도 제공합니다.

구성

참고:
- AP1810W에서 LAN 포트 매핑을 구현하는 절차는 AP702w와 다릅니다.  이 절차는
AP1810W에만 유효하며 AP702w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AP1810W의 LAN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로컬 브리징은 로컬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AP181W가 로컬 모드로 구성된 경우 RLAN-to-Egress 인터페이스 매핑을 기반으로 WLC에
서 LAN 포트 데이터가 중앙 집중식으로 전환됩니다.AP가 FlexConnect 모드이고 RLAN이 로
컬 스위칭으로 구성된 경우 AP에서 LAN 포트 데이터의 로컬 브리징이 지원됩니다.Cisco 버
그 ID CSCva56348- AP1810W 지원 로컬 스위칭 로컬 모드.

1810W의 Port-to-VLAN 매핑 컨피그레이션에는 먼저 WLC에서 RLAN을 구성해야 합니다.WLC의
RLAN 항목은 AP의 이더넷 포트에 적용될 논리적 정의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각 LAN 포트는
동일하거나 고유한 RLAN에 개별적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AP1810W의 LAN 포트에 연결된 디바
이스의 트래픽은 AP 이더넷 포트에서 로컬로 브리지되거나 WLC에서 중앙 스위치로 전환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RLAN 컨피그레이션에서 이 제어가 처리됩니다.로컬 모드 AP1810Ws의 모든 LAN
포트 트래픽은 WLC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전환됩니다.

미리 알림으로써, AP 스위치 포트의 트렁크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르고 적절한 VLAN이 정의되고 허
용되는지 확인합니다.또한 Flexconnect AP에 대한 FlexConnect VLAN 지원 및 VLAN 매핑 정보가
컨피그레이션 전에 올바른지 확인합니다.VLAN이 지원하고 AP의 네이티브 VLAN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르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잘못 처리할 수 있습니다.

RLAN을 AP LAN 포트에 매핑

RLAN을 AP LAN 포트에 매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에 RLAN 항목을 생성합니다.1.
RLAN의 클라이언트 트래픽이 WLC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AP의 이더넷 포트
에서 로컬로 브리지될지 선택합니다.

2.

RLAN을 매핑할 지정된 LAN 포트의 트래픽이 AP에서 로컬로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 RLAN에
서 FlexConnect 로컬 스위칭을 활성화하고 VLAN ID를 입력합니다.

3.

AP 그룹을 생성합니다.4.
AP 그룹에 1810W를 추가합니다.5.
AP 그룹에 매핑되는 RLAN을 추가합니다.6.
AP 그룹에서 RLAN-to-LAN 포트 매핑을 구성합니다.7.

참고:RLAN에서 FlexConnect Local Switching이 활성화되었지만 AP가 Local Mode(로컬 모드
)인 경우 LAN 포트 데이터는 WLC에서 RLAN이 매핑된 동적 인터페이스로 중앙 전환합니다.

AP 이더넷 포트에서 LAN 포트 데이터의 로컬 스위칭을 위한 WLC 예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a56348/?reffering_site=dumpcr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에 RLAN을 생성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

참고:MAC 필터링은 새 RLAN이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
성화하십시오.

1.

생성된 후 RLAN을 클릭합니다.RLAN을 활성화하고 Advanced 탭을 클릭합니다.2.

FlexConnect 로컬 스위칭 확인란을 선택합니다.VLAN Id 필드에 이 RLAN이 AP에서 LAN 포
트 데이터를 로컬로 매핑할 VLAN ID를 입력합니다.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Apply를 클릭합니
다.

참고:RLAN에서 FlexConnect Local Switching이 활성화되었지만 AP가 Local Mode(로컬 모드
)인 경우 LAN 포트 데이터는 WLC에서 RLAN이 매핑된 동적 인터페이스로 중앙 전환합니다
.참고:RLAN에서 로컬 스위칭이 활성화된 경우 LAN 포트 데이터는 항상 고급 탭에 제공된
VLAN ID에 매핑됩니다.  AP 또는 Flexconnect 그룹 레벨에서 AP-Specific Flexconnect VLAN
지원 매핑이 구성된 경우 RLAN에 구성된 VLAN ID가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나 RLAN에서

3.



AAA Override가 활성화되고 RADIUS가 특정 VLAN 매핑을 전송하는 경우 해당 값이 RLAN의
VLAN ID 값보다 우선합니다.
AP 그룹을 생성하고 WLANs 탭 아래의 그룹에 RLAN을 추가합니다.적절한 RLAN이 추가되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RLAN-Port 매핑의 AP 레벨 컨피그레이션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GUI에는
AP 레벨에서 포트를 활성화/비활성화하는 섹션이 있습니다.변경 사항은 그룹 레벨을 재정의
하며, 기본값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4.

AP 그룹의 Ports/Module 탭을 클릭합니다.5.

원하는 LAN 포트를 RLAN에 매핑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6.



참고:
- LAN 포트 1의 경우 PoE가 지원되며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PoE(예: i
Phone)가 필요한 모든 디바이스의 경우 LAN1을 사용하고 AP 그룹에서 PoE를 활성화합니다.
- Cisco 버그 ID CSCva90690 - 1810W LAN 포트는 로컬 스위칭에서 인증되지 않은 디바이스
트래픽을 허용합니다(8.2.130.0 이상에서 고정).

다음을 확인합니다.

로컬 스위칭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mac address-table dynamic 명령을 입력하여 AP 스위
치의 MAC 주소 테이블을 확인하고 연결된 클라이언트 MAC 주소가 올바른 포트와 VLAN에서 학습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LAN에서 로컬 스위칭이 활성화될 때 LAN 포트 클라이언트 데이터 트래픽이 중앙에서 전환되는
경우 AP에서 FlexConnect VLAN 지원 및 VLAN 매핑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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