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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Aironet Workgroup Bridge에 대해 묻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란 무엇입니까?

A. WGB(Workgroup Bridge)는 이더넷 지원 장치에 무선 인프라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 독립형
장치입니다.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무선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없는 장치는 이더넷 포트를
통해 WGB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WGB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루트 AP에 연결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유선 클라이언트는 무선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WGB는 10-Base-T 커넥터를
사용하는 표준 이더넷 포트를 통해 허브에 연결됩니다.

Q. 최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

A. Cisco Aironet 장비는 모든 구성 요소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로드된 경우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Cisco Wireless Software Center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절차는 업그레이드하는 펌웨어 버전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WGB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50 시리즈 WGB를 최신 펌웨어 버전 8.89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브리지 펌웨어 업그레
이드에 설명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다른 vxworks 펌웨어 버전에 대한 릴리스 정보에서 설명하
는 적절한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Q. 워크그룹 브리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A. 340 시리즈 WorkGroup Bridge에는 구성할 콘솔 커넥터가 없습니다.이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작업 그룹 브리지를 구성합니다.

PC에 IP Setup Utility(IPSU)를 설치한 다음 IPSU를 시작하고 워크그룹 브리지에서 IP 주소 및●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8875243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installation/guide/WGBappA.html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installation/guide/WGBappA.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ps458/prod_release_notes_list.html#anchor2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구성합니다.IPSU는 Cisco Downloads(등록된 고객만 해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그룹 브리지의 SSID는 쓰나미로 DHCP를 통해 무선 링크를 통해 IP 주소를 얻
으려고 시도합니다.WEP(Wired Equivalent Privacy)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IP 주소가 이
미 구성된 경우 텔넷 연결을 설정하거나 해당 IP 주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본 설정
은 펌웨어 버전 8.89를 실행하는 350 시리즈 WGB에 적용됩니다.

●

또한 작은 재설정 구멍에서 종이 클립을 사용하여 WGB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한 다음
DHCP가 실패할 경우 기본 주소 192.168.200.1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Q. 무선 클라이언트가 작업 그룹 브리지에 연결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워크그룹 브리지 자체가 무선 클라이언트입니다.무선 백본에 유선 클라이언트를 연결하
는 데 사용됩니다.

Q. WorkGroup Bridge에서 구성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할 명시적 방법 또는 명령이 없습니다.변경 사항은 매개변수를 설
정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이렇게 하면 전원 장애 또
는 의도적인 정전 시 컨피그레이션이 유지됩니다.대부분의 컨피그레이션 설정은 명령이 실행되자
마자 적용됩니다.즉시 적용되지 않는 정보는 명령 정보에 표시됩니다.

Q. Workgroup Bridges는 다른 IEEE 802.11b 디바이스와 작동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워크그룹 브리지는 다른 Cisco 장비에서만 작동합니다.Cisco AP 또는 Cisco Bridge에만
통신합니다.다른 Cisco Aironet 무선 네트워킹 디바이스, 다른 WGB 또는 다른 벤더가 생산하는 디
바이스와는 통신하지 않습니다.Cisco AP와 연동하기 위해 모든 실용적 전용 신호에 사용되는
Aironet Extensions를 사용합니다.Cisco만의 장치입니다.

Q. Workgroup Bridge는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작업 그룹 브리지(AP)●

Workgroup Bridge to Bridge(AP 모드)●

기지국(AP 모드) 간 워크그룹 브리지●

리피터가 루트 AP와 연결된 경우 리피터 모드에서 Workgroup Bridge to AP●

Q. Workgroup Bridge는 어떤 주파수에서 통신합니까?

A. 워크그룹 브리지는 2.4GHz 주파수 내에 있는 11개 채널 중 하나에서 송수신합니다.이 빈도는 공
개입니다.무선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Q. 워크그룹 브리지의 라디오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A. WEP(Wired Equivalent Privacy)를 사용하여 무선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패킷의 페이로드를 암호
화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8.8)을 사용하면 Workgroup Bridge를 LEAP(Light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클라이언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워크그룹 브리지는 ACS(Access Control Server)에 인
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구성 가이드의 구성 메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Platform.x?softwareType=IP%20Setup%20Utility%20(IPSU)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configuration/guide/WGB_Ch03.html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configuration/guide/WGB_Ch03.html


Q. WGB가 업스트림 AP와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AP 인증 유형은 무엇입니까?

A. 모든 AP IOS WGB는 LEAP, EAP-FAST 또는 EAP-TLS를 사용하여 업스트림 AP에 인증할 수 있
습니다.EAP-FAST는 EAP-FAST 내부 EAP 유형으로 PEAP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AP1130 및
AP1240에 PEAP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PEAP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AAA 서버가 PEAP만 지
원하고 EAP-FAST 또는 EAP-TLS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로컬 인
증자를 EAP-FAST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WEP(Wired Equivalent Privacy) 키란 무엇입니까?

A. WEP 키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정의 문자열 입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인 범위는 원하는 데이터 속도(대역폭), 안테나 유형 및 안테나 케이블 길이, 전송을 수신
하는 장치 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적의 설치에서 범위는 최대 300피트(90미터)까지
가능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의 이더넷 포트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A. 브리지의 이더넷 포트는 10baseT RJ-45 커넥터를 통해 10Mbps를 지원하며 반이중만 지원됩니
다.

Q. Workgroup Bridge의 라디오 주파수 링크에 대해 가능한 간섭 소스는 무엇입니까?

A. 간섭은 2.4GHz 무선 전화기, 잘못 차폐된 전자 레인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선 장비와 같은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찰 레이더, 전기 모터, 기계류의 금속 부품까지 작동시켜 방
해 요인이 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무선 주파수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Q: 작업 그룹 브리지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다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350 시리즈 WGB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다시 재설정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WGB에 텔네팅을 하는 경우 텔넷 명령과 WGB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VxWorks 주 메뉴에서 진단
옵션을 선택합니다.Diagnostics(진단)에서 Defaults(기본값)를 선택합니다.Defaults 옵션은 브리지
컨피그레이션을 기본 공장 설정으로 되돌립니다.브리지는 현재 저장된 컨피그레이션을 지우고
re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

선택한 부분만 재설정하려면 진단(Diagnostics) 메뉴의 재설정(Reset) 옵션을 선택합니다.세 가지
입력 옵션이 있습니다.

ident_save - IP 주소를 제외한 컨피그레이션의 모든 부분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radio_default—라디오 컨피그레이션만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filter_default—필터 정보만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작은 재설정 구멍에서 종이 클립을 사용하여 WGB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한 다음 DHCP가
실패할 경우 기본 주소 192.168.200.1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GUI를 사용하여 350 시리즈 WGB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웹 브라우저
를 열고 Address 필드에 WGB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WGB 기본 페이지에서 Allow config

http://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8cb.shtml


changes(컨피그레이션 변경 허용)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Diagnostics(진단)를 클릭합니다.

결과 페이지는 WGB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 및 해당 값 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항목 중에 WGB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Return to default configuration(기본 구
성으로 돌아가기)을 선택합니다.

ident_save:, radio_default:, filter_default 값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선택한 부분만 재설정하기 위해
"구성의 기본 부품" 항목에 해당합니다.

Q. WGB(Workgroup Bridge)는 어떤 보안 기능을 지원합니까?

A. WGB 디바이스의 최신 WGB 펌웨어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40비트 및 128비트 WEP(Wired Equivalent Privacy)●

키 해싱●

MIC(Message Integrity Check)●

802.1x 프로토콜 초안 10●

WGB로 작동하는 모든 AP(Access Point) IOS WGB(AP)는 LEAP(Lightweight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EAP-FAST(Secure Tunneling) 또는 EAP-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지원하여 업스트림 AP에 인증합니다.EAP-FAST는 EAP-FAST 내부 EAP 유형으로
PEAP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P1130 및 AP1240에 대해 PEAP(보호 EAP)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PEAP가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AAA 서버가 PEAP만 지원하고 EAP-FAST 또는 EAP-
TL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EAP-FAST와 함께 로컬 인증자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WPA(Wi-Fi Protected Access)도 지원합니다.

Q. Workgroup Bridge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몇 개입니까?

A. 워크그룹 브리지는 유선 이더넷 세그먼트에서 최대 8개의 MAC 주소를 지원합니다.그러나 1200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가 워크그룹 브리지로 작동하면 이더넷 측에서 최대 254개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WGB 모드에서 이 AP가 연결된 루트 브리지/AP에 연결된 다른 무선 클라이언
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AP가 WGB 모드에서 작동할 때 AP는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연결을 수행하므로 실제 브리지
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적거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Workgroup Bridge의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유선 게스트와의 연결을 제공하는 무선 백본이 있는 호텔●

무선 백본에 연결하는 내장형 이더넷 어댑터가 있는 프린터●

유선 전용 클라이언트로 무선 인프라 확장●

유무선 전용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하는 무선 지원 교실●

Q. 워크그룹 브리지를 실외형(빌딩 간) 시나리오에서 브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네.작업 그룹 브리지는 무선 클라이언트로 취급됩니다.다른 작업 그룹 브리지에 연결할 수 없습
니다.AP에 연결할 때 이상적인 상황(시선, 안테나 등)에서는 거리가 약 1마일로 제한됩니다.

Q. 어떤 자동 IOS AP가 WGB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A. AP1100, AP1130, AP200, AP1240 및 BR1310은 모두 WGB 작동 모드를 지원합니다.AP350 및
BR1400은 WGB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Q. LWAPP AP는 WGB를 지원합니까?

A. WGB 기능은 LWAPP AP가 아닌 자율 IOS AP에서만 구현됩니다.

Q: WGB(350 시리즈)의 기본 설정은 무엇입니까?

무선 네트워크 이름—쓰나미●

WEP 암호화 키—30313233334353637383930313233●

네트워크 유형 — 인프라●

데이터 속도 - 자동●

암호화 - 활성화됨●

인증 유형 - 열기●

암호화 - 128비트 암호화●

연결 - 혼합 셀 허용●

Q. AP 340을 WGB로 변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AP340에는 WG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Q. 340WGB를 브리지 또는 AP로 변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340WGB는 AP 또는 브리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340WGB는 VxWorks를 실행하고 새
로운 Cisco IOS 제품(예: br1310)은 WGB, 루트/비루트 브리지 및 AP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Q. WGB의 기본 IP 주소는 무엇입니까?

A. WGB를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하면 IP 주소가 192.168.200.1으로 할당됩니다.

Q. IPSU를 통해 WGB에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설치된 PC IPSU가 브리지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까?

A. 아니요. IPSU는 IP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므로 IPSU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브리지와 다른 서브넷
에 있을 때 브리지 IP 주소 및 SSI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Bridge Loop는 무엇을 의미합니까?브리지 루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입
니까?

A. 워크그룹 브리지가 유선 LAN에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LAN의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하는 경우 브
리지 루프라고 하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브리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 LAN에
서 Workgroup Bridge를 구성한 후 즉시 연결을 끊습니다.둘 이상의 작업 그룹 브리지가 동일한 원
격 허브에 연결된 경우에도 브리지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브리지 루프를 방지하려면 항상
하나의 작업 그룹 브리지만 원격 허브에 연결하십시오.

Q. Staleout 시간 설정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A. Workgroup Bridge 관리 시스템에는 Configuration(구성) > Ethernet(이더넷) 페이지에 유선 LAN
대기 시간 설정이 포함됩니다.장치가 비활성 상태일 때 Workgroup Bridge에서 연결 테이블에서 장
치를 추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을 제어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5초에서 1000초 사이의 값
을 입력합니다.5분은 300초입니다.10분은 600초입니다.

동일한 장치가 항상 작업 그룹 브리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시간을 제한 5를 입력합니다.Workgroup
Bridge에 연결된 장치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300(5분과 같음)을 입력하여 제한 시간 설정을 지정합
니다.작업 그룹 브리지에서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면 작업 그룹 브리지는 연결 테
이블에서 모든 장치를 제거하고 종료 시간 설정에 관계없이 다시 학습합니다.

Q. 350 시리즈 WGB의 안테나 옵션은 무엇입니까?

A. 이 브리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테나 구성으로 제공됩니다.캡처된 안테나 1개 또는 사용자가
하나 또는 2개의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는 리버스 TNC 안테나 커넥터 2개

Q. WGB350의 전원 사양은 무엇입니까?

A. WGB 350의 DC에 있는 전력은 +5볼트 및 1.25암페어.실제 정류는 600밀리암페어.최대 및 최소
범위는 5볼트이거나 4.8-5.2볼트 DC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350 시리즈 WGB는 인라인 전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직접 전력만 지원합니다.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전원을 켜면 WGB의 후면 패널에 있는 WGB350 전원 포트로 직접 종료됩니다.전원 어댑
터 모델은 100-120V~1.0A/50-60Hz이며 출력은 +5V~1.25A입니다.

Q.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워크그룹 브리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왜?

A. 워크그룹 브리지(WGB34x 또는 WGB352)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WGB 콘솔 메뉴
에 액세스하거나 액세스 포인트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된 유선 LAN의 스테이션에서 WGB를 ping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WGB 이더넷 포트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및 WGB와 연결된 액세
스 포인트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WGB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액세스 포인트와
WGB 간의 무선 트래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350WGB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변조 유형은 무엇입니까?

A. 350WGB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변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DBPSK @1MbpsDBPSK(Differential 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 기술은 1Mbps의 전송을
위해 IEEE 802.11 호환 무선 LAN에서 사용됩니다.

●

DQPSK @ 2MbpsDQPSK(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 기술은 IEEE
802.11 호환 무선 LAN에서 2Mbps 속도로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CCK @ 5.5 및 11MbpsCCK(Comparative Code Keying) 변조 기술은 5.5 및 11Mbps의 전송을
위해 IEEE 802.11 호환 무선 LAN에서 사용됩니다.

●

Q. 350 시리즈 WGB가 지원하는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A. 실내/실외 사용 및 사용된 데이터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내:

11Mbps에서 40m(130피트)●



107m(350피트) @ 1Mbps●

실외:

11Mbps에서 800피트(244m)●

1Mbps에서 610m(2,000피트)●

Q. WGB에서 지원되는 원격 구성 옵션은 무엇입니까?

A. 원격 위치에서 WGB를 구성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Telnet●

HTTP●

FTP●

TFTP●

SNMP●

Q. AP1200이 WGB로 작동합니다.WGB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AP에 안테나 2개를 설
치할 수 있습니까?

A. 액세스 포인트에 두 개의 라디오가 있는 경우 2.4GHz 라디오 또는 5GHz 무선 장치가 작업 그룹
브리지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하나의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워크그룹 브리지로 구성하면 다
른 라디오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Q. 신호 수신에 따라 상위 액세스 포인트 간에 동적으로 전환하도록 WGB 역할을 하
는 AP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작업 그룹 브리지를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구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p(config)#mobile station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작업 그룹 브리지가 낮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과도한 무
선 간섭 또는 높은 프레임 손실 백분율을 발견하면 새 상위 연결을 검색합니다.모바일 스테이션으
로 구성된 작업 그룹 브리지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현재 연결이 끊기기 전에 새 상위 연결을 검
색하고 새 상위 멤버에 로밍합니다.모바일 스테이션 설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기본 설정인 작업 그
룹 브리지는 현재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새 연결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밍용 워크그룹 브리지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 WGB를 구성할 수 있는 최대 액세스 포인트 수는 얼마입니
까?

A. 최대 4개의 상위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MAC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워크그룹 브리지가 먼
저 MAC 주소 1에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해당 액세스 포인트가 응답하지 않으면 Workgroup
Bridge는 상위 목록에서 다음 액세스 포인트를 시도합니다.그러나 한 번에 WGB는 하나의 AP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MAC 주소 목록은 WGB가 순차적으로 연결 요청을 보내고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AP의 최대 수만 나타냅니다.

Q. AP는 기본적으로 WGB를 어떻게 처리합니까?이 기본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3_7_JA/configuration/guide/s37hot.html#wp1041626


?

A. AP는 기본적으로 WGB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취급합니다.Workgroup Bridges를 인프라 디
바이스로 처리하도록 액세스 포인트 및 브리지를 구성하려면 infrastructure-client 명령을 라디오 인
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명령으로 사용합니다.Workgroup Bridge를 인프라 디바이스로 처리하면 액
세스 포인트가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패킷을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워크그룹 브
리지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Workgroup Bridge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처리하
기 위한 액세스 포인트 및 브리지를 구성하면 더 많은 Workgroup Bridges가 동일한 액세스 포인트
에 연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멀티캐스트 패킷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액세스 포인트에
서 멀티캐스트 패킷이 의도한 워크그룹 브리지에 도달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액세스 포인트의
커버리지 영역에 있는 워크그룹 브리지가 IP 연결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단일 AP에 연결할 수 있는 WGB는 몇 개입니까?

A. AP가 WGB를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처리하는 경우 최소 20WGB가 AP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워크그룹 브릿지 상단에 있는 LED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상위 패널 표시기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Q. 최종 장치를 워크그룹 브리지에 연결하려면 어떤 유형의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
야 합니까?

A. 케이블 유형은 연결하는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워크그룹 브리지의 이더넷 포트는
내부적으로 교차되지 않으므로 다른 최종 장치와 동일한 지침을 사용하십시오.straight-through 케
이블을 허브 또는 스위치로 연결하고 다른 엔드 장치에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PC --> [Crossover Cable] --> Workgroup Bridge

Hub --> [Straight-through Cable] --> Workgroup Bridge

Q. 작업 그룹 브리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작업 그룹 브리지의 연결 여부를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패널에서 시스템 LED를 확인합니다.녹색으로 고정된 경우 작업 그룹 브리지가 연결됩니
다.

1.

작업 그룹 브리지에 텔넷 연결을 설정합니다.메뉴에서 Main > Association > Display를 선택합
니다.

2.

AP(Access Point) 또는 브리지가 AP 모드에 있는 연결 테이블을 확인하여 Repeters(리피터)
아래에 워크그룹 브리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Q. WGB는 Fast Secure Roaming을 지원합니까?

A. 작업 그룹 브리지 장치는 빠른 보안 로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이는 Fast Secure Roaming을 사
용하려면 CCKM 지원이 필요하며, WGB 디바이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반면, WGB 모드에서 작동
하는 1300 Series Wireless Bridge는 Fast Secure Roaming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installation/guide/WGBch4.html#wp1007556


   

Q. WGB는 여러 VLAN을 지원합니까?

A. 아니요. Cisco WGB 디바이스는 여러 VLA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그러나 WGB 모드에서 작동하
는 1100 AP는 여러 VLAN을 지원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VLAN은 루트 AP와 WGB 측면 모두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WGB는 dot1Q 지원 스위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인프라 SSID는 루트와 WGB의 기본 VLAN에 매핑되어야 합니다.참고: WGB는 인프라 SSID에
연결됩니다.

●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WGB(WGB BVI 인터페이스)를 네이티브 VLAN으로 연결하고 dot1q 스위
치 뒤에 유선 클라이언트가 구성되어 다른(비네이티브) VLAN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워크그룹 브리지를 통해 VLAN 트렁킹이 지원됩니까?

A. 워크그룹 브리지의 역할은 무선 백본을 유선 클라이언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WGB를 사용하는
경우 유선 클라이언트가 여러 VLAN에 있을 수 없습니다.루트/비루트 브리징 구조는 무선을 통해 유
선 네트워크를 다른 사이트로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루트/비루트 브리지는 여러 VLAN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WGB는 인프라 모드에서 작동할 때 VLAN을 지원합니다.문제는 인프라 모드가 루트 AP(interface
command infrastructure-client)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LWAPP에서는 인프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WGB가 LWAPP AP에 연결된 경우 WGB에서는 VLAN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그룹 브
리지와 비슷한 솔루션이 있습니까?

A. WGB 모드에서 작동하는 Cisco Aironet 자동 액세스 포인트는 이제 Cisco Aironet Lightweight 액
세스 포인트(Cisco Aironet AP1000 Series 액세스 포인트 제외)에 연결하여 유선 장치에 802.11 무
선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WGB는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만 지원되며 인프라 모드에서는 지원되
지 않으며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4(3g)JA 이상(32MB 액세스 포인트에서) 또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3(8)JEB 이상(16MB 액세스 포인트)을 실행해야 합니다.하이브리드 REAP에서
는 WGB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Wireless LAN 기술 지원●

Cisco Wireless 제품 설명서●

펌웨어 릴리스 8.89를 실행하는 Cisco Aironet 350 Series Workgroup Bridge 릴리스 정보●

Cisco Aironet 350 Series Workgroup Bridge 빠른 시작 설명서●

Cisco Aironet 350 Series Workgroup Bridge 하드웨어 설치 설명서●

1300 Series 무선 브리지를 위한 리피터 및 스탠바이 액세스 포인트 및 워크그룹 브리지 모드
구성

●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리피터 및 스탠바이 액세스 포인트 및 워크그룹 브리지 모
드 구성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tech/tk722/tk809/tsd_technology_support_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release/notes/wgbrn889.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quick/guide/WGB_Q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workgroup_bridge/350/installation/guide/WGBpref.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300/12.3_7_JA/configuration/guide/b37spl.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300/12.3_7_JA/configuration/guide/b37spl.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3_7_JA/configuration/guide/s37hot.html#wp1002608?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access_point/12.3_7_JA/configuration/guide/s37hot.html#wp1002608?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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