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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SE(Mobility Services Engine) 라이센스의 다양한 요소(예: 라이센스 유형, MSE 업
그레이드 시 라이센스 변경, 라이센스 설치, 플랫폼당 라이센스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이센스 유형

MSE의 기본 라이센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Context-Aware) 라이센스●

위치 서비스 라이센스●

wIPS(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활성화 라이센스●

태그 라이센스●

CAS 라이센스



CAS 라이센스는 디바이스 엔드포인트 추적 라이센스이며 지원되는 요소 수에 의해 정의됩니다.요
소는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무선 클라이언트●

비인가 클라이언트●

비인가 ap●

rfid 태그●

이러한 CAS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7.3 이하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후 버전에서는 명
명 규칙과 SKU가 변경되었습니다.

라이센스 형식은 AIR-CAS-1KC-K9입니다. 여기서 'CAS'는 컨텍스트 인식 서비스를, '1KC'는
1,000개의 클라이언트 수를 나타냅니다.

위치 서비스 라이센스

MSE 릴리스 7.4 이상에서는 라이센스는 엔드포인트 기반이 아닌 AP(액세스 포인트) 기반입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위치 서비스 라이센스가 도입되었습니다.

Location Services License(위치 서비스 라이센스), Base Location(기본 위치) 및 Advanced
Location(고급 위치)에는 두 가지 레벨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기본 위치 라이센스

Base Location License는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의 CAS 라이센스와 동일하며 엔드포인트 추적에
사용됩니다.라이센스 수는 지원되는 AP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이를 소프트웨어 릴리스 7.4에서 위치 서비스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7.5 이상에서는 기본 위치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라이센스 형식은 L-LS-100AP입니다.여기서 'LS'는 위치 서비스를, '100AP'는 100개의 AP 수를 나
타냅니다.

고급 위치 라이센스

Advanced Location License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컨시어지●

CMX(Connected Mobile Experience) Browser Engage(빌보드)●

사전 인증 서비스 검색●

CMX 분석●

Advanced Location 라이센스는 Base Location 라이센스 기능도 지원합니다.고급 위치 서비스 라이
센스는 디바이스 추적 및 고급 위치 라이센스의 새로운 추가 기능에 사용됩니다.

라이센스 형식은 L-AD-LS-100AP입니다.여기서 'AD-LS'는 고급 위치 서비스 라이센스를 참조하고
'100AP'는 지원되는 AP 수를 제공합니다.



참고:소프트웨어 릴리스 7.5 및 7.6에서는 Advanced Location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MX용 Advanced Location 라이센스가 사용되고, 소프트웨어 릴리스 7.5 및 7.6은 Base
Location 라이센스만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wIPS 라이센스

wIPS 라이센스에는 Advanced wIPS 및 Enhanced Local Mode wIPS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습니
다. 

고급 wIPS 라이센스

Cisco Adaptive wIPS Monitor Mode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네트워크에 구축된 풀 타임 모니터링
AP의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라이센스 SKU 형식은 L-MM-WIPS-5입니다. 여기서 'MM'은 '모니터 모드', 'WIPS'는 wIPS 서비스용
이며, '5'는 AP 수를 나타냅니다.

향상된 로컬 모드 wIPS 라이센스

Cisco wIPS 고급 로컬 모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네트워크에 구축된 로컬 모드(데이터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의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라이센스 SKU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L-LM-WIPS-5. 여기
서 LM은 '로컬 모드'를, 'WIPS'는 wIPS 서비스를, '5'는 AP 수를 나타냅니다.

참고:이러한 라이센스는 추가 라이센스이며 두 라이센스 유형의 합계는 플랫폼당 wIPS 라이
센스 제한보다 클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3355 MSE는 최대 3,000wIPS 액세스 포인트(모니터
모드 또는 고급 로컬 모드)를 지원합니다.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는 기본 위치 라이센스에서 고급 위치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됩
니다.
이 라이센스의 SKU는 L-UPG-LS-1AP입니다.

활성화 라이센스

MSE가 가상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활성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Activation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활성화 라이센스가 없으면 MSE는 평가 모드에서 시작하며, 호스트에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영구 라
이센스를 거부합니다.

MSE High Availability 설정의 경우, 이는 보조 VM(가상 머신)에 필요한 유일한 라이센스입니다.

활성화 라이센스 형식은 L-MSE-7.0-K9입니다.



태그 라이센스

Tag 라이센스는 Aeroscout 태그 엔진과 함께 특별히 사용됩니다.이는 CAS 라이센스 수를 사용하
는 Cisco 태그 엔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고객은 PAK(Product Authorization Key)를 받으려면
Cisco에서 Tag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라이센스 키를 얻으려면 Aeroscout에
PAK를 등록합니다.그런 다음 MSE의 Aeroscout에서 라이센스를 직접 설치하며 Prime
Infrastructure(PI)를 통해 라이센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태그 라이센스 형식은 AIR-CAS-12KT-K9입니다. 여기서 'T'는 TAG 라이센스를 나타내고 '12k'는
1,2000개의 라이센스를 나타냅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7.3에서 7.4 라이센스 변경으로 마이그레이션

MSE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릴리스 7.3에서 7.4로 업그레이드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MSE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7.3 이전 버전에서와 같이 클라이언트 기반 대신 MSE 소
프트웨어 릴리스 7.4를 사용하는 AP 기반입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 새 라이센스를 재호스팅/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MSE는 자동으로
새 AP 기반 라이센스를 생성합니다.

●

소프트웨어 릴리스 7.4로 업그레이드된 MSE 3355에 대한 계산 예가 나와 있습니다.
MSE 3355 소프트웨어 릴리스 7.4는 총 25,000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클라이언트 라이센
스 50개마다 AP 라이센스 1개와 동일하므로 클라이언트 지원 25,000개가 포함된 3355에는 AP 라
이센스가 500개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7.4에서 7.5 라이센스 변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설명을 위해 3355를 다시 고려하십시오.MSE 3355에 지원되는 최대 AP 라이센스 제한인 500이 소
프트웨어 릴리스 7.5로 업그레이드되면 라이센스 수가 1000으로 2배 증가합니다.

참고:이러한 라이센스는 Base Location 라이센스 유형을 참조하며 Advanced Location 라이센
스 유형이 아닙니다.

다음 표에서는 플랫폼당 지원되는 최대 라이센스 제한을 보여 줍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7.4에서는 라이센스 모델이 클라이언트 기반에서 AP 기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MSE에서 지원되는 총 클라이언트는 MSE 소프트웨어 릴리스 7.3의 18,000에서 MSE 소프트웨어
릴리스 7.4의 25,000으로 증가했습니다. BL/AL은 기본 위치/고급 위치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7.6에서는 MSE 3355 및 표준 VM에서 지원되는 총 wIPS AP 수가 이전 개수
5000에서 6000으로 증가했습니다.

UDI 정보 얻기

UDI 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CLI에서 show esludi 명령을 입력합니다.
2. MSE 홈 페이지에서 서비스 > 모빌리티 서비스 > 시스템 > 일반 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3. MSE 홈 페이지에서 관리 > 라이센스 센터 > 요약 > MSE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MSE 라이센스 설치

MSE 라이센스를 설치하려면 PI에서 Administration(관리) > License Center(라이센스 센터) >
Files(파일) > MSE Files(MSE 파일)를 선택합니다.

라이센스 사용 확인

위치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MSE CLI에서 "getserverinfo"의 출력을 수집
합니다.

다음 샘플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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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Aw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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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Active Elements(Wireless Clients, Tags, Rogue APs,

Rogue Clients,Interferers, Wired Clients): 14

Active Wireless Clients: 14

Active Tags: 0

Active Rogue APs: 0

Active Rogue Clients: 0

Active Interferers: 0

Active Wired Clients: 0

Active Elements(Wireless Clients, Rogue APs,

Rogue Clients,Interferers, Wired Clients, Tags) Limit: 100

Active Sessions: 1

Wireless Client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6874

Tag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0

Rogue AP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1003

Rogue Client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43

Interferer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0

Wired Client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0

Total Elements(Wireless Clients, Rogue APs, Rogue Clients,

Interferers, Wired Clients) Not Tracked due to the limiting: 7920

wIPS 라이센스 사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wIPS 디렉토리로 이동하려면 MSE CLI에 로그인하고 cd/opt/mse/wips/bin 명령을 입력합니다.
2. ./wips_cli 명령을 입력합니다.
3. wIPS 모드로 들어가면 show ap summary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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