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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탄력적인 Wireless LAN Controller(9800 WLC)를 사용하여 모빌리티 터널을 구축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무선 컨트롤러에 대한 CLI(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액세스●

사용되는 구성 요소

AireOS WLC 버전 8.8 MR1●

9800 WLC v16.10●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9800 WLC 간의 모빌리티 터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참고:WLC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는 경우 포트 UDP 16666과 16667이 서로 열려 있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구성

9800 WLC가 HA 쌍에 설정된 경우 모빌리티 MAC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 모빌리티 그룹 이름은 "default"이지만 원하는 값으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9800 WLC에
서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 이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WLC 간에 로밍이 필요합니다.

GUI:

Configuration(구성) > Wireless(무선) > Mobility(모빌리티) > Global Configuration(전역 컨피그레이
션)으로 이동합니다.

CLI:



# config t

# wireless mobility mac-address  <AAAA.BBBB.CCCC>

# wireless mobility group name <mobility-group-name>

  

1단계. 두 9800 WLC의 모빌리티 컨피그레이션을 수집합니다.

9800 WLC의 경우 Configuration(구성) > Wireless(무선) > Mobility(모빌리티) > Global
Configuration(글로벌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하고 모빌리티 그룹 이름 및 모빌리티 MAC 주소를
기록합니다.

CLI:

#show wireless mobility summary

Mobility Summary

Wireless Management VLAN: 2601

Wireless Management IP Address: 172.16.0.21

Mobility Control Message DSCP Value: 48

Mobility Keepalive Interval/Count: 10/3

Mobility Group Name: mb-kcg

Mobility Multicast Ipv4 address: 0.0.0.0

Mobility Multicast Ipv6 address: ::

Mobility MAC Address: 001e.7a46.39ff

2단계. 피어 구성 추가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Wireless Mobility(무선 모빌리티) > Peer Configuration(피어 컨피그
레이션)으로 이동하고 피어 컨트롤러 정보를 입력합니다.9800 WL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행합니
다.

GUI:



CLI:

# config t

# wireless mobility group member mac-address <peer-mac-address> ip <peer-ip-address> group

<group-name> [ data-link-encryption ]

참고:선택적으로 데이터 링크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ireOS WLC와 가상 9800 WLC 간의 모빌리티 터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AireOS WLC 컨피그레이션

9800 WLC가 HA 쌍에 설정된 경우 모빌리티 MAC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 모빌리티 그룹 이름은 "default"이지만 원하는 값으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9800 WLC에
서 동일한 모빌리티 그룹 이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WLC 간에 로밍이 필요합니다.

GUI:



Configuration(구성) > Wireless(무선) > Mobility(모빌리티) > Global Configuration(전역 컨피그레이
션)으로 이동합니다.

CLI:

# config t

# wireless mobility mac-address  <AAAA.BBBB.CCCC>

# wireless mobility group name <mobility-group-name>

1단계. 9800 WLC 모빌리티 정보를 수집합니다.

GUI: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Wireless(무선) > Mobility(모빌리티) > Global Configuration(전역 컨
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하고 Mobility Group Name(모빌리티 그룹 이름) 및 Mobility MAC Address(모
빌리티 MAC 주소)를 기록합니다.



CLI:

#show wireless mobility summary

Mobility Summary

Wireless Management VLAN: 2601

Wireless Management IP Address: 172.16.0.21

Mobility Control Message DSCP Value: 48

Mobility Keepalive Interval/Count: 10/3

Mobility Group Name: mb-kcg

Mobility Multicast Ipv4 address: 0.0.0.0

Mobility Multicast Ipv6 address: ::

Mobility MAC Address: 001e.7a46.39ff

2단계. 9800 WLC에서 해시 값 수집

# show wireless management trustpoint

Trustpoint Name  : ewlc-tp1

Certificate Info : Available

Certificate Type : SSC

Certificate Hash : 99459418731eb69f234058da4ebb10fddc9f939c

Private key Info : Available

FIPS suitability : Not Applicable

3단계. 9800 WLC 정보를 AireOS WLC에 추가합니다.

GUI:

CONTROLLER > Mobility Management > Mobility Groups > New로 이동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참고:해시는 9800이 C9800-CL과 같은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어
플라이언스에는 MIC 인증서가 있으므로 해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LI:

>config mobility group member add <9800 mac-address> <9800 WLC-IP> <group-name> encrypt enable

>config mobility group member hash <9800 WLC-IP> <9800 WLC-Hash>  

>config mobility group member data-dtls <9800 mac-address> disable

9800 WLC 컨피그레이션

1단계. AireOS 모빌리티 정보를 수집합니다.

GUI:

AireOS GUI에 로그인하고 CONTROLLER(컨트롤러) > Mobility Management(모빌리티 관리) >
Mobility Groups(모빌리티 그룹)로 이동하고 MAC 주소, IP 주소 및 그룹 이름을 기록합니다.



CLI:

>show mobility summary

Mobility Protocol Port........................... 16666

Default Mobility Domain.......................... TEST

Multicast Mode .................................. Disabled

Mobility Domain ID for 802.11r................... 0x6ef9

Mobility Keepalive Interval...................... 10

Mobility Keepalive Count......................... 3

Mobility Group Members Configured................ 2

Mobility Control Message DSCP Value.............. 48

Controllers configured in the Mobility Group

 MAC Address        IP Address         Group Name                 Multicast IP

Status

00:59:dc:c3:d0:00  172.16.0.5             TEST                      0.0.0.0

Up

2단계. AireOS WLC 정보를 9800 WLC에 추가합니다.

GUI: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Wireless(무선) > Mobility(모빌리티) > Peer Configuration(피어 컨피
그레이션) > Add(추가)로 이동합니다.



AireOS WLC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9800 WLC에서는 컨트롤 플레인 암호화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AireOS 측에서 보
안 모빌리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링크 암호화는 선택 사항입니다.9800에서
활성화한 경우 config mobility group member data-dtls <mac-add Cat9800> enable을 사용하
여 AireOS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CLI:

# config t

# wireless mobility group member mac-address <peer-mac-address> ip <ip-address> group <group-

name>

  

다음을 확인합니다.

AireOS WLC 확인

>show mobility summary

Mobility Protocol Port........................... 16666

Default Mobility Domain.......................... TEST

Multicast Mode .................................. Disabled

Mobility Domain ID for 802.11r................... 0x6ef9

Mobility Keepalive Interval...................... 10

Mobility Keepalive Count......................... 3

Mobility Group Members Configured................ 2

Mobility Control Message DSCP Value.............. 48

Controllers configured in the Mobility Group

 MAC Address        IP Address                                       Group Name

Multicast IP                                     Status

 00:1e:7a:46:39:ff  172.16.0.21                                      mb-kcg

0.0.0.0                                          Up

 00:59:dc:c3:d0:00  172.16.0.5                                       TEST

0.0.0.0                                          Up

9800 WLC 확인

#show wireless mobility summary

Mobility Summary

Wireless Management VLAN: 2601

Wireless Management IP Address: 172.16.0.21

Mobility Control Message DSCP Value: 48

Mobility Keepalive Interval/Count: 10/3

Mobility Group Name: mb-kcg

Mobility Multicast Ipv4 address: 0.0.0.0

Mobility Multicast Ipv6 address: ::



Mobility MAC Address: 001e.7a46.39ff

Controllers configured in the Mobility Domain:

 IP               Public Ip         Group Name                       Multicast IPv4    Multicast

IPv6                                Status                       P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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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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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16.0.21       N/A               mb-kcg                           0.0.0.0           ::

N/A                          N/A

172.16.0.5        172.16.0.5        TEST                             0.0.0.0           ::

Up                           1385

문제 해결

모빌리티 터널 구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AireOS WLC

1단계. 모빌리티 디버그를 활성화합니다.

>debug mobility handoff enable

>debug mobility error enable

>debug mobility dtls error enable

>debug mobility dtls event enable

>debug mobility pmtu-discovery enable

>debug mobility config enable

>debug mobility directory enable

2단계. 컨피그레이션을 재현하고 출력을 확인합니다.

성공적인 모빌리티 터널 생성 예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7: Client initiating connection on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7: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Received DTLS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48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mm_dtls2_process_data_rcv_msg:1207 rcvBufLen 48

clr_pkt_len 2048 peer ac100015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Record    : type=22, epoch=0, seq=0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Hndshk : type=3, len=23 seq=0, frag_off=0,

frag_len=23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Handshake in progress for link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08: DTLS consumed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48

!

!<--output-omited-->

!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dtls2_cert_verify_callback: Forcing Certificate

validation as success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Peer certificate verified.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Handshake in progress for link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Nothing to send on link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DTLS consumed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503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Received DTLS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56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mm_dtls2_process_data_rcv_msg:1207 rcvBufLen 56

clr_pkt_len 2048 peer ac100015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Record    : type=22, epoch=0, seq=6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11:    Hndshk : type=13, len=6 seq=3, frag_off=0,

frag_len=6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3: Handshake in progress for link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3: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3: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3: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3: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3: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4: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4: Sending packet to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4: DTLS consumed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56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Received DTLS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91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mm_dtls2_process_data_rcv_msg:1207 rcvBufLen 91

clr_pkt_len 2048 peer ac100015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Record    : type=20, epoch=0, seq=8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Connection established for link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ciperspec 1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Nothing to send on link 172.16.0.5:16667 <->

172.16.0.21:16667

*capwapPingSocketTask: Feb 07 09:53:38.527: DTLS consumed packet from mobility peer 172.16.0.21

bytes: 91

*mmMobility: Feb 07 09:53:38.527: DTLS Action Result message received

*mmMobility: Feb 07 09:53:38.527:  Key plumb succeeded

*mmMobility: Feb 07 09:53:38.527: mm_dtls2_callback: Connection established with

172.16.0.21:16667

*mmMobility: Feb 07 09:53:38.527: mm_dtls2_db_status_up:895 Connections status up for entry

172.16.0.21:16667

*mmMobility: Feb 07 09:53:38.527: mm_dtls2_callback: DTLS Connection established with

172.16.0.21:16667, Sending update msg to mobility HB

9800 WLC

는 클라이언트 및 액세스 포인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로깅하므로, 과거에 발생한 문제(예: 몇 시간
또는 며칠 전)가 보고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발생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SH/텔넷을 통해 9800 WLC에 연결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텍스트 파일에 세
션을 로깅하는지 확인).

1단계. 컨트롤러의 현재 시간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로그를 추적할 수 있습니
다.

# show clock

2단계. 컨트롤러의 로그를 수집합니다.

# show logging



3단계. 디버그 조건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show debugging

IOSXE Conditional Debug Configs:

Conditional Debug Global State: Stop

IOSXE Packet Tracing Configs:

Packet Infra debugs:

Ip Address                                               Port

------------------------------------------------------|----------

어떤 조건이 표시되면 비활성화하십시오.

# clear platform condition all

4단계. 특정 주소에 대한 상시 알림 레벨 추적을 수집합니다.

# show logging profile wireless filter ip <a.b.c.d> to-file always-on-<FILENAME.txt>

세션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파일을 외부 TFTP 서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 more bootflash:always-on-<FILENAME.txt>

or

# copy bootflash:always-on-<FILENAME.txt> tftp://a.b.c.d/path/always-on-<FILENAME.txt>

무선 활성 추적 

always-on 로그가 터널의 문제를 트리거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
건부 디버깅을 활성화하고 RA(Radio Active) 추적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클라이
언트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디버그 조건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show debugging

IOSXE Conditional Debug Configs:

Conditional Debug Global State: Stop

IOSXE Packet Tracing Configs:

Packet Infra debugs:

Ip Address                                               Port



------------------------------------------------------|----------

모니터링할 주소와 관련이 없는 조건이 있으면 비활성화합니다.

특정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 no debug platform condition feature wireless { mac <aaaa.bbbb.cccc> | ip <a.b.c.d> }

모든 조건을 제거하려면

  

# clear platform condition all

2단계. 모니터링할 주소의 디버그 조건을 추가합니다.

# debug platform condition feature wireless ip <a.b.c.d>

참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모니터링하려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ebug 플랫폼 조건 기능 wireless maccommand per mac address를 사용합니다.

3단계. 9800 WLC에서 지정된 주소 활동 모니터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 debug platform condition start

참고:모든 것이 나중에 수집되도록 내부적으로 버퍼링되므로 클라이언트 활동의 출력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4단계. 모니터링할 문제 또는 동작을 재현합니다.

5단계. 디버그를 중지합니다.

# debug platform condition stop

6단계. 주소 활동의 출력을 수집합니다.

# show logging profile wireless filter ip <a.b.c.d> to-file ra-<FILENAME.txt>

외부 서버에 FILENAME.txt를 복사하거나 화면에 직접 출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외부 서버에 복사합니다.

# copy bootflash:FILENAME.txt tftp://a.b.c.d/ra-FILENAME.txt

내용 표시:

# more bootflash:ra-FILENAME.txt

6단계. 여전히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내부 로그 수준을 수집합니다(클라이언트를 다시 디
버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부에 저장되었지만 더 넓은 범위를 수집한 로그를 사용합니다).



# show logging profile wireless internal filter  ip <a.b.c.d> to-file ra-internal-<FILENAME.txt>

외부 서버에 FILENAME.txt를 복사하거나 화면에 직접 출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외부 서버에 복사합니다.

# copy bootflash:FILENAME.txt tftp://a.b.c.d/ra-FILENAME.txt

내용 표시:

# more bootflash:ra-FILENAME.txt

 7단계. 디버그 조건을 제거합니다.

# clear platform condition all

참고:문제 해결 세션 후에 항상 디버그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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