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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atalyst 9800 Series Wireless Controller에서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재정의가 포함된 QoS(Quality of Service) BDRL(Bi Directional Rate Limiting)의 컨
피그레이션 예를 제공합니다.

기고자: Fernanda Arias 및 Alejandro Ramirez G.,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atalyst Wireless 9800 구성 모델●

Cisco ISE(Identity Service Engine)를 사용하는 AAA●

사용되는 구성 요소

/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s/213911-understand-catalyst-9800-wireless-contro.html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atalyst 9800-CL Wireless Controller 버전 16.12.1●

버전 2.2의 Identity Servic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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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9800 WLC 플랫폼의 QoS는 Catalyst 9000 플랫폼과 동일한 개념과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이 섹
션에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의 작동 방식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구성 방법을 전체적으로 간략하
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QoS 재귀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1. 클래스 맵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식별합니다.클래스 맵은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엔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사용자 지정 클래스 맵을 정의하여 ACL(Access Control
List) 또는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와 일치하는 트래픽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정책지도클래스 맵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Class-map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DSCP로 표시하거나, 삭제 또는 전송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정책service-policy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방향으로 SSID 또는 클라이언트당 정책 프로파
일에 정책 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 사항) 테이블 맵:CoS를 DCSP로 변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마킹 유형을 사용합니다.

참고:     (4~32).policy-map  (COS to DSCP).



참고:대상당 2개 이상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낮은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 해결이 선택
됩니다.

·AAA 재정의(최고)
·네이티브 프로파일링(로컬 정책)
·구성된 정책
·기본 정책(최저)

자세한 내용은 9800용 공식 QoS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QoS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000 Series QoS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예:게스트 및 회사 QoS 정책

이 예에서는 실제 시나리오에서 설명한 QoS 구성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게스트의
QoS 정책을 구성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DSCP, Youtube 및 Netflix 비디오를 삭제하고,
Rate는 ACL에 지정된 호스트를 50Kbps로 제한하며, 궁극적으로는 Rate Limits 다른 모든 트래픽을
100Kbps로 제한합니다.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9800/config-guide/b_wl_16_10_cg/quality-of-service.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9800/config-guide/b_wl_16_10_cg/quality-of-service.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9800/config-guide/b_wl_16_10_cg/quality-of-service.html
/content/en/us/td/docs/switches/lan/catalyst9300/software/release/16-12/configuration_guide/qos/b_1612_qos_9300_cg/configuring_qos.html


예를 들어 QoS 정책은 게스트 WLAN에 연결되는 정책 프로파일에 대한 인그레스(ingress) 및 이그
레스(egress) 양방향으로 SSID당 적용해야 합니다.

구성
AAA 서버 및 방법 목록

1단계.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ecurity(보안) > AAA > Authentication(인증) >
Servers/Groups(서버/그룹)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선택합니다.AAA 서버의 이름, IP 주소 및 키
를 입력합니다. 이 값은 ISE의 Administration > Network Resources > Network Devices 아래에서
공유 암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2단계.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ecurity(보안) > AAA > Authentication(인증) > AAA Method
List(AAA 방법 목록)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선택합니다.사용 가능한 서버 그룹에서 할당된 서버
그룹을 선택합니다.

3단계.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ecurity(보안) > AAA > Authorization(권한 부여) > AAA
method List(AAA 방법 목록)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선택합니다.기본 방법을 선택하고 유형으로
"network"를 선택합니다.



이는 컨트롤러가 AAA 서버에서 반환한 권한 부여 특성(예: QoS 정책)을 적용하는 데 필요합니다.그
렇지 않으면 RADIUS에서 받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WLAN 정책, 사이트 태그 및 AP 태그

1단계.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Wireless Setup(무선 설정) > Advanced(고급) > Start
Now(지금 시작) > WLAN Profile(WLAN 프로파일)으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선택하여 새
WLAN을 생성합니다.SSID, 프로파일 이름, WLAN ID를 구성하고 상태를 enabled로 설정합니다.그
런 다음 Security(보안) > Layer 2로 이동하고 Layer 2 인증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



SSID의 보안은 QoS의 필수 조건으로 802.1x일 필요는 없지만 이 컨피그레이션 예에서는
AAA 재정의에 사용됩니다.

2단계. Security(보안) > AAA로 이동하고 Authentication List(인증 목록) 드롭다운 상자에서 AAA 서
버를 선택합니다.



3단계. 정책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정책 프로파일 이름을 구성합니다.상태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또한 중앙 스위칭, 인증, DHCP 및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4단계. Access Policies(액세스 정책)로 이동하고 클라이언트가 SSID에 연결될 때 무선 클라이언트
가 할당할 VLAN을 구성합니다.



5단계. 정책 태그를 선택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정책 태그 이름을 구성합니다.WLAN-Policy
Maps(WLAN 정책 맵)의 +Add(추가)에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WLAN Profile and Policy
Profile(WLAN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구성할 맵에 대한 검사를 선택합니다.

6단계. 사이트 태그를 선택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Enable Local Site(로컬 사이트 활성화) 상자를
선택하여 AP가 Local Mode(로컬 모드)에서 작동하거나 FlexConnect에 대해 선택을 취소한 상태로
둡니다.



7단계. Tag APs(AP 태그)를 선택하고 AP를 선택한 다음 Policy(정책), Site(사이트) 및 RF 태그를
추가합니다.

QoS

1단계.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ervices(서비스) > QoS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선택하여
QoS 정책을 생성합니다.이름을 지정합니다(이 예에서는BWLimitAAClients)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Youtube 및 Netflix를 삭제할 클래스 맵을 추가합니다.Add Class-Maps를 클릭합니다.AVC를
선택하고 any, drop action을 선택하고 두 프로토콜을 모두 선택합니다.

Save(저장)를 누릅니다.



3단계. DSCP 46~34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클래스 맵을 추가합니다. 클래스 맵 추가를 클릭합니다
.일치 , 사용자 정의, 일치 유형 DSCP, 일치 값 46, 표시 유형 DSCP, 표시 값 34.

.

Save(저장)를 누릅니다.

4단계. 특정 호스트에 대한 트래픽을 규칙으로 하는 클래스 맵을 정의하려면 해당 클래스에 대한
ACL을 생성해야 합니다.Add Class-Maps(클래스 맵 추가)를 클릭하고 User Defined(사용자 정의),
Match any(일치), match type ACL을 선택하고 ACL 이름(여기서 specifichostACL)을 선택한 다음
유형 없음을 표시하고 속도 제한 값을 선택합니다.저장 적중



예를 들어, 특정 호스트 트래픽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ACL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5단계. 클래스 맵 프레임 아래에서 기본 클래스를 사용하여 다른 모든 트래픽에 대한 속도 제한을
설정합니다.그러면 위의 규칙 중 하나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클라이언트 트래픽에 대해 속도
제한이 설정됩니다.



6단계. 하단의 Apply to Device(디바이스에 적용)를 클릭합니다.

CLI에 해당하는 구성:

policy-map BWLimitAAAclients

 class BWLimitAAAclients1_AVC_UI_CLASS

  police cir 8000

   conform-action drop

   exceed-action drop

 class BWLimitAAAclients1_ADV_UI_CLASS

  set dscp af41

 class BWLimitAAAclients2_ADV_UI_CLASS

  police cir 50000

   conform-action transmit

   exceed-action drop

 class class-default

  police cir 100000

   conform-action transmit

   exceed-action drop

class-map match-all BWLimitAAAclients1_AVC_UI_CLASS

  description BWLimitAAAclients1_AVC_UI_CLASS UI_policy_DO_NOT_CHANGE

 match protocol youtube

 match protocol netflix

class-map match-any BWLimitAAAclients1_ADV_UI_CLASS

  description BWLimitAAAclients1_ADV_UI_CLASS UI_policy_DO_NOT_CHANG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ll BWLimitAAAclients2_ADV_UI_CLASS

  description BWLimitAAAclients2_ADV_UI_CLASS UI_policy_DO_NOT_CHANGE

 match access-group name specifichostACL

참고:이 예에서는 QoS 정책에서 프로파일이 AAA 재정의에서 적용되므로 선택된 프로파일이
없습니다.그러나 QoS 정책을 정책 프로파일에 수동으로 적용하려면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
합니다.

2단계. ISE에서 Policy(정책) > Policy Elements(정책 요소) > Results(결과) > Authorization
Profiles(권한 부여 프로파일)로 이동하고 +Add(추가)를 선택하여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QoS 정책을 적용하려면 Cisco AV 쌍을 통해 고급 특성 설정으로 추가합니다.ISE 인증 및 권한 부



여 정책이 올바른 규칙과 일치하고 이 권한 부여 결과를 가져오도록 구성된 것으로 가정합니다.특
성은 ip:sub-qos-policy-in=<policy name> 및 ip:sub-qos-policy-out=<policname> 입니다.

참고:정책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케이스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WLC에서

# show run wlan

# show run aaa

# show aaa servers

# show ap tag summary

# show ap name <AP-name> tag detail

# show wireless tag policy summary

# show wireless tag policy detailed <policy-tag-name>

# show wireless profile policy detailed <policy-profile-name>  

# show policy-map <policy-map name>

# sh policy-map interface wireless ssid/client profile-name <WLAN> radio type <2.4/5GHz> ap name

<name>input/output

# show wireless client mac detail 

# show wireless client service-policy input 

# show wireless client service-policy output 

To verify EDCS parameters :

sh controllers dot11Radio 1 | begin EDCA

9800#show wireless client mac e836.171f.a162 det

Client MAC Address : e836.171f.a162

Client IPv4 Address : 192.168.1.11

Client IPv6 Addresses : fe80::c6e:2ca4:56ea:ffbf

                        2a02:a03f:42c2:8400:187c:4faf:c9f8:ac3c



                        2a02:a03f:42c2:8400:824:e15:6924:ed18

                        fd54:9008:227c:0:1853:9a4:77a2:32ae

                        fd54:9008:227c:0:1507:c911:50cd:2062

Client Username : Nico

AP MAC Address : 502f.a836.a3e0

AP Name: AP780C-F085-49E6

AP slot : 1

Client State : Associated

(...)

  Local Policies:

  Service Template : wlan_svc_QoS-PP (priority 254)

  VLAN             : 1

  Absolute-Timer   : 1800

  Server Policies:

  Input QOS        : BWLimitAAAClients

  Output QOS       : BWLimitAAAClients

  Resultant Policies:

  VLAN Name         : default

  Input QOS        : BWLimitAAAClients

  Output QOS       : BWLimitAAAClients

  VLAN             : 1

  Absolute-Timer   : 1800

AP에서

AP가 로컬 모드에 있을 때 또는 Flexconnect Central 스위칭 모드의 SSID는 WLC에서 QoS 및 서비
스 정책을 수행하므로 AP에서 트러블슈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패킷 캡처 IO 그래프 분석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단계. 기존의 모든 디버그 조건을 지웁니다.

# clear platform condition all

2단계. 문제의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디버그를 활성화합니다.

# debug wireless mac <client-MAC-address> {monitor-time <seconds>}

3단계. 문제를 재현하려면 무선 클라이언트를 SSID에 연결합니다.

4단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디버그를 중지합니다.

# no debug wireless mac <client-MAC-address>

테스트 중에 캡처된 로그는 이름이 다음과 같은 로컬 파일의 WLC에 저장됩니다.

ra_trace_MAC_aaabbcccc_HHMSS.XXX_timezone_DayWeek_Month_Day_year.log

5단계. 이전에 생성된 파일을 수집하려면 ra trace .log를 외부 서버에 복사하거나 화면에 직접 출력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RA 추적 파일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dir bootflash: | inc ra_trace

파일을 외부 서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 copy bootflash:ra_trace_MAC_aaaabbbbcccc_HHMMSS.XXX_timezone_DayWeek_Month_Day_year.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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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 more bootflash:ra_trace_MAC_aaaabbbbcccc_HHMMSS.XXX_timezone_DayWeek_Month_Day_year.log

6단계. 디버그 조건을 제거합니다.

# clear platform condition all

Flexconnect 로컬 스위칭(또는 패브릭/SDA) 시나리오

flexconnect 로컬 스위칭(또는 패브릭/SDA)의 경우 WLC에 정의한 모든 QoS 정책을 적용하는
AP입니다.

구성

구성은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문서의 첫 번째 부분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1.정책 프로파일은 로컬 스위칭으로 설정됩니다.



2 .사이트 태그가 로컬 사이트가 아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lexconnect/패브릭 문제 해결

AP는 qos 정책을 적용하는 디바이스이므로 다음 명령을 사용하면 적용되는 사항을 좁힐 수 있습니
다

show dot11 qos

정책 맵 표시

show rate-limit 클라이언트

show rate-limit bssid

show rate-limit wlan

flexconnect 클라이언트 표시

AP780C-F085-49E6#show dot11 qos

Qos Policy Maps (UPSTREAM)

ratelimit targets:

   Client: A8:DB:03:6F:7A:46



platinum-up targets:

   VAP: 0 SSID:LAB-DNAS

   VAP: 1 SSID:VlanAssign

   VAP: 2 SSID:LAB-Qos

Qos Stats (UPSTREAM)

total packets:   29279

dropped packets: 0

marked packets:  0

shaped packets:  0

policed packets: 182

copied packets:  0

DSCP TO DOT1P (UPSTREAM)

Default dscp2dot1p Table Value:

[0]->0 [1]->2 [2]->10 [3]->18 [4]->26 [5]->34 [6]->46 [7]->48

Active dscp2dot1p Table Value:

[0]->0 [1]->2 [2]->10 [3]->18 [4]->26 [5]->34 [6]->46 [7]->48

Trust DSCP Upstream : Disabled

Qos Policy Maps (DOWNSTREAM)

ratelimit targets:

   Client: A8:DB:03:6F:7A:46

Qos Stats (DOWNSTREAM)

total packets:   25673

dropped packets: 0

marked packets:  0

shaped packets:  0

policed packets: 150

copied packets:  0

DSCP TO DOT1P (DOWNSTREAM)

Default dscp2dot1p Table Value:

[0]->0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2 [11]->-1 [12]->2 [13]->-1 [14]->2 [15]->-1

[16]->-1 [17]->-1 [18]->3 [19]->-1 [20]->3 [21]->-1 [22]->3 [23]->-1

[24]->-1 [25]->-1 [26]->4 [27]->-1 [28]->-1 [29]->-1 [30]->-1 [31]->-1

[32]->-1 [33]->-1 [34]->5 [35]->-1 [36]->-1 [37]->-1 [38]->-1 [39]->-1

[40]->-1 [41]->-1 [42]->-1 [43]->-1 [44]->-1 [45]->-1 [46]->6 [47]->-1

[48]->7 [49]->-1 [50]->-1 [51]->-1 [52]->-1 [53]->-1 [54]->-1 [55]->-1

[56]->7 [57]->-1 [58]->-1 [59]->-1 [60]->-1 [61]->-1 [62]->-1 [63]->-1

Active dscp2dot1p Table Value:

[0]->0 [1]->0 [2]->1 [3]->0 [4]->1 [5]->0 [6]->1 [7]->0

[8]->1 [9]->1 [10]->2 [11]->1 [12]->2 [13]->1 [14]->2 [15]->1

[16]->2 [17]->2 [18]->3 [19]->2 [20]->3 [21]->2 [22]->3 [23]->2

[24]->3 [25]->3 [26]->4 [27]->3 [28]->3 [29]->3 [30]->3 [31]->3

[32]->4 [33]->4 [34]->5 [35]->4 [36]->4 [37]->4 [38]->4 [39]->4

[40]->5 [41]->5 [42]->5 [43]->5 [44]->5 [45]->5 [46]->6 [47]->5

[48]->7 [49]->6 [50]->6 [51]->6 [52]->6 [53]->6 [54]->6 [55]->6

[56]->7 [57]->7 [58]->7 [59]->7 [60]->7 [61]->7 [62]->7 [63]->7

Profinet packet recieved from

wired port:

0

wireless port:



AP780C-F085-49E6#show policy-map

2 policymaps

Policy Map BWLimitAAAClients            type:qos client:default

    Class BWLimitAAAClients_AVC_UI_CLASS

      drop

    Class BWLimitAAAClients_ADV_UI_CLASS

      set dscp af41 (34)

    Class class-default

      police rate 5000000 bps (625000Bytes/s)

        conform-action

        exceed-action

Policy Map platinum-up          type:qos client:default

    Class cm-dscp-set1-for-up-4

      set dscp af41 (34)

    Class cm-dscp-set2-for-up-4

      set dscp af41 (34)

    Class cm-dscp-for-up-5

      set dscp af41 (34)

    Class cm-dscp-for-up-6

      set dscp ef (46)

    Class cm-dscp-for-up-7

      set dscp ef (46)

    Class class-default

      no actions

AP780C-F085-49E6#show rate-limit client

Config:

              mac vap rt_rate_out rt_rate_in rt_burst_out rt_burst_in nrt_rate_out nrt_rate_in

nrt_burst_out nrt_burst_in

A8:DB:03:6F:7A:46   2           0          0            0           0            0           0

0            0

Statistics:

            name    up  down

        Unshaped     0     0

  Client RT pass     0     0

 Client NRT pass     0     0

 Client RT drops     0     0

Client NRT drops     0 38621

               9 54922     0

AP780C-F085-49E6#

AP780C-F085-49E6#show flexconnect client

Flexconnect Clients:

              mac radio vap aid state       encr aaa-vlan aaa-acl aaa-ipv6-acl assoc    auth

switching key-method    roam key-progmed handshake-sent wgb SGT

A8:DB:03:6F:7A:46     1   2   1   FWD AES_CCM128     none    none         none Local Central



Local      Other regular          No            Yes  No   0

AP780C-F085-49E6#

참조

Catalyst 9000 16.12 QoS 가이드

9800 QoS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Catalyst 9800 구성 모델

/content/en/us/td/docs/switches/lan/catalyst9300/software/release/16-12/configuration_guide/qos/b_1612_qos_9300_cg/configuring_qos.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9800/17-1/config-guide/b_wl_17_11_cg/quality-of-service.html
/content/en/us/support/docs/wireless/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s/213911-understand-catalyst-9800-wireless-co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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