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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9800 WLC(Wireless LAN Controller)에서 사용되는 라이센싱 모델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Cisco TAC에서 고객에게 받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질문
에 답변합니다.스크린샷 및 명령 출력은 17.2.1 이미지를 실행하는 9800-CL WLC에서 수집됩니다.이 문서는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s/nb-06-cat9800-ser-wirel-faq-ctp-
en.html#Cisco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licensing에 이미 나와 있는 라이센스 FAQ를 보완합니다.

Q. 9800 컨트롤러 자체에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A. 아니요. 이전 AireOS 기반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9800 컨트롤러 자체에 대한 특별 라이센스가
없습니다(액세스 포인트가 조인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에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의 라이센스만
있으면 됩니다.그러나 Smart Licensing과 통신하는 컨트롤러이며 연결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의 라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s/nb-06-cat9800-ser-wirel-faq-ctp-en.html#Cisco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licensing


이센스를 확인하는 컨트롤러입니다.

Q. 9800 WLC에 가입한 액세스 포인트에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합
니까?

A.9800 컨트롤러에 연결된 모든 AP는 AIR 네트워크 라이센스 1개와 AIR DNA 라이센스 1개를 사
용합니다.구매한 라이센스는 여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Smart Account에 표시됩니다.두 라이센스
모두 "필수" 또는 "Advantage" 레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Advantage 레벨 라이센스로 구성된 컨트
롤러의 예:

Q. 동일한 Cisco Catalyst 9800 Series 컨트롤러에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서로 다른 라이센스 수준을 혼합할 수 있습니까?

A. A 9800 Series 컨트롤러는 해당 컨트롤러에 연결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가 동일한 라이센스 레벨
을 가져야 합니다.라이센스 레벨이 컨트롤러 레벨에서 설정되므로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액세스 포
인트는 동일한 라이센스 레벨에 있어야 합니다.

Q. Advantage 및 Essential 라이센스 레벨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A. 아래 이미지는 Essential 및 Advantage 라이센스 레벨의 기능을 지정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software/csws/ws/platform/home#module/SmartLicensing


Q. 라이센스 레벨을 변경한 후 재부팅해야 합니까?

A.예

Q. 9800 컨트롤러에 연결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의 라이센스가 정
말로 필요합니까?

A. 예, Cisco는 라이센스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Q. 9800 WLC에 라이센스 시행이 있습니까?

A.아닙니다. 라이센스가 부적절하게 부여되면 9800 WLC는 규정 위반 알림을 표시하고 syslog 메시
지를 전송합니다.하드 적용은 없으며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이센스가 만료되면 네트
워크도 계속 작동합니다.

Q. 평가판 라이센스는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평가판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90일 동안 모든 9800 컨트롤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평가 기
간이 만료되면 syslog 메시지 및 알림이 컨트롤러에 대한 적절한 라이센스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9800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평가가 만료되면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Q. .lic 라이센스 파일은 어디서 다운로드합니까?

A. 9800용 라이센스 파일은 없습니다. 9800 WLC는 라이센스 파일이 필요 없는 스마트 라이센싱에
만 의존합니다(그러나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Q. 9800 컨트롤러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9800 WLC 라이센스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SSM 사용(컨트롤러에 인터넷 연결 필요)1.



SLR 사용(특정 라이센스 예약, 오프라인 라이센스라고도 함)2.
Satelitte 서버 지원이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Q. Smart Satellite를 통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A. 조만간 스마트 위성에 대한 지원을 다시 포함시킬 계획이다.스마트 위성을 9800 WLC와 함께 사
용하려고 하면 라이센스 상태가 "Pending(보류 중)"으로 표시됩니다(CSCvr54020을 통해 문서화). -
CSSM Satellite 사용 시 라이센스가 "PENDING"으로 표시됨)

Q. CSSM 라이센싱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A.Cisco Smart Software Manager를 사용하여 9800 WLC를 라이센싱하려면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DNS 서버를 보유하고 http 및 https를 통해 tools.cisco.com에 액세스해야 합니다.구성된 컨트롤러
는 스마트 라이센싱 서버와의 연결을 설정하고 때때로 서버에 대한 라이센스 소비량을 보고합니다
(8시간마다). WLC는 NAT 뒤에 배치할 수 있으며 공용 IP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스마트 라이센
싱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http(s) 프록시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이 문서(코드 릴리스 17.2.1)을 작성할 때 인증된 프록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CSSM 라이센싱은 HA(High Availability) SSO의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A. 라이센싱 절차는 단일 컨트롤러 설정과 거의 동일합니다.2개의 컨트롤러 간에 HA가 설정되면 웹
인터페이스의 라이센싱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컨피그레이션 프롬프트를 따릅니다.라이센스를 포함
한 모든 컨피그레이션은 기본 컨트롤러와 보조 컨트롤러 간에 동기화됩니다.

Q. CSSM 라이센싱은 N+1 HA의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작동합니
까?

A. N+1 HA는 하나의 WLC에서 모든 AP가 연결된 반면 다른 AP는 대기 상태인 설정을 의미합니다
.기본 컨트롤러가 다운되거나 연결 불가능하게 되면 모든 AP가 스탠바이 컨트롤러에 연결됩니다
.이 경우 두 컨트롤러를 모두 스마트 라이센싱 서버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장애 조치가 발생하
면 라이센스가 Smart Account에 대기 컨트롤러에서 "사용"된 것으로 표시됩니다.이 변경 사항을 반
영하려면 최대 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액세스하지 않고 9800 WLC를 오프라인으로 사용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SLR - Specific License Reservation(SLR - 특정 라이센스 예약
)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으로 9800 WLC의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9800-L에서는 이 기능이
17.1.1 릴리스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다른 9800 컨트롤러에서는 16.12부터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Smart Account에서는 License Reservation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이센스 예약
기능은 Smart License Inventory의 Virtual Account의 "Licenses(라이센스)"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r54020


Smart Account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a-adoptionsupport@external.cisco.com으로
이동하여 License Reservation 기능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십시오.

Q. 오프라인 라이센싱은 HA SSO 설정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A. SLR은 HA가 설정되기 전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두 컨트롤러 간에 총 라이센스 수를 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총 AP 수가 100이면 기본 컨트롤러와 보조 컨트롤러 모두에 대해 50개의 라이센
스를 예약합니다.각 컨트롤러에서 AP 라이센스 중 정확히 1/2(60%-40% 가능)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 WLC와 보조 WLC에 하나 이상의 AP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HA 설정 라이
센스가 올바르게 부여되며, WLC는 서로 라이센스 수를 추가합니다.

Q. SLR(오프라인 라이센싱)은 HA N+1 설정에서 어떻게 작동합니
까?

A. N+1 HA에서 SLR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AP에 대해 추가 라이센스 세트를 구매하고 대기 컨트롤
러에 예약해야 합니다.이는 안타깝게도 AP 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라이센싱을 의미합니다.또한 장
애 조치 시나리오에만 N+1 WLC를 유지하면 N+1 WLC의 라이센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가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하며, AP의 수가 침해되면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두 9800 컨트롤러 간에 라이센스를 이동할 수 있습니까?

A.  예.스마트 라이센싱의 이점 중 하나는 한 컨트롤러에서 다른 컨트롤러로 쉽게 "전송"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SLR 오프라인 라이센싱의 경우 먼저 한 컨트롤러에서 제거하고 다른 컨트롤러에 추가
해야 합니다.CSSM 라이센싱의 경우 AP가 이동되면 AP 라이센스가 다른 컨트롤러에서 사용된 대
로 Smart Account에 표시됩니다.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면 최대 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9800 WLC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컨트롤러 라이센스가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컨트롤러 라이센스를
부여하라는 알림 및 syslog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Cisco는 라이센싱 규정 준수를 확
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Q. 9800-40, 9800-80, 9800-L 및 9800-CL 및 EWC(91XX 시리즈
AP에서 실행)에 라이센싱에 차이가 있습니까?

A.아닙니다. 라이센싱은 모든 플랫폼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Mobility Express와 달리 eWC(91XX
시리즈 AP에서 실행되는 임베디드 9800 컨트롤러)에는 연결된 AP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Q. 각 9800 모델에서 참가 및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는 AP의 최
대 수는 얼마입니까?



A. 아래 표에는 각 9800 WLC 모델에 대해 지원되는 최대 AP 수가 나와 있습니다.

WLC 모델 최대 AP 수
9800-80 6000
9800-40 2000
9800리터 500
9800-CL 6000

EWC EWC의 역할을 하는 AP 모델에 따라 다름, 데이터 시트
확인

Q.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사용 중"으로 표시하는 데 얼마나 걸립
니까?

A.모든 ap 가입 및 디스조인에 대한 라이센스 수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데
최대 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8시간 타이머가 기본값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컨트롤러가 재부
팅되거나 HA가 설정된 경우 1시간 후에 첫 번째 라이센스 수 보고서가 발생합니다.

불안정한 연결로 인해 WLC에서 AP가 드롭되는 경우 라이센스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9800 WLC에 "ASR_1000_AdvEnterprise" 및
"ASR_1000_AdvIpservices" 라이센스가 있습니다.9800 WLC에
ASR 라우터 라이센스가 정말로 필요합니까?

A.아니요. 다음 두 개의 버그로 인해 발생합니다.

CSCvt27421 - 9800 - 17.1 - advipservices 라이센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CSCvf53989 - 9800-40/80 - 스마트 라이센싱 요약에서 "ASR_1000_AdvIpservices"를 보여줍
니다.

●

버그는 단순한 외관용이며 9800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7.2.1 코드 릴리스에서 해결되었습니
다.

Q.  Cisco Catalyst 9800 Series 컨트롤러 라이센스에 하드웨어
RMA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 하드웨어 RMA로 인해 라이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객은 라이센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무선 컨트롤러 포스트 RMA에 액세스 포인트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Q. 9800 WLC에서 라이센싱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A.Cisco TAC에서 케이스를 열기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십시오.

도메인 tools.cisco.com이 확인 가능한지 확인합니다.1.

tools.cisco.com은 http(s)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2.

다음 show 명령의 출력을 수집합니다.3.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t2742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f53989


#show license tech support

#show license air entities added

#show license air entities deleted

#show license air entities no-change

#show license air entities summary

#show license air entities bulk

#show license eventlog

#show license usage

#show ap uptime

#show wireless stats ap join summary

디버깅 수집:

#set platform software trace ios chassis active R0 all-modules debug

>> Reproduce the issue

#show logging process ios internal to-file bootflash:license_debugs.txt

그러면 디버그가 포함된 license_debugs.txt 파일이 9800 WLC의 boothflash에 저장됩니다
.WLC에서 license_debugs.txt 파일을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관리) > File Manager(파일 관리자)에서 찾을 수 있는 내장 파일 브라우저를 사
용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또는 SFTP, FTP, TFTP 등과 같이 지원되는 다른 파일 전송 프
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패킷 캡처 수집 스마트 라이센싱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인터페이스에서컨트롤러 웹 인터페이
스에서 Troubleshooting(문제 해결) > Packet Captures(패킷 캡처)로 이동하여 관련 인터페이
스에서 캡처를 설정하고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이 정보는 암호화될 수 있지만 DNS 또는 연
결 가능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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