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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고객이 사용 가능한 가장 안정적인 무선 LAN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됩
니다.Cisco Wireless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는 릴리스된 AireOS 소프트웨어의 각
열차에서 AireOS를 빌드할 것을 권장합니다.이러한 권장 사항은 매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빌드/유지 관리 간격

경우에 따라 TAC 권장 빌드는 에스컬레이션 또는 유지 보수 임시/베타 빌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
한 빌드는 CCO(Cisco.com)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중요한 버그 수정(CCO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것 이상)이 있으며, 고객 사이트에서 몇 주 동안 프로덕션 환경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베타/에스컬레이션/임시 빌드는 릴리스되지 않은 기능 및/또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
을 포함합니다.  TAC에서는 릴리스되지 않은 기능 또는 하드웨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식 릴리
스까지는 BU(Business Unit)에서 이러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릴리스된 기능 및 플랫폼의 경우 TAC 및 BU에서 이 빌드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TAC 권장 에스컬레이션/유지 보수 임시 빌드를 요청하려면 무선 LAN 컨트롤러 계약에서 Cisco
TAC 케이스를 여십시오.

TAC 권장 빌드

AireOS 8.10

AireOS 8.10.130.0 및 8.10.142.0은 TAC 권장 릴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TAC에서는
802.11ax(Catalyst 9100 Series Wi-Fi 6)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고객이 최신 8.10 릴리스를 실행하
는 것이 좋습니다.

8.10.112.0 및 8.10.121.0은 지연되며, 이러한 릴리스를 실행하는 고객은 규정 요구 사항을 위
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합니다.FN70577을 참조하십시오.

●

FIPS 고객은 8.10.112.0을 사용하면 AP가 고립되어 복구를 위해 물리적 액세스가 필요할 수 있
으므로 안 됩니다.
CSCvt17801입니다. (AP 2800/3800/4800/1560/IW 6300은 FIPS가 활성화된 WLC에 가입하려
고 시도한 후 루프에 들어갑니다.)이 버그는 8.10.113.0, 8.10.122.0 또는 8.10.130.0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8.10에서 발견된 버그

CCO 8.10 릴리스는 8.10.122.0까지 폭넓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취약합니다.

CSCvu24770(다양한 Android 10 폰이 연결되지 않음) 8.10에서 8.10.122.0까지, 8.10.130.0에
고정됨

●

CSCvu61194(AP2800/3800은 RTS 및 BAR의 버스트를 무작위로 전송하여 클라이언트 데이터
속도가 저하됨) 8.10.121.0/8.10.122.0에 고정되어 8.10.130.0

●

AireOS 8.9

AireOS 8.9.100.0 및 8.9.111.0이 지연됩니다.  802.11ax AP에는 8.9 이상이 필요합니다.TAC에서
는 이러한 AP를 사용하는 구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최신 8.10 릴리스를 권장합니다.

AireOS 8.8

8.5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또는 하드웨어(예: AP4800 시리즈)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 TAC에서는
8.8.130.0 또는 8.10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Cisco 9800 컨트롤러와의 IRCM(Inter-Release
Controller Mobility) 호환성도 지원합니다.  8.8.130.0은 마지막 8.8 릴리스입니다. End of Life 게시
판을 참조하십시오.

AireOS 8.7

AireOS 8.7.106.0은 유지 보수 계획이 없는 단기간 릴리스입니다. End of Life 게시판을 참조하십시
오.  8.5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고객은 8.8 또는 8.10을 실행해야 합니다.

AireOS 8.6

/content/en/us/support/docs/field-notices/705/fn70577.html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t1780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u24770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u61194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3863.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3863.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2354.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2354.html


AireOS 8.6.101.0은 유지 보수 계획 없이 단기간 릴리스되며 지연됩니다. End of Life 게시판을 참조
하십시오.  8.5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고객은 8.8 또는 8.10을 실행해야 합니다.

AireOS 8.5

AireOS 8.5.161.0은 TAC 지원 릴리스입니다.  8.5로 수명이 끝나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구축의 경
우, TAC에서는 8.5.161.x 에스컬레이션 코드(8.5.161.6 이상, TAC에서 현재 사용 가능) 8.5가 다음
플랫폼의 마지막 교육입니다.AP1600, AP2600, AP3500, AP3600, AP1552(128MB 버전), AP802,
WLC2504, WLC5508, WLC7510, 8510, WiSM2.  8.5 End of Life 계획의 제품 게시판을 참조하십시
오.

8.5.161.x Escalation에는 다음과 같이 자주 발생하는 버그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며, 이 수정
사항은 8.5.161.0에 없습니다.

CSCvq55777 로밍 클라이언트가 즉시 "만료될 모바일"을 가져옵니다.●

CSCvq16085 3504는 일부 프로토콜에 대해 연결할 수 없는 인터페이스로 부팅됩니다.●

참고:8.5.161.1~8.5.161.3 Escalation이 설치된 고객은 규제 요구 사항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8.5.161.6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FN70577을 참조하십시오.  (8.5.161.6 이상에
서는 8.5.161.1-8.5.161.5에 영향을 미치는 AP2800/3800 무선 문제 CSCvu61194를 수정합니다.)

Cisco 9800 컨트롤러와 AireOS 8.5의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8.5.164.0 "IRCM" 특수 이미지를
5508/8510/5520/8540/3504.  이 이미지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비 IRCM 구축에서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ireOS 8.4

AireOS 8.4는 유지 보수 계획 없이 단기간 릴리스되며 지연됩니다.  8.3 이후 기능 또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모든 구축은 대신 8.5를 실행해야 합니다.

AireOS 8.3

8.3에서 종료되는 하드웨어가 포함된 구축의 경우 TAC에서는 8.3.150.0 또는 8.3.150.x 에스컬레이
션 코드(현재 TAC에서 사용 가능) 8.3이 다음 플랫폼의 마지막 열차라고 권장합니다.AP1040,
AP1140, AP1260, AP1552(64MB 버전), OEAP600.

8.3.150.0 및 8.3.150.x 에스컬레이션 코드에는 8.3.143.0 CCO 릴리스 외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다
음 버그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AP 스위치의 CDP-4-DUPLEX-MISMATCH 로그 메시지(CSCvi02106) (필드 알림 FN70252)●

IOS AP 플래시 손상 문제(필드 알림 FN70330 참조)●

AireOS 8.3.150.0

8.3.150.0은 8.3의 최종 CCO 릴리스입니다. End of Life 게시판 참조
8.3.150.0은 2019년 4월 Security Advisory 수정 사항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AireOS 8.3.150.x 에스컬레이션

AP-COS를 사용하는 8.3 구축의 경우 TAC에서는 8.3.150.x Escalation을 권장합니다(요청 시●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2075.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2075.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4139.html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q5577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q16085
/content/en/us/support/docs/field-notices/705/fn70577.html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u6119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i02106
/content/en/us/support/docs/field-notices/702/fn70252.html
/content/en/us/support/docs/field-notices/703/fn70330.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42339.html
/content/en/us/td/docs/wireless/controller/release/notes/crn83mr5.html#resolved_caveats


제공).
8.3.150.x Escalation에는 8.3.150.0의 모든 버그 픽스 및 8.3.150.0에 없는 몇 가지 키 버그 픽스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P-COS:MIC 인증서 만료 검사를 활성화한 후 AP가 조인되지 않음(CSCvb93909)●

CSCvp73371(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 포인트에서 무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술 팁 ARP
응답 참조)

●

'hostapd' 코어 파일을 생성하는 AP가 EAPOL에 응답하지 않습니다(CSCvi42632).●

Cisco 1810W AP가 데이터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중지됩니다
(CSCvg91770)

●

Cisco 3800 AP FW가 라디오 0(CSCvh54235)에서 작동을 중지했습니다.●

Cisco 2800,3800,1560 AP는 다운스트림 패킷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WLC에 대한 ARP 항
목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CSCvg4450).

●

AireOS 8.2

8.0 이후 도입된 기능이나 하드웨어가 필요한 구축의 경우 TAC에서 8.2.170.0을 지원합니다.  더 이
상 8.2 릴리스가 계획되지 않습니다.

AireOS 8.1

8.1.131.0은 AireOS 8.1의 최종 유지 보수 릴리스이며 지연됩니다.AireOS 8.1 고객의 권장 업그레
이드 경로는 8.3 또는 가능한 경우 8.5입니다.

AireOS 8.0

AireOS 8.0 고객의 경우 TAC에서 8.0.152.0을 지원합니다.  더 이상 8.0 릴리스가 계획되지 않습니
다.

8.0.150.0 및 8.0.152.0은 RAID 오류 문제(CSCve81314(로컬 모드 AP) 및
CSCve81269(FlexConnect AP)에 취약합니다. TAC에서 사용할 수 있는 8.0MR5esc로 수정되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드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Mobility Express

Mobility Express 구축의 경우 최신 8.10 릴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AireOS 릴리스 권장 사항

일반적인 AireOS 릴리스 권장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isco Wireless Software 릴리스 마이그레이션 게시판 지침●

소프트웨어 연구●

5520 및 8540의 CIMC 소프트웨어 참고 사항

5520 및 8540 컨트롤러에는 CIMC 3.0(4l) 또는 4.0(2f)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IMC 2.x 또는 3.x가 설치된 경우 CMC 3.0(4l)으로 업그레이드●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b9390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p7337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i4263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g91770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h5423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g44450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e8131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e81269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wireless/8500-series-wireless-controllers/bulletin-c25-730741.html
https://software.cisco.com/research/home


CIMC 4.0x가 설치된 경우 CIMC 4.0(2f)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10.105.0 릴리스 노트의 CIMC 유틸리티 업그레이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DA(Software Defined Access) 참고 사항

SDA에 가장 적합한 코드 조합 권장 사항은 항상 SDA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Cisco의
SDA 솔루션 테스트 팀에서 테스트한 Cisco DNA Center, ISE(Identity Service Engine), 스위치, 라
우터 및 무선 LAN 컨트롤러 코드의 특정 조합 목록을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IOS-XE의 무선 컨트롤러는 무선 LAN 컨트롤러용 TAC 권장 IOS-XE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Cisco 지원 커뮤니티에서 TAC 권장 AireOS 토론 스레드 사용●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isco Wireless Solutions Software Compatibility Matrix에서 어떤 릴리스가 어떤 하드웨어 플랫
폼을 지원하는지 설명합니다.

●

/content/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wireless/catalyst-9800-series-wireless-controllers/214749-tac-recommended-ios-xe-builds-for-wirele.html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ument/12481821/tac-recommended-aireos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content/en/us/td/docs/wireless/compatibility/matrix/compatibility-matri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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