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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릴리스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버그를 문서화하는 것은 Cisco 정책입니다.  BST(Bug
Search Tool)는 이러한 버그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이 툴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은 버그 검색
툴 도움말 및 FAQ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ST의 한 가지 제한 사항은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버그를 항상 찾을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isco 5520 Wireless Controller에 적용되는 버그를 검색할 때 버그가 발견
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른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 및 AP(Access Point) 제
품에 적용되는 버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버전 번호를 입력할 때 BST가 해당 형식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점으로 구분된 쿼드" 스타일 표
기법(예: 8.0.120.0)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대신 w.x(y.z) 표기법을 사용합니다(예: 8.0(120.0)).

AireOS 무선 LAN 컨트롤러 버그

AireOS를 실행하는 모든 Wireless LAN Controller의 경우 다음 항목을 검색하여 BST에서 해당 버
그를 찾습니다.
제품:시리즈/모델 = Cisco 5508 Wireless Controller

이는 2500 Series, 5500 Series, 8500 Series, Flex 7500 Series, WiSM2, Virtual Wireless LAN
Controller(그리고 이전 AireOS WLC에 적용)

Cisco IOS® 액세스 포인트 버그

Cisco IOS를 실행하는 모든 Cisco Aironet Access Point(경량 또는 자동 관리)의 경우 다음 항목을
검색하여 BST에서 해당 버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시리즈/모델 = Cisco Aironet 3700 Series

이는 모든 Aironet 802.11a/11g/11n 및 11ac Wave 1 AP 및 브리지에 적용됩니다(전체 목록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IOS 이미지 이해 참조).

https://tools.cisco.com/bugsearch
https://tools.cisco.com/bugsearch
http://www.cisco.com/web/applicat/cbsshelp/help.html
http://www.cisco.com/web/applicat/cbsshelp/help.html
http://www.cisco.com/web/applicat/cbsshelp/help.html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ument/77131/understanding-access-point-ios-images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ument/77131/understanding-access-point-ios-images


COS 액세스 포인트 버그

CO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모든 Cisco Aironet Access Point의 경우 다음 항목을 검색하여 BST에
서 해당 버그를 찾습니다.

제품:시리즈/모델 = Cisco Aironet 1850 Series 액세스 포인트

이는 모든 Aironet 802.11ac Wave 2 AP에 적용됩니다(1800, 2800, 3800 및 1560 시리즈 포함).

Mobility Express 버그

COS AP에서 실행되는 Mobility Express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음 항목을 검색하여 BST에
서 해당 버그를 찾습니다.

제품:시리즈/모델 = Cisco Mobility Expres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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