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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DNA-Center를 통해 비패브릭 Catalyst 9800 Wireless LAN Controller를 추가,
관리 및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에 대한 샘플 컨피그레이션 예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Catalyst 9800 및 DNA-Center 구성에 대한 기본 지식

요구 사항

Catalyst 9800 WLC 및 Cisco DNA-Center의 솔루션 호환성 요구 사항은 소프트웨어 호환성 매트릭
스를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16.10.1e 릴리스의 9800-CL

Cisco DNA-Center 1.2.10 릴리스.

구성

C9800 GUI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C9800 GUI> Administration(관리)>>SNMP로 이동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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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버튼을 클릭하여 SNMP 모드를 활성화합니다.커뮤니티 문자열 페이지로 이동하여 읽
기 전용의 경우 두 개의 커뮤니티 "ro"를 추가하고 읽기-쓰기의 경우 "rw"를 추가합니다.

2.

참고:이 예에서는 V2 커뮤니티를 사용합니다.V3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ave & Apply to Device"를 클릭합니다.

"rw" 커뮤니티를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다시 클릭합니다.



"Save & Apply to Device(장치에 저장 및 적용)"를 누른 후 아래에 나열된 두 V2 커뮤니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DNA-C가 C9800과 통신하려면 NETCONF를 활성화하고 C9800에서 로컬 권한 부여 프로파
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C9800 GUI>>> Administration>>
Command Line Interface에서 탐색하는 것입니다

3.



이 페이지는 GUI의 CLI(SSH 세션)와 같습니다.아래 명령을 Command Line Interface 섹션의
"Configure" 모드에 붙여넣고 "Run Command"를 실행합니다.

4.

netconf 양

aaa authorization exec 기본 로컬



C9800은 이제 Cisco DNA-C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Cisco DNA-C GUI:

Cisco DNA-C GUI 로그인 1.

웹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도구 메뉴를 클릭하고 "인벤토리" 탭을 선택합니다.2.



참고:또는 "검색" 메뉴를 사용하여 C9800 디바이스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Inventory(인벤토리)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Add(추가)"를 클릭합니다.3.

C9800 WLC 세부사항 입력 4.



아래로 스크롤하여 CLI/Netconf/GUI 설정을 수정합니다.



C9800의 기본 NETCONF 포트는 포트 830입니다.



"Add(추가)"를 클릭하면 디바이스가 cisco DNA-C 인벤토리에 추가됩니다.디바이스가 "관리" 상태
인지 확인합니다.

이제 C9800이 Cisco DNA-C에 추가되었습니다.

Cisco DNA-C를 통한 C9800 프로비저닝

1단계:설계

Cisco DNA-C 홈 페이지에서 Design 탭을 클릭합니다.1.

사이트 맵 및 층 계획이 이미 네트워크 계층 탭에 추가되었습니다. 

무선 SSID를 추가하려면 "네트워크 설정" 탭을 클릭하고 "무선"으로 이동한 다음 "추가"를 클
릭합니다.

2.



아래로 스크롤하여 보안 설정에 액세스하고 PSK 비밀번호를 구성합니다.

"Next(다음)" 탭을 클릭하면 "Wireless Profiles(무선 프로파일)" 탭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무선 프로
파일을 특정 사이트에 할당하도록 구성합니다.





"Finish(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생성한 WLAN 및 무선 정책 프로파일을 모두 추가해야 합니다.

2단계:프로비저닝

WLAN 및 프로파일이 설계되었으므로 해당 WLC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Cisco
DNA-C 상단의 "Provision(프로비저닝)" 탭을 클릭합니다.

Provision(프로비저닝) 메뉴에서 디바이스 인벤토리 "Filter(필터)" 옵션 아래에서 디바이스 이
름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1.



WLC를 선택하고 "Actions(작업)" 필드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고 "Provision(프로비저닝
)"으로 이동합니다
.

2.

사이트에 장치 추가 3.



이 예에서 AP와 WLC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피그레이션 및 고급 컨피그레이
션 단계를 건너뛰고 요약 페이지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프로비저닝에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세스 포인트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5.



이제 C9800 GUI>>Configurations>>WLAN에서 프로비저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이제 Cisco DNA-C를 통해 WLC/AP를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했습니다.

문제 해결

Cisco DNA-C에서 클러스터의 "each" Cisco DNAC의 CLI에서 "sudo rca"

C9800 CLI에서:

디버깅:



debug snmp requests

debug snmp packets

debug netconf-yang level debug 

show platform software yang-management process

모든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netconf-yang이 실행 중이면 gmib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가 UP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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