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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atalyst Instant Access 솔루션 

개요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는 분산 및 액세스 계층 스위치에 걸쳐 단일 네트워크 터치 포인트와 단일 구성 
지점을 구축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운영을 대폭 단순화합니다. 본 백서는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 솔루션의 아키텍처, 구성요소, 패킷 워크 및 가치 제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요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는 구성, 관리 및 문제 해결의 단일 지점을 통해 물리적 분산 및 액세스 계층 스위치를 
단일 논리 엔티티로 병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솔루션은 프로비저닝 및 운영 단순화를 도입하여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를 단순화합니다.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 및 관리의 단일 지점 

• 분산 및 액세스에 걸친 단일 소프트웨어 이미지 

• 액세스 스위치에 대한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비저닝 

• 기능 및 하드웨어 일관성을 통해 액세스 계층에서 빠른 인프라 구축 

• 액세스 계층에서 자동 업링크 구성 

• 액세스 스위치에 대한 자동 이미지 프로비저닝 

• 분산 및 액세스 계층에 걸친 풍부하고 일관성 있는 Catalyst 6500/6800 Series의 기능 세트  

그림 1은 21개의 액세스 스위치(1008개 포트) 분산 블록에 대한 단일 터치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그림 1.     단일 논리 스위치 

  

초기 Cisco Catalyst OS 릴리스 15.1(2)SY를 사용하면 Instant Access 솔루션은 21개의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에 걸쳐 1008개의 호스트 포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최대 3개의 
클라이언트 스태킹을 지원합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는 클라이언트 스택 크기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토폴로지(그림 2)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32-포트 캠퍼스 네트워크는 4개의 분산 블록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블록은 1008개의 포트(48개 포트 각각에 대해 21개의 액세스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이 때 
분산에서는 VSS 쌍을 사용하고 액세스 계층에서는 스태킹을 사용합니다. 



 
 
 
 
 
 

 
© 2013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시스코의 공개 정보입니다. 2/18페이지 

 
이 캠퍼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 구성 관리를 위한 29개 장비 

• 이미지 관리를 위한 29개 장비 

• 액세스 스위치에서 48개 트렁크와 포트 채널 구성 

• 29개의 별도 구성(SNMP, NTP, TACACS/RADIUS, VLAN DB, 관리 IP, 게이트웨이, 호스트 이름 등)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를 사용하면 동일한 4032 포트 캠퍼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 관리를 위한 총 5개의 장비 

• 액세스 스위치에서 이미지 관리 없음 

• 액세스 스위치에서 업링크 트렁크 구성 없음 

• SNMP, NTP, TACACS, VLAN DB, 관리 IP, 호스트 이름에 대한 5개의 별도 구성 

그림 2.   기존의 설치 방식 그림 3.   Instant Access 설치 

  

시스템 구성요소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 솔루션은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이고 다른 
하나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그림 4)입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 상위 장비는 Cisco Catalyst 6500E 또는 6800 Series 섀시의 쌍으로 구성됩니다. 이 때 
Supervisor 2T는 VSS 또는 VSS Quad-Sup SSO1 모드로 구성되고 WS-6904 40G/10G 라인 카드는 10G 모드로 
구성됩니다. VSS 및 VSS Quad-Sup SSO 모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G 
모드로 동작하는 40G 라인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설치는 분배 계층에서 VSS 쌍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Cisco Catalyst 6500/6800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Instant Access 솔루션이 각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원격 라인 카드로 취급하고 이 원격 
라인 카드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VSS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VSS 모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분배 
계층에서 단일 스위치로 Instant Access를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성된 경우에는 하나의 수퍼바이저 엔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경로 프로세서 리던던시(RPR)를 제공하도록 섀시가 2개의 수퍼바이저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분배 계층에 단일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설계와 유사한 단일 장애 지점을 전체 시스템에 생성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는 분배 계층에서 Cisco Catalyst 6500E 또는 6800 Series Switch와 함께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만 작동하는 Cisco Catalyst 6848ia Switch입니다. 이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48개의 
10/100/1000 인터페이스와 2개의 10Gbps 업링크 또는 패브릭 인터페이스 포트를 지원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의 고급 기능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5718/ps9336/white_paper_c11_429338.pdf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5718/ps708/white_paper_c11-696669.html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2SX/configuration/guide/red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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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1000 BASE-T 호스트 포트 48개(PoE+ 또는 비PoE 옵션 사용) 

• 10Gbps 업링크 포트 2개 

• 740W PoE 전원: 

◦ 전체 PoE(15W) - 모든 48개 포트 

◦ 전체 PoE+(30W) - 모든 24개 포트 

• 최대 3개의 클라이언트까지 스태킹 

• 80Gbps의 양방향 스택 대역폭 

•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중앙집중식 패킷 스위칭을 사용할 경우에만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모드로 

작동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 구성요소 

IA 상위 장비 - Catalyst 6500/6800의 VSS 쌍 

  

IA 클라이언트 - Catalyst 6848ia 

상위 장비 및 클라이언트 외에도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Fex 패브릭 링크는 패브릭 링크에 
걸쳐 Cisco 10GBase SFP+를 사용하여 단거리, 장거리 멀티모드, 장거리 및 확장 거리 광학 장치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 아키텍처 

컨트롤 플레인 

Instant Access 솔루션에서 컨트롤 플레인 구현은 모든 액세스 스위치를 하나의 엔티티에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4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Satellite Discovery Protocol(SDP). 이 링크 기반 프로토콜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링크에 대해 실행됩니다. 또한 패브릭 링크 연결을 설정,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에 걸쳐 Multichassis EtherChannel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DP는 작업자의 개입 
없이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패브릭 업링크를 구성해 자동 클라이언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http://preview.cisco.com/en/US/products/ps13198/index.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modules/ps5455/data_sheet_c78-4556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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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ellite Registration Protocol(SRP). 이 프로토콜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의 이미지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지 검사 및 클라이언트의 자동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이는 신규 클라이언트와 신규 클라이언트 스택 멤버가 스택에 추가되면 양쪽 모두에 대해 발생합니다. SRP는 
온라인 삽입 및 삭제(OIR)와 자동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SRP는 액세스 계층에서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성을 없애, 분산 및 액세스 계층에 걸쳐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능의 일관성이라는 
추가 이점을 제공합니다. 

• Satellite Configuration Protocol(SCP). 이 프로토콜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의 구성 관리, 통계 및 
상태를 처리합니다. 

• InterCard Communications(ICC). ICC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 및 클라이언트에 걸쳐 Syslog, QoS, 
원격 로그인 및 POE+ 등의 인프라 기능에 사용됩니다.  

이 제어 프로토콜은 백그라운드에서 투명하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추가 사용자 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VNTAG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바이트 VNTAG 헤더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와 상위 장비 사이에서 패브릭 
링크를 통과시키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 캡슐화됩니다. VNTAG 헤더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원격 라인 
카드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가 상위 장비 스위치에서 논리 인터페이스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유니캐스트 패킷 및 멀티캐스트 패킷을 구분하기 위해 P 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림 5.     VNTAG 헤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상위 장비에 대하여 원격 라인 카드로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해 SRP는 클라이언트의 각 
호스트 포트와 고유한 가상 인터페이스 ID(VIF)를 연결합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는 프로비저닝 프로세스(그림 
6)에서 VIF를 클라이언트의 각 호스트 포트에 할당합니다. 클라이언트 액세스 스위치를 입력하는 모든 패킷은 패브릭 
링크를 통해 상위 장비로 전송되기 전 VNTAG 헤더로 태깅됩니다. 수신 포트에 할당된 VIF는 이 VNTAG 헤더에서 
소스 VIF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 스위치로 향하는 패킷의 경우 상위 장비는 클라이언트에서 출구 포트를 
정의하기 위해 VNTAG 헤더에서 대상 VIF를 사용합니다. 

대상 비트 
포인터 비트 
(멀티캐스트) 

대상 VIF 

루프백 비트 

예비 소스 V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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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IF 할당 

 
 

유니캐스트 포워딩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 솔루션에서 유니캐스트 트래픽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유니캐스트 패킷 
워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그림 7). 

1. 일반 이더넷 프레임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 호스트 
포트를 IF1(VIF = VIF1)로 참조합니다. 

2. 수신 이더넷 프레임은 VNTAG 헤더(소스 VIF = VIF1, 대상 VIF = 0)로 캡슐화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서 입력되는 모든 패킷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대상 VIF = 0)로 업스트림 전송됩니다.) 

3.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FEX 인터페이스에 도달하는 패킷이 VNTAG 헤더를 포함한 경우 헤더에 대하여 
탈캡슐화됩니다. MAC 학습은 IA 상위 장비 포스트 VNTAG 탈캡슐화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이더넷 
프레임은 상위 Catalyst 스위치의 포워딩 엔진에 의해 처리되고 네이티브 포트에 도달하는 일반 이더넷 
프레임처럼 스위칭됩니다. 

그림 7.     클라이언트에서 상위 장비까지 Fex 패브릭 간 VNTAG 패킷 

 
 

4. 코어 계층에서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 VIF1로 오는 패킷의 경우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는 
테이블 조회를 수행합니다(그림 8). 또한 아웃바운드 패브릭 링크 인터페이스가 FEX인지 확인하고, 
프레임(VNTAG 헤더 소스 VIF = 0 및 대상 VIF = VIF1)을 캡슐화하며, Fex 패브릭을 통해 해당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수신 매핑 
IA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자동 할당 
호스트 포트당 VIF 1개 
Etherchannel당 VIF 1개 
채널 제어용 FEX CPU에  
VIF 1개 
IA 상위 VIF = 0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IA 클라이언트 복제 표에 대한 포인터 

 

IA 상위 
 
 
 
 
 
 
IA 클라이언트 
 
 
호스트 

IA 상위 
 
 
 
 
 
IA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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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Fex 패브릭에 도달하는 이더넷 프레임은 VNTAG 헤더에 대하여 탈캡슐화되고, 
대상 VIF를 기반으로 해당 인터페이스 VIF1로 전환됩니다. 

그림 8.     상위 장비에서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 이르는 Fex 패브릭에 걸친 VNTAG 패킷 

 
 

이는 Instant Access 솔루션의 단순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VNTAG는 클라이언트와 상위 장비 사이에서 
FEX 패브릭 링크로의 로컬이고, 나머지 네트워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멀티캐스트 포워딩 

Cisco Catalyst 6848ia는 Catalyst 6500 및 6800X Series의 모든 멀티캐스트 기능 외에도 Label Switched Multicast 
또는 Medianet 기능 등 로컬 멀티캐스트 복제에 대한 지능형 멀티캐스트 기능을 포함합니다. 여러 개의 수신기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 조인할 경우 Instant Access가 로컬 멀티캐스트 복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그림 9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IF1 및 IF2에 연결된 멀티캐스트 그룹 수신기들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멀티캐스트 그룹을 (*,G)/(S,G) 엔트리의 일부로 조인합니다. 

2.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는 그룹 VIF 테이블에 대한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이 
테이블은 클라이언트의 그룹 수신기 인터페이스에 특화된 멀티캐스트 그룹 VIF의 매핑을 유지합니다. 

3. 각 멀티캐스트 패킷의 단일 사본은 Fex 패브릭을 통해 대상 VIF = 멀티캐스트 패킷의 그룹 VIF이고 P 
비트가 1(멀티캐스트 패킷을 의미)로 설정된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됩니다. 

4.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VNTAG 캡슐화 패킷을 수신합니다. 이 때, 대상 VIF = 그룹 VIF이고 "P" 비트는 
이것이 멀티캐스트 패킷임을 나타내기 위해 VNTAG 헤더에서 설정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수신기에 연결된 각 인터페이스(IF1 및 IF2)에 각각의 패킷 사본을 전송하기 전 인터페이스 ID 매핑 테이블에 
대하여 그룹 VIF를 조회하고 멀티캐스트 패킷의 로컬 복제를 수행합니다. 

IA 상위 
 
 
 
 
 
IA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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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멀티캐스트 패킷 복제 

 
 

솔루션 기능 

운영 단순화: Instant Access 솔루션은 분산 및 액세스 스위치에 걸쳐 단일 관리 지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액세스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4레벨 인터페이스의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논리적으로 표현됩니다(그림 10). 

그림 10.   인터페이스 이름 지정 

 
 

예를 들어, FEX 111 스택 멤버 2로 구성된 Cat6848ia의 GigabitEthernet 인터페이스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interface GigabitEthernet111/2/0/1 

그림 11.   인터페이스 번호 지정 

 
 

IA 상위 

그룹 VIF 

발송 인터페이스 

수신기 

스택 멤버 하위 모듈 FEX 포트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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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물리적 호스트 포트는 다음 인터페이스 출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로컬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논리 인터페이스입니다. 

Cat6500-VSS#show int gig 111/2/0/1 
GigabitEthernet111/2/0/1 is up, line protocol is up (connected) 

Hardware is C6k 1000Mb 802.3, address is 0000.0000.0001 (bia 0000.0000.0001) 

MTU 1500 bytes, BW 1000000 Kbit, DLY 1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never, output never,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3w4d 
Input queue: 0/2000/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0 packets input, 0 bytes, 0 no buffer 
Received 0 broadcasts (0 multicasts)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watchdog, 0 multicast, 0 pause input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0 packets output, 0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이와 유사하게,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FEX ID 111 스택 멤버 2의 전체 구성은 다음 출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논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Cat6500-VSS#show run fex 111 module 2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5554 bytes 
! 
interface GigabitEthernet111/2/0/1 
switchport access vlan 90 
switchport voice vlan 91 
switchport ho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11/2/0/2 
switchport access vlan 90 
switchport voice vlan 91 
switchport ho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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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 대한 라인 카드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show module" 
출력에서 라인 카드처럼 됩니다. 

Cat6500-VSS#show module fex 111 
Switch Number:  111   Role: FEX 

 ---------------------   -----------------------------  
Mod Ports  Card Type Model Serial No. 
---  ----   -------------------------------------   -----------------   ----------  

1 48    C6848ia 48GFPwr 2SFP C6800IA-48FPD        FHH1707P00S 

2 48    C6848ia 48GFPwr 2SFP C6800IA-48FPD        FHH1707P010 

Mod MAC addresses                Hw  Fw     Sw    Status 

---  ---------------------------------   -----   -----------   -----------   ------  
1 0022.bdf4.6600 to 0022.bdf4.6633   7.0  15.0(2.0.57) Ok(FLIC Enabled) 

2 0022.bdf4.6d80 to 0022.bdf4.6db3   7.0  15.0(2.0.57) Ok(FLIC Enabled) 

Mod Online Diag Status 
----  ------------------  

1 Pass 

2 Pass 

최대 21개의 48포트 스위치는 원격 라인 카드처럼 관리되고 1008개의 모든 포트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논리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체 분산 블록에 대하여 구성 및 관리의 단일 관리 지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프로비저닝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의 패브릭 링크에 연결되면, Instant Access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함으로써 액세스 계층의 초기 프로비저닝을 단순화합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는 클라이언트 이미지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의 이미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검색하고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모두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양방향 스택 대역폭이 80Gbps이고 스택에서 최대 3개의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가진 멤버 사이에 스태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lexStacking-Plus 스태킹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는 스태킹 밀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FlexStack-Plus처럼 스택 마스터는 자동으로 선택되고 새 스택 멤버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 의해 자동으로 검색 및 프로비저닝됩니다. 마치 상위 스위치에 대한 진정한 라인 
카드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설치하기 전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스위치 구성의 사전 프로비저닝이 지원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면 사전 프로비저닝 구성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 자동으로 적용됨으로써 
설치를 대폭 단순화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분배 계층으로부터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사전 
프로비저닝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배선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FEX 112)를 2개의 스택으로 사전 프로비저닝한 예입니다. 

mod provision create fex 112 type 6800IA-48TD 
mod provision create fex 112 module 2 type 6800IA-48TD 

Config# Interface range 112/1/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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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switchport access vlan 100  

Config# switchport voice vlan 101  

Config# switchport host 

클라이언트 ID(FEX-ID 112)가 사전 프로비저닝되면, 인터페이스 호스트 포트에 대한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구성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의 실행-구성(running-config)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 구성은 “show run fex 112” 
명령을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6500-VSS#show run fex 112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11103 bytes 
! 
interface GigabitEthernet112/1/0/1 
switchport access vlan 100 
switchport voice vlan 101 
swtichport ho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12/1/0/2 
switchport access vlan 100 
switchport voice vlan 101 
switchport host  

!  

interface GigabitEthernet112/1/0/3 
switchport access vlan 100 
switchport voice vlan 101 
switchport host  

! 

새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면, 제어 프로토콜은 상위 장비에 대한 클라이언트 업링크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사전 프로비저닝 구성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포트 인터페이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의 단순화 

Cisco Catalyst 6500/6800 소프트웨어 이미지 및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이미지는 상위 장비에서 진정한 라인 
카드의 이미지처럼 단일 이미지로 함께 제공됩니다. 새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부팅되고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검색할 때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이미지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의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미지는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액세스 계층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분산 및 액세스 계층에 걸쳐 일관된 기능으로 민첩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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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Instant Access 솔루션은 다양한 복구 수준을 제공합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는 분배 계층에서 Cisco 
VSS(Virtual Switching System) 및 쿼드 수퍼바이저 VSS(Quad Sup VSS)를 지원해 어떤 장애 지점에서나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분배 레벨에서 쿼드 SSO(Supervisor Stateful Switchover)를 사용하면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스택이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 대하여 듀얼 홈 방식이 될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기 전 3개의 
수퍼바이저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림 12). 

그림 12.   Instant Access 상위 장비 고가용성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하나의 Multichassis EtherChannel 연결로 번들링된 다중 패브릭 링크 연결은 
VSS 쌍과 클라이언트 스택 사이에서 6개의 10G 링크를 통해 최대 60Gbps까지 확장될 수 있어 패브릭 링크 
리던던시를 제공합니다. 패브릭 링크는 스택 멤버에 걸쳐 확장이 가능해 리던던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의 Fex 패브릭 링크 간 높은 수준의 리던던시를 제공하기 
위해 Fex 패브릭을 통한 EtherChannel 로드 공유를 지원합니다(그림 13). 

그림 13.   Fex 패브릭 고가용성 

 
 

VSS 쌍 

SSO 모드에서 각 섀시의 수퍼바이저 
1개를 이용한 고가용성 

SSO 모드에서 각 섀시의 수퍼바이저 
2개를 이용한 고가용성 

VSS 쌍에 듀얼 홈 스택 멤버에  
걸친 듀얼 홈 

클라이언트-상위에 걸친 
업링크(60G) MEC 최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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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포트 EtherChannel을 지원합니다. 최대 8개의 호스트 포트는 EtherChannel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EtherChannel은 스택 멤버에 걸쳐 확장이 가능합니다(그림 14). 

그림 14.   호스트 포트 고가용성 

 
스택 멤버에 걸친 IA 호스트  

포트에서의 MEC 
 

Enhanced Fast Software Upgrade(eFSU) 
Cisco Catalyst 6500E 및 6800X Series는 향상된 Fast Software Upgrade(eFSU)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VSS 쌍에서 
2개의 수퍼바이저에 걸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인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네트워크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2개의 상이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는 2개의 수퍼바이저에 걸쳐 활성 및 대기 수퍼바이저를 
SSO(Synchronous Stateful Switchover) 모드로 전환합니다. VSS 쌍에서 양쪽 스위치 모두에 대한 활성 데이터 
플레인을 유지함으로써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 네트워크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eFSU는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1단계. issu loadversion: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VSS 쌍의 대기 수퍼바이저에 로드됩니다. 

2단계.  issu runversion: 새 소프트웨어는 활성 수퍼바이저 엔진이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과 함께 
 계속 작동하는 동안 대기 수퍼바이저 엔진에 로딩됩니다.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대기 수퍼바이저는 SSO 

상시 대기 단계에 도달하고, 스위치오버가 발생하며, 대기가 활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실행됩니다. 

3단계.  "issu 
 acceptversion"으로 새 소프트웨어를 타 프로세서에 로드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거나 "issu 

abortversion"으로 업그레이드를 중단한 뒤 기존 소프트웨어로의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issu commitversion은 대기 수퍼바이저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로드하여 eFSU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eFS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림 15.   eFSU 단계 

 

(옵션)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2SX/configuration/guide/red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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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U의 기능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도록 확장되는데, 그 방식은 라인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Catalyst 6500/6800 소프트웨어 이미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새 CLI를 도입함으로써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스택의 AHupgrade(FEX-ID)가 활성화되면 eFSU 
프로세스의 issu commitversion(4단계) 전에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su runversion [fex[range] <num | all >] 

“issu runversion fex”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가 새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사용자는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의 롤링 업그레이드 및 리로드를 위해 FEX-ID 세트 (또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업그레이드되면, 사용자는 eFSU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사용 중인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issu commitversion으로 eFSU 프로세스를 완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6.   EFSU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QoS(Quality of Service) 
Instant Access 솔루션은 2.4:1의 가입비를 제공하는 VSS 쌍에 대하여 (3개의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중) 
스택당 최대 60Gbps의 FEX 패브릭 업링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패브릭 링크는 4개의 대기열(1P3Q3T)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 대기열은 1개이고 
표준 대기열은 3개입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의 라인 카드는 패브릭 링크에서 8개의 (1P7Q4T) 대기열을 
지원합니다(그림 17). 

FEX-Id에 걸친 롤링 
업그레이드 

예전 코드 새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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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및 상위 장비에서의 QoS 대기열 
 

  

패브릭 링크를 통한 QoS는 수신 패킷의 DSCP/CoS 값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는 기본 DSCP-대기열 맵과 CoS-대기열 맵을 관리합니다. 이는 FEX 패브릭 인터페이스에서 우선순위 
대기열 또는 표준 대기열보다 먼저 패킷을 적절하게 큐잉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COS=5로 표시된 모든 IP 패킷은 우선순위 대기열 1보다 먼저 큐잉되고, COS=3으로 
표시된 모든 IP 패킷은 표준 대기열 3에 대해 큐잉됩니다. 모든 Instant Access 제어 트래픽은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이 혼잡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순위 대기열보다 먼저 전송됩니다. 

그림 18.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에서의 QoS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패브릭 링크를 통해 도달한 IP 패킷은 표시, 다시 표시, 분류 또는 
폴리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 쪽으로 향하는 패브릭 포트를 통해 Instant Access 상위 
장비로부터 온 트래픽은 적절한 대기열에서 대기열 맵 및 트래픽에 대한 기본 DSCP/COS를 사용합니다. 

IA 클라이언트 패브릭 링크 
IA 상위 

대기열 대기열 
우선순위(1) 우선순위(1) 

표준 Q (2) 
표준 Q (3) 
표준 Q (4) 

표준 Q (2) 
표준 Q (3) 
표준 Q (4) 
표준 Q (5) 
표준 Q (6) 
표준 Q (7) 

IA 클라이언트 패브릭 링크 
IA 상위 

우선순위(1) 
표준 Q (2) 
표준 Q (3) 
표준 Q (4) 

IA 제어 트래픽 

데이터 

데이터 

대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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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단일 보안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보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Cisco Instant Access는 
Catalyst 6500/6800 기능을 계승한 Cisco TrustSec®를 지원합니다.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는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에 걸쳐 일관된 단일 보안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GT(Security Group Tagging)를 이용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SGACL(Security Group Access List) 

• IP 서브넷, VLAN 및 포트 기반 SGT 매핑  

• 네트워크 장비 접근 제어(NDAC)  

• ID에 대한 802.1x, 웹 인증 및 MAB(Mac Authentication Bypass) 인증 

모든 보안 정책은 액세스 계층에서의 구성없이 IA 상위 장비에서 적용됩니다. 액세스 목록은 IA 상위 장비에서만 
적용됩니다. IA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 도달하는 모든 패킷은 VNTag가 되고, VNTag를 탈캡슐화하고 그 위에 
액세스 목록 정책을 적용하는 IA 상위 장비로 전송됩니다. (그림 19) 

그림 19.   인바운드 액세스 목록 

 
 

IA 클라이언트 패브릭 링크 

IA 상위 

호스트 스위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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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패킷이 IA 상위 장비에 도달하고 IA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를 송신할 경우, 패킷이 FEX 패브릭 
링크를 통해 IA 클라이언트로 전환되기 전 IA 상위 장비에서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림 20) 

그림 20.   송신 액세스 목록 

 
 

마찬가지로 IA 상위 장비는 SGT(Security Group Tag) 임포지션 지점 및 SGACL(Security Group Access List) 시행 
지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합니다. Cisco ISE는 IA 상위 장비와 통신하고 Cisco ISE의 네트워크 관리자가 구성하는 
정책을 적용합니다. 또한 IA 상위 장비는 IP 서브넷, VLAN 또는 Layer 3 포트를 기준(네트워크에 Cisco ISE가 없는 
경우)으로 SGT & SGACL 기반 정책을 지원합니다. 

IA는 네트워크 장치 인증(NDAC)을 지원하여 물리적 인프라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장치 인증은 IA 상위 
장비에서 수행되고 IA 클라이언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세스 계층에서 NDAC 인증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A 상위 장비와 IA 클라이언트 링크에 대하여 FEX 패브릭 링크에서 MacSec을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IA 
클라이언트는 후속 릴리스에서 지원됩니다. 

Instant Access는 802.1X, MAC 인증 우회 및 웹 인증 포트 기반 ID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IA 상위 장비는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Cisco ISE와 통신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걸쳐 모든 보안 정책에 대한 관리 
및 구성의 단일 지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 클라이언트 패브릭 링크 

IA 상위 

호스트 스위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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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GT 및 SGACL 

 
 

통합 응용 프로그램 가시성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는 완전한 분산 블록에 대하여 응용 프로그램 가시성 및 제어에 대한 단일 지점을 
제공합니다. Instant Access 상위 장비에서 구성 및 내보내기에 대한 단일 지점은 NetFlow Collector에서 개별 
액세스 스위치 및 다중 레코드로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건의 내보내기로 인한 복잡성을 최소화합니다. (그림 22 
참조) 

그림 22.   NetFlow 

 

SGT(Security  
Group Taagging) 및 

포워딩 

SGACL 시행 

RADIUS 세션 

Cisco TrustSec 도메인 
네트워크 장치 인증 

IP 주소 

IP 주소 

SGT 매핑을 위한 SXP 포함 Identity Service 

기존 액세스 기존 액세스 

ㆍ각 액세스 스위치에서의 Netflow 구성 
ㆍCollector로 다중 내보내기 
ㆍ액세스에 걸친 다중 기록 

ㆍ모든 액세스 트래픽의 완벽한 가시성 
ㆍNetflow 구성 1회 
ㆍ단일 내보내기 
ㆍ하드웨어에서 최대 13M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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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걸쳐 일관된 풍부한 기능 

표 1은 Instant Access 클라이언트 호스트 포트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한 목록입니다. Instant 
Access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표 1.       Instant Access 기능 요약 
 

카테고리 Instant Access 
인프라 PoE, PoE+, Multichassis EtherChannel, FlexStack 
Layer 2 EtherChannel, PAgP, LLDP, (A)VPLS, GRE Tunneling, MPLS, MPLS-VPN 
IPv6 IPv6 First Hop Security, Multicast Routing, QoS, Stateless Auto Configuration 
Layer 3 PBR, EVN, VRF-Lite, PIM SM, WCCPv2, Inter-VLAN Routing, ECMP, Layer 3 Routing Protocols 
보안 802.1x Guest VLAN, SXP, SGT, SGACL, IP Source Guard, DHCP Snooping, VACL, RACL, PACL, FnF 
QoS Policing, Marking, Rate Limiting, SRR 
Medianet Mediatrace, Performance Monitoring 

결론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는 분배 계층에 걸친 구성, 관리, 문제 해결 및 통합 응용 프로그램 가시성에 대한 단일 
지점을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 설치를 단순화합니다. 또한 Instant Access는 캠퍼스 간 일관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액세스 계층의 단일 이미지 관리 및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비저닝으로 가속화 롤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Cisco Catalyst Instant Acces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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