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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를 통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 

 

개요 

이 문서에서는 Cisco
®
 ACI의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Cisco ACI 프로그래밍 기능 모델은 ACI에 

대해 완벽한 프로그래밍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Cisco ACI는 표준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를 

통해 기본 객체 모델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기본 객체 모델은 전체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속성과 논리적 속성을 표시합니다. 고객은 이 액세스 권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관리 및 모니터링 툴에 

통합하고 새로운 워크로드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에 대한 현재 접근 방식 관련 과제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관리하도록 긴밀하게 결합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적 네트워크 구성, 정적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확장에 대한 예측 가능한 느린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서 잘 작동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가상화되고 클라우드 및 민첩한 IT 모델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모델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기존 제품 및 장치 운영 체제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능을 늘리기는 하지만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합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정책을 유연성이 결여된 네트워크 구조에 인위적으로 매핑하려고 시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리 

지점(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컨트롤러로 식별됨)을 도입하여 관리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 컨트롤러와 여기에 사용되는 모델은 네트워크 기능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확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밍 기능을 기본적으로 통합해야 하며 추가 기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와 여기에 사용되는 구조는 개발자가 쉽게 이해하여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합한 상태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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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 및 REST API를 사용하는 Cisco ACI 프로그래밍 기능 

Cisco는 Cisco ACI 솔루션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인프라는 패브릭 레벨에서 단일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중앙 집중식 Cisco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전체가 밀접하게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지능형 전송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운영 체제의 핵심 요소는 이 

패브릭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치에서 이 시스템 보기를 지원하도록 작성되었으며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위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전 세대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솔루션과 같이 프로그래밍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의 일부를 확장하는 대신, 전체 인프라를 확장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의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체 

인프라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전체 구성과 런타임 상태를 나타내는 Cisco ACI 객체 

모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객체 모델은 표준 REST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객체 모델 즉, 시스템의 구성 및 런타임 상태에 쉽게 액세스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레벨에서 Cisco ACI 객체 모델은 약속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컨트롤러 클러스터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 상태 

변경을 구현하는 자율적 객체와 함께 확장 가능한 제어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하위 레벨 구성과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존의 하위 레벨 관리 시스템에 비해 확장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약속 

이론에서는 필요한 상태 변경이 푸시되면 객체에서 해당 변경을 구현하고, 필요한 경우 오류를 반환합니다. 

이 상위 레벨 개념은 Cisco ACI 프로그래밍 기능의 핵심 요소인 객체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객체 모델을 논리적 

모델과 물리적 모델의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델 기반 프레임워크는 탁월한 데이터 표시 방법을 

제공합니다. Cisco ACI 모델은 기본 정보 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정책 추상화, 물리적 모델, 

디버깅 및 구현 데이터 등을 제공합니다. 그림 1은 Cisco ACI 모델 프레임워크를 보여 줍니다. REST API를 통해 

모델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위해 시스템이 개방됩니다. 

그림 1.   Cisco ACI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 및 REST API 

 

그림 1에 표시된 것처럼 논리적 모델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관리자 또는 상위 레벨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은 API, CLI 또는 GUI를 통해 논리적 모델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런 다음 논리적 모델에 대한 변경 사항을 

물리적 모델(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구성이 됨)에 푸시합니다. 

논리적 모델 자체는 조작할 수 있는 객체(구성, 정책 및 런타임 상태)와 해당 객체의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Cisco ACI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모델을 MIT(Management Information Tree)라고 합니다. MIT의 각 노드는 관리 객체 또는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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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객체는 계층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논리적 객체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그림 2는 MIT 

객체 모델의 논리적 계층을 나타냅니다. 

그림 2.   MIT(Management Information Tree) 

 

MIT의 객체 

Cisco ACI는 정보 모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델이 설명합니다. 객체 인스턴스는 MO(Managed Objects)라고도 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관리 객체는 

고유한 DN(Distinguished Name)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객체를 전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유 이름 이외에 RN(Relative Name)에 의해 각 객체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RN은 상위 객체를 기준으로 객체를 

식별합니다. 지정된 객체의 DN은 상위 객체의 DN에 첨부된 RN에서 파생됩니다. DN은 URL에 직접 매핑됩니다. 

MIT 내의 현재 위치에 따라 RN 또는 DN을 사용하여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MO, RN 및 DN 간의 

관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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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O, RN 그리고 DN 

 

그림 3은 지정된 MO 인스턴스를 고유하게 나타내는 DN과 해당 인스턴스를 상위 MO 아래에 로컬로 나타내는 RN을 

보여 줍니다. 트리의 모든 객체는 루트 객체 아래에 위치합니다. 

트리의 계층적 특성과 객체 클래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시스템으로 인해, MO 정보를 트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쿼리할 수 있습니다. DN을 통해 객체를 직접 쿼리하거나, 객체 클래스(예: 스위치 섀시) 또는 트리 

레벨(객체의 모든 구성원 포함)에 대해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두 가지 트리 레벨 쿼리를 보여 줍니다. 

그림 4.   트리 레벨 쿼리 

 

그림 4는 트리 레벨에서 쿼리 중인 두 섀시를 보여 줍니다. 두 쿼리는 모두 참조되는 객체와 하위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대용량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검색하는 유용한 툴입니다. 

그림 4의 예에서는 지정된 스위치 섀시의 카드와 포트를 검색합니다. 그림 5는 다른 쿼리 유형인 클래스 레벨 쿼리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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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클래스 레벨 쿼리 

 

그림 5에 표시된 바와 같이 클래스 레벨 쿼리는 지정된 클래스의 모든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MIT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모든 객체를 검색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예에 사용된 클래스는 유형이 카드인 모든 

객체를 반환하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쿼리 유형은 객체 레벨 쿼리입니다. 객체 레벨 쿼리에서는 DN을 사용하여 특정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림 

6은 각각 섀시 2에서 노드 1을, 포트 2의 카드 1의 섀시 1에서는 노드 1을 쿼리하는 두 객체 레벨 쿼리를 보여 

줍니다. 

그림 6.   클래스 레벨 쿼리 

 

모든 MIT 쿼리에서는 서브트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메커니즘은 반환될 객체를 결정하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객체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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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속성 

Cisco ACI의 MO는 MO를 정의하는 속성을 포함합니다. MO의 속성은 운영 체제 내의 지정된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되는 청크로 나뉩니다. 지정된 객체에 액세스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속성은 

런타임에 함께 컴파일되어 사용자에게 단일 객체로 제공됩니다. 그림 7은 이러한 관계의 예제를 보여 줍니다. 

그림 7.   MO 속성 

 

그림 7의 예제 객체의 경우 세 가지 방법으로 객체의 속성 청크에 쓸 수 있습니다. Cisco APIC(즉, 사용자)와 객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인 DME(Data Management Engine), 포트 관리자(포트 구성 처리) 및 STP(Spanning Tree 

Protocol)는 모두 이 객체 청크와 상호작용합니다. 객체 자체는 API를 통해 사용자에게 런타임에 컴파일된 단일 

요소로 제공됩니다. 

REST 인터페이스를 통한 객체 데이터 액세스 

REST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같은 분산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REST는 

지난 몇 년 동안 지배적인 웹 서비스 설계 모델로 부상했습니다. REST는 단순한 스타일로 인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과 같은 다른 설계 모델을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Cisco APIC는 전체 Cisco ACI 솔루션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에 필요한 REST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Cisco ACI의 객체 기반 정보 모델은 REST 인터페이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즉, URL 및 URI가 트리에서 객체를 

식별하는 고유 이름에 직접 매핑되고, XML 또는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으로 인코딩된 자체 정형 텍스트 

트리 문서로 MIT의 모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는 고유 이름과 속성을 사용하여 식별되는 상위-하위 

관계가 있으며, 일련의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작업을 통해 이를 읽고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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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PIC 객체 데이터를 검색 및 조작하는 표준 HTTP 명령을 사용하여, 잘 정의된 주소인 REST URL에서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URL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ystem>/api/[mo|class]/[dn|class][:method].[xml|json]?{options} 

다음은 위 URL의 다양한 구성 요소입니다. 

● System: 시스템 식별자 즉, IP 주소 또는 DNS 확인 가능한 호스트 이름입니다. 

● mo | class: 관리 객체인지, 트리(MIT)인지, 클래스 레벨 쿼리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class: 쿼리된 객체의 관리 객체 클래스(정보 모델에 지정됨)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pkgName><ManagedObjectClassName>으로 나타냅니다. 

● dn: 쿼리된 객체의 고유 이름(MIT 트리 내 객체의 고유한 계층 이름)입니다. 

● method: 객체에 호출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나타내며, HTTP POST 요청에만 적용됩니다. 

● xml | json: 인코딩 형식 

● options: 쿼리 옵션, 필터 및 인수 

REST URL을 사용하여 객체 또는 객체 클래스의 주소를 지정하고 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므로, 전체 

객체 트리에, 즉 전체 시스템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완벽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Cisco ACI용 REST API는 사용되는 언어와 개발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래밍 환경에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Cisco ACI용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ython 기반 SDK인 Cisco ACI-pysdk는 Python 프로그래밍 환경을 위한 

SDK입니다. SDK의 일부인 Python 라이브러리와 API는 기본 REST API 호출을 추상화하고 Python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쉽고 빠르게 통합됩니다. 

결론 

Cisco ACI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치 

레벨에서 운영 체제를 Cisco ACI를 위한 완벽한 객체 기반 스위치 운영 체제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Cisco ACI의 

구성 요소는 모든 기능을 갖춘 REST API를 제공하는 Cisco APIC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API 외에도, 일상적인 

관리에 사용되는 CLI 및 GUI가 있습니다. 

이 객체 모델에서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인프라의 기본 구성 요소를 유연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이에 완벽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계층적 모델로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MIT에 저장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른 

시스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방성으로 네트워크 제어 및 프로그래밍 기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http://www.cisco.com/go/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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