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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설계: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Cisco® SD-Access(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는 기존 캠퍼스 LAN 설계에서 조직의 의도를 직접 구현하는 네트워크로 
발전된 기능입니다. SD-Access는 Cisco DNA Center 소프트웨어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활성화되어 정책을 설계, 프로비저닝, 적용하고 어슈어런스를 통해 지능형 캠퍼스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합니다. 

이 가이드는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솔루션 설계 가이드에 설명된 Cisco DNA Center,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및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s) 등의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구축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패브릭 구축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Cisco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패브릭을 구축하기 전에 사용됩니다. 

Cisco 커뮤니티 또는 Design Zone에서 이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이 가이드의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솔루션 설계 가이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관리 인프라 
규범 구축 가이드, 분산 캠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규범 구축 가이드, 관련 구축 가이드, 설계 가이드 및 
백서를 찾아보십시오. 

● https://www.cisco.com/go/designzone 

● https://cs.co/en-cvds 

https://cs.co/sda-sdg
https://cs.co/sda-fabric-pdg
https://cs.co/sda-sdg
https://cs.co/sda-infra-pdg
https://cs.co/sda-infra-pdg
https://cs.co/sda-distrib-pdg
https://www.cisco.com/go/designzone
https://cs.co/en-cv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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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SD-Access 패브릭 

구축 명령을 읽는 방법 

가이드에서는 CLI(Command Line Interface)에 입력하는 명령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합니다. 

CLI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명령어: 

configure terminal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명령(변수는 굵은 기울임꼴임): 

ntp server 10.4.0.1 

정의해야 하는 변수가 있는 명령(정의는 굵은 기울임꼴이며 대괄호로 묶임): 

class-map [highest class name] 

CLI 또는 스크립트 프롬프트의 명령(입력된 명령이 굵게 표시됨): 

Router# enable 

인쇄된 페이지에서 줄 바꿈이 되는 긴 명령(밑줄이 그어진 텍스트가 하나의 
명령으로 입력됨): 

police rate 1000 pps burst 10000 
packets conform-action 

SD-Access 관리 구성 요소는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솔루션 설계 
가이드에 설명된 토폴로지에 구축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Cisco DNA Center,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및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s) 관리 인프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https://cs.co/sda-sdg
https://cs.co/sda-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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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토폴로지 

 

설명된 캠퍼스 패브릭 구축과 통합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가상화되어 있지 않으며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를 라우팅 프로토콜로 실행합니다. 공유 서비스를 비롯한 캠퍼스의 IP 접두사는 오버레이 
네트워크 간에 격리를 유지하면서 패브릭 언더레이 및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VRF-Lite는 패브릭 경계 노드에서 퓨전 라우터 집합으로 확장됩니다. 퓨전 라우터에서는 BGP 경로 대상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구성을 사용하여 VRF 경로 누출을 구현하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EIGRP 및 BGP를 
사용하여 캠퍼스 패브릭으로 상호 재배포를 수행합니다. 재배포 경로의 동적 태그 지정 및 필터링을 위한 경로 맵 
구성에서는 고가용성 설계에서 여러 재배포 지점을 수용하면서 라우팅 루프를 방지하는 간단하고 동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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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초기 네트워크 설계 및 검색을 위해 Cisco DNA Center 사용 
Cisco DNA Center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규모의 고객이 물리적 사이트와 공통 리소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계층적 형식을 사용하는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여러 위치에서 DHCP, DNS, 및 AAA 서버와 같은 리소스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네트워크 계층 구조는 구축의 물리적 실제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모방해야 합니다.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여 추가 영역을 포함하거나 영역 내에 빌딩과 층을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의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생성합니다. 디바이스는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위해 빌딩과 층에 매핑됩니다. 

 네트워크 사이트 생성 

1단계.  Cisco DNA Center에 로그인합니다.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Design(설계) > Network 
Hierarchy(네트워크 계층 구조)로 이동합니다. 

2단계.  Add Site(사이트 추가)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Add Area(영역 추가)를 선택하고 적절한 Area 
Name(영역 이름)을 입력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3단계.  Add Site(사이트 추가)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Add Building(빌딩 추가) 버튼을 선택하고 적절한 
Building Name(빌딩 이름)을 입력한 다음,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사이트를 Parent(상위)로 선택하고 마법사를 
완료하여 위치를 할당한 후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빌딩을 추가하려면 마법사 내에서 빌딩 근처의 대략적인 거리 주소를 사용하고, 원하는 경우 대상 위치를 클릭하여 
맵에서 빌딩 위치를 구체화하면 됩니다.  

4단계.  사이트 및 빌딩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조직에 적합한 계층 구조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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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빌딩에 무선을 통합하거나 빌딩 내 네트워크 선택을 위해 더 세분화해야 하는 경우, 맵에서 빌딩을 
선택하고(또는 계층 구조에서 빌딩 옆에 있는 기어 아이콘을 선택) Add Floor(층 추가)를 선택한 후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층은 무선 프로비저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조됩니다. DXF, DWG, JPG, GIF 또는 PNG 형식의 층 맵 다이어그램이 있는 
경우, 무선 구축을 위한 유용한 구성 요소로 정의된 층에 이를 추가하여 AP 위치 및 커버리지를 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솔루션 설계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수백 개의 사이트를 제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대해 네트워크 서비스 설정 

Cisco DNA Center의 계층 구조에 맞게 AAA, DHCP 및 DNS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서비스에서 전체 계층 구조에 걸쳐 
동일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글로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상속 속성을 사용하면 모든 
사이트에 글로벌 설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이트별로 개별 사이트의 차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글로벌 구성을 설명합니다. 

1단계.  Cisco DNA Center에서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Network(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사이트 계층 구조의 왼쪽 창에서 적절한 레벨(예: 글로벌)을 선택하고, DHCP Server(DHCP 서버) IP 
주소(예: 10.4.49.10)를 입력하고, DNS 서버 아래에서 도메인 이름(예: ciscodna.net) 및 서버 Primary(기본) IP 
주소(예: 10.4.49.10)를 입력한 다음, 이중화 또는 추가 서버를 추가하고(SYSLOG 및 SNMP 서버용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려면 기본 선택 항목을 남겨두면 됨)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https://cs.co/sda-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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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단에서 Network Telemetry(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옆에 있는 + Add Servers(+ 서버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AAA 및 NTP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구성 창에서는 사용 가능한 구성 섹션으로 AAA Server(AAA 서버) 및 NTP Server(NTP 서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디바이스 관리와 인프라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 모두에 대해 AAA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고가용성 독립형 ISE 노드가 사용됩니다. 

기술 팁 

많은 조직에서는 인프라 디바이스 관리 지원을 위해 TACACS를 사용합니다. RADIUS 클라이언트 인증에 사용되는 동일한 ISE 
서버에서 TACACS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View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보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이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Cisco DNA Center와 통합합니다. ISE 내에서 Work Centers(작업 센터) > Device Administration(디바이스 
관리) > Overview(개요)로 이동하면 TACACS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ISE 구성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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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AAA Server(AAA 서버) 아래에서 Network(네트워크) 및 Client/Endpoint(클라이언트/엔드포인트)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NETWORK(네트워크) 아래에서 ISE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Network(네트워크) 아래에서 
풀다운을 사용하여 미리 입력된 ISE 서버(예: 10.4.49.30)를 선택한 다음, Protocol(프로토콜) 아래에서 TACACS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IP Address (Primary)(IP 주소(기본)) 아래에서 두 번째 풀다운을 사용하여 기본 ISE 서버(예: 
10.4.49.30)를 선택하고, 더하기 기호(+) 버튼을 클릭한 후 IP Address (Additional)(IP 주소(추가)) 풀다운 아래에서 
이중화 ISE 서버 노드(예: 10.4.49.31)를 선택합니다. 

ISE 서버 이중화가 적절하게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계속하기 전에 기본 및 추가 IP 주소가 선택한 네트워크 
주소와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CLIENT/ENDPOINT(클라이언트/엔드포인트) 및 Servers(서버) 아래에서 ISE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Client/Endpoint(클라이언트/엔드포인트) 아래에서 풀다운을 사용하여 미리 입력된 ISE 서버를 선택합니다. 
Protocol(프로토콜)아래에서 RADIUS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IP Address (Primary)(IP 주소(기본)) 아래에서 
풀다운을 사용하여 기본 ISE 서버를 선택하고, 더하기 기호(+) 버튼을 클릭한 다음, IP Address (Additional)(IP 
주소(추가)) 아래에서 풀다운을 사용하여 이중화 ISE 서버 노드를 선택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5단계.  동일한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NTP Server(NTP 서버)로 이동하고, NTP 서버의 IP Address(IP 
주소)(예: 10.4.0.1)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추가 NTP 서버가 있는 경우 더하기 기호(+) 버튼을 선택하고 
Additional NTP(추가 NTP)에서 이중화 NTP 서버의 IP 주소(예: 10.4.0.2)를 추가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AAA용 ISE 서버와 사이트 계층 구조에서 선택한 레벨에 대한 DHCP, DNS 및 NTP용 서버는 모두 패브릭 프로비저닝 
중에 사용되도록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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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및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크리덴셜 추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Cisco DNA Center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SD-Access 언더레이를 
구축하는 경우, CLI 및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크리덴셜을 입력하여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관리합니다. 

원하는 경우, Cisco DNA Center LAN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언더레이에 LAN 스위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Network PnP(Plug and Play)는 지원되는 스위치에 대한 연결 및 초기 구성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LAN 자동화 구축의 경우, 배포 또는 코어의 Cisco Catalyst 9500 Series 스위치와 같이 지원되는 하나 
이상의 PnP 시드 디바이스에 액세스하고 이를 준비하려면 CLI 및 SNMP 크리덴셜도 입력합니다. LAN 자동화에서는 Cisco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선택된 시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및 해당하는 직접적인 네이버 스위치에 직접 연결된 
스위치를 검색합니다(이 모든 항목은 PnP 에이전트를 실행해야 하며 이전 구성이 없음). 제공된 크리덴셜을 사용하면 Cisco 
DNA Center 및 시드 디바이스가 함께 작동하여 검색된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매니지드 인벤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서 생성된 사이트 계층 구조의 범위를 관리하려면 디바이스 크리덴셜을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크리덴셜을 
사용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검색 및 관리가 활성화됩니다. 

1단계.  Cisco DNA Center 내에서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Device 
Credentials(디바이스 크리덴셜)로 이동하고 왼쪽 창에서 사이트 계층 구조의 적절한 레벨(예: 글로벌, 계층 구조 
전체의 일반 크리덴셜)을 선택합니다. 

  

2단계.  CLI Credentials(CLI 크리덴셜) 섹션 상단에서 Add(추가)를 클릭하고 Name/Description(이름/설명)(예: IOS 
디바이스),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비밀번호) 및 Enable Password(비밀번호 활성화) 필드를 입력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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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ISE를 AAA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디바이스 CLI 크리덴셜의 사용자 이름으로 admin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이름이 ISE 관리자 로그인과 충돌하여 디바이스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  SNMP Credentials(SNMP 크리덴셜) 섹션의 상단에서 업데이트할 SNMP 크리덴셜 유형(예: SNMPV3)을 
선택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하고 업데이트할 크리덴셜 옆의 행에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한 번에 행당 하나의 
크리덴셜), 크리덴셜 세부 정보(Cisco WLC와 호환 가능하도록 12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를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4단계.  계층 구조에 필요한 추가 크리덴셜에 대해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합니다. CLI Credentials(CLI 크리덴셜) 및 
SNMPV3 또는 SNMPV2C Read(SNMPV2C 읽기)와 SNMPV2C Write(SNMPV2C 쓰기)는 가장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5단계.  할당된 각 CLI 및 SNMP 크리덴셜에 대해서는 생성된 각 할당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모두 클릭합니다. 각 
항목을 선택한 후 Device Credentials(디바이스 크리덴셜) 화면의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둘 이상의 SNMP 
크리덴셜 유형을 사용한 경우 각 SNMP 크리덴셜 옵션으로 전환하여 이 단계를 반복하고 옵션 옆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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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이 생성됨'이라는 승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네트워크 검색 및 관리에 사용될 디바이스 크리덴셜을 
Cisco DNA Center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IP 주소 풀 정의 

Cisco DNA Center에서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하여 정의하십시오. 원하는 경우, API를 통해 IPAM(IP 
주소 관리자)을 통합하여 IP 주소 할당을 IPAM에 푸시하십시오(예: Infoblox, Bluecat). System Settings(시스템 
설정) > Settings(설정) > IP Address Manager(IP 주소 관리자)로 이동하고 IPAM 제공자의 세부 정보를 이용해 
양식을 작성하여 IPAM과 통합합니다. IPAM 통합을 사용하지 않는 이 예에서는 Cisco DNA Center 내 할당에 맞게 
IPAM 서버에서 IP 주소 지정 및 DHCP 범위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DHCP 서버에 구성된 DHCP 범위에서는 디바이스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추가 DHCP 옵션과 주소 할당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IP 텔레포니 벤더에서는 디바이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DHCP 옵션을 필요로 
합니다(예: TFTP 서버를 통한 구성을 위한 DHCP 옵션 150).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구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풀 예약 프로세스 중에 사용되는 IP 주소 풀을 수동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풀은 
네트워크의 사이트에 할당되며, 할당 단계는 수동 및 통합 IPAM 구축 둘 다에 대해 필요합니다. 융통성 있게 더 큰 
글로벌 풀을 생성한 후 사이트 계층 구조의 하위 레벨에서 풀의 하위 집합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IP 주소 풀은 글로벌 
레벨에서만 생성되며, 풀의 주소는 글로벌 이외의 레벨에서만 예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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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에 설명된 구축에서는 표에 나열된 글로벌 주소 풀을 사용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글로벌 
주소 풀에는 엔터프라이즈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16 이상의 주소 공간보다 작은 주소 공간이 사용됩니다. 
EMPLOYEE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규모 글로벌 주소 풀에서는 사이트 계층 구조 전체에서 더 많은 소규모 주소 
공간 예약을 지원합니다. 각 풀에서는 IP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할당해야 하지만, SD-Access에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만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표에는 수동 LAN 언더레이 및 별도의 자동화된 LAN 언더레이뿐만 
아니라 멀티캐스트 피어링에도 사용 가능한 풀의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표 1. 글로벌 주소 풀 예시 

풀 이름 네트워크/마스크 IP 게이트웨이 DHCP 서버 DNS 서버 

EMPLOYEE 10.101.0.0/16 10.101.0.1 10.4.49.10 10.4.49.10 

BUILDING_CONTROL 10.102.114.0/24 10.102.114.1 10.4.49.10 10.4.49.10 

GUEST 10.103.114.0/24 10.103.114.1 10.4.49.10 10.4.49.10 

LAN_UNDERLAY 10.4.14.0/24 10.4.14.1 10.4.49.10 10.4.49.10 

LAN_AUTOMATION 10.5.100.0/24 10.5.100.1 10.4.49.10 10.4.49.10 

BORDER_HANDOFF 172.16.172.0/24 172.16.172.1 — — 

MULTICAST_PEER 172.16.173.0/24 172.16.174.1 — — 

ACCESS_POINT 172.16.174.0/24 172.16.173.1 10.4.49.10 10.4.49.10 

표 2. EMPLOYEE 글로벌 풀의 주소 풀 예약 예시 

풀 이름 네트워크/마스크 IP 게이트웨이 DHCP 서버 DNS 서버 

EMPLOYEE-DATA-RTP5 10.101.114.0/24 10.101.114.1 10.4.49.10 10.4.49.10 

EMPLOYEE-PHONE-RTP5 10.101.214.0/24 10.101.214.1 10.4.49.10 10.4.49.10 

1단계.  SD-Access 패브릭 경계 노드 연결 프로비저닝 전용인 Cisco DNA Center에 글로벌 풀을 추가합니다. Cisco 
DNA Center에서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로 이동합니다. 
왼쪽의 사이트 계층 구조에서 Global(글로벌)을 선택하고 + Add IP Pool(+ IP 풀 추가)을 클릭합니다. IP Pool 
Name(IP 풀 이름), IP Subnet(IP 서브넷), CIDR Prefix(CIDR 접두사) 및 Gateway IP Address(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풀에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DHCP Server(s)(DHCP 서버) 및 
DNS Server(s)(DNS 서버)를 할당합니다. Overlapping(중첩)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작업이 완료되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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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이트 및 빌딩 레벨에서 서브넷이 포함된 추가 글로벌 IP 풀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풀이 글로벌 풀 
목록에 추가됩니다. 

  

 

 IP 주소 풀 예약 

정의된 글로벌 IP 주소 풀을 사용해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설계에서 사이트의 IP 주소를 예약합니다. 단일 
사이트 구축의 경우, 글로벌 IP 주소 풀의 전체 집합을 해당 사이트에 대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글로벌 IP 주소 
풀에서 주소를 예약하는 경우, DNS 및 DHCP 서버를 해당 예약에서 사용하거나 덮어쓸 수 있습니다. 

1단계.  Cisco DNA Center 내에서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로 
이동하고 사이트 계층 구조의 왼쪽에서 IP 주소 풀 예약(예: RTP5-C9K)에 대한 사이트 또는 하위 레벨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Reserve IP Pool(IP 풀 예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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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IP Pool Name(IP 풀 이름)(예: EMPLOYEE-DATA-RTP5)을 입력하고, Type(유형) 아래에서 LAN을 선택하고, 
예약에 대한 Global IP Pool(글로벌 IP 풀) 소스(예: EMPLOYEE)를 선택한 다음, CIDR Notation / No. of IP 
Addresses(CIDR 표기법/IP 주소 번호) 아래에서 사용할 주소 공간의 부분(예: 10.101.114.0/24)을 선택하고, Gateway 
IP Address(게이트웨이 IP 주소)(예: 10.101.114.1)를 할당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DHCP Server(s)(DHCP 
서버) 및 DNS Server(s)(DNS 서버)를 할당한 후 Reserve(예약)를 클릭합니다. 

  

3단계.  각 사이트의 계층 구조에서 예약해야 하는 모든 글로벌 풀 주소 블록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계층 구조에는 할당된 주소 풀이 표시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RTP5-C9K 빌딩 레벨에서 RTP 사이트 내의 풀 예약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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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SD-Access 네트워크에 대한 세분화 및 정책 생성 
SD-Access 네트워크 구축에 대비한 설계 의사 결정의 일환으로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세분화 전략을 결정합니다. 
매크로 세분화에서는 패브릭에서 추가 오버레이 네트워크(VN)를 사용하며, 마이크로 세분화에서는 확장 가능한 그룹 
태그를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 프로필 그룹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그룹 정책을 사용하면 세분화를 사용하여 원하는 정책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예로 
들면, 학생 및 교직원 시스템에서는 모두 인쇄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학생 시스템에서는 교직원 시스템과 직접 
통신해서는 안 되며, 인쇄 디바이스에서는 다른 인쇄 디바이스와 통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격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매점을 예로 들면, POS 시스템에서는 비디오 감시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신해서는 안 되며, 결과적으로 빌딩 HVAC 시스템과 통신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집중식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격리의 필요성이 네트워크의 에지에서 네트워크의 코어까지 확장되는 경우, VN을 사용하는 매크로 
세분화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정부 및 산업용 규정 준수 요건과 조직의 위험 정책에서는 매크로 세분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사례와 함께 SD-Access를 위한 세분화를 설계하는 심층적 탐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Cisco.com의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세분화 설계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매크로 및 마이크로 세분화 정책 구축의 예시로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SD-Access 네트워크에 오버레이 VN 추가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OLICY(정책) >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새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Virtual Network Name(가상 네트워크 이름)(예: OPERATIONS)을 입력한 
다음, Available Scalable Groups(사용 가능한 확장 가능 그룹) 풀을 Groups in the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의 그룹) 
풀(예: Auditors, Developers, Development_Servers, Employees, PCI_Servers)로 끌어오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연결된 그룹이 있는 VN이 정의된 후 정의된 가상 네트워크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상 네트워크 정의는 패브릭 
프로비저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팁 

어떤 그룹도 표시되지 않으면 Cisco DNA Center와 ISE 간의 pxGrid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는 ISE의 통합 절차를 검토하고 Cisco DNA Center에서 ISE의 pxGrid 연결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2단계.  조직에서 기본 그룹과 다른 그룹을 필요로 하는 경우, POLICY(정책) > Group-Based Access Control(그룹 
기반 액세스 제어) > Scalable Groups(확장 가능한 그룹)로 이동하여 맞춤형 그룹을 생성한 다음, Add Groups(그룹 
추가)를 클릭하여 새 그룹 및 SGT를 생성합니다.  

https://cs.co/sda-segment-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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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각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해 처음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또한 더 많은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생성하도록 
패브릭이 프로비저닝된 후에도 이러한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단계.  많은 네트워크에는 무선 사용자를 위한 게스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려면 게스트 VN을 
생성하십시오.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OLICY(정책) >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새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Virtual Network Name(가상 네트워크 이름)(예: 
GUEST)을 입력한 다음, Guest Virtual Network(게스트 가상 네트워크) 옆에 있는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Available 
Scalable Groups(사용 가능한 확장 가능 그룹) 풀에서 Guests(게스트) 확장 가능 그룹을 Groups in the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의 그룹) 풀로 끌어온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SGT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정책 생성 

마이크로 세분화 정책은 조직의 구축에 맞춤화됩니다. 이 간단한 예시에서는 직원 그룹의 사용자가 PCI_Servers 
그룹과 통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정책을 보여줍니다. 인증 프로필에서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게 SGT를 적절하게 할당하면 ISE에서는 이 정책의 의도를 캡처하여 네트워크에 렌더링합니다.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OLICY(정책) > Group-Based Access Control(그룹 기반 액세스 
제어) > Group-Based Access Control Policies(그룹 기반 액세스 제어 정책)로 이동하고, + Add Policy(+ 정책 
추가)를 클릭하고, Available Scalable Groups(사용 가능한 확장 가능 그룹) 창에서 Employees(직원) 그룹을 끌어와 
Source(소스) 창에 놓은 다음, PCI_Servers 그룹을 Destination(대상) 창으로 끌어오고, Policy Name(정책 이름)(예: 
Deny-Employee-to-PCI)을 입력하고, Description(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Enable Policy(정책 활성화)를 
선택하고, Enable Bi-directional(양방향 활성화)을 선택하고, + Add Contract(+ 계약 추가)를 클릭한 후 deny(거부)를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19/66페이지 

정책이 생성되고 CREATED(생성됨) 상태로 나열됩니다. 양방향 옵션 선택 사항으로 인해 역방향 정책도 생성됩니다. 

2단계.  생성된 정책을 선택한 다음, Deploy(구축)를 클릭합니다. 

  

DEPLOYED(구축됨)에 대한 상태 변경 사항과 정책은 Cisco DNA Center에서 생성하는 SD-Access 패브릭에 적용할 
수 있으며, ISE에서도 Cisco TrustSec 정책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오른쪽 상단에서 Advanced Options(고급 옵션)를 클릭합니다. 링크를 사용하면 바로 ISE에 로그인하여 
Work Centers(작업 센터) > TrustSec > TrustSec Policy(TrustSec 정책)로 이동한 다음, 왼쪽에서 
Matrix(매트릭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E에 로그인하도록 리디렉션되며, ISE에서는 브라우저를 리디렉션하고 
TrustSec 정책 매트릭스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로의 렌더링을 위해 정책이 ISE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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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네트워크 관리 자동화 준비 
디바이스 관리 연결을 포함하여 작동하는 네트워크 언더레이를 생성하여 네트워크 설계 및 정책을 구축할 준비를 
하십시오. 함께 제공되는 분산 캠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규범 구축 가이드에 나와 있는 ISE와 Cisco DNA 
Center 통합의 일환으로, ISE는 TACACS 인프라 디바이스 관리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TACACS 구성의 경우 Cisco 
DNA Center에서는 검색된 디바이스를 수정하여 ISE의 인증 및 어카운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로컬 장애 
조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ISE는 검색 프로세스 중에 디바이스에 푸시된 디바이스 관리 구성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Cisco IOS-XE CLI를 사용하여 언더레이 네트워크 디바이스 관리 구성 

최대 복원력 및 대역폭을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에서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Cisco DNA Center 대역 내 검색 및 
관리를 위해 Layer 3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IS-IS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구성을 위한 SSHv2 간에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 이더넷 연결을 
구성합니다. SNMP 구성은 디바이스 검색의 일환으로 이후 절차에서 푸시됩니다. 

이후 절차의 일환으로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검색 및 구성하려는 디바이스에는 구성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기존 
구성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Cisco IOS XE를 사용하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1단계.  디바이스 CLI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쉽게 식별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호스트 
이름을 구성합니다. 

hostname [hostname] 

no service config 

2단계.  로컬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구성합니다. 

username dna privilege 15 algorithm-type scrypt secret [password] 

! older software versions may not support scrypt (type 9) 

! username dna privilege 15 secret [password] 

enable secret [enable password] 

service password-encryption 

3단계.  CLI 관리 액세스를 위한 방법으로 SSH(Secure Shell)를 구성합니다. 

ip domain-name ciscodna.net 

! generate key with choice of modulus, required by some switches 

crypto key generate rsa modulus 1024 

ip ssh version 2 

line vty 0 15 

  login local 

  transport input ssh 

  transport preferred none 

4단계.  이더넷 점보 프레임을 지원하도록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선택한 MTU에서는 추가 패브릭 헤더와 대부분의 
스위치에서 가장 높은 공통 값과의 호환성을 고려합니다. 어림수는 구성 및 문제 해결 시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system mtu 9100 

https://cs.co/sda-distrib-p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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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라우터에서 Cisco IOS XE를 사용하는 언더레이 연결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 구성 레벨에서 mtu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Cisco 
IOS XE를 사용하지 않는 Cisco Catalyst 및 Cisco Nexus® 스위치에서는 글로벌 구성 레벨에서 system jumbo mtu 명령을 
사용합니다. 

5단계.  스위치 루프백 주소를 구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SSH 관리를 할당합니다. 

interface Loopback0 

 ip address [디바이스 루프백 IP 주소] 255.255.255.255 

ip ssh source-interface Loopback0 

 라우팅된 액세스 연결을 위한 언더레이 네트워크 링크 구성 

언더레이 네트워크가 라우팅된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 구성된 경우 이 절차를 건너뛰십시오. 
일반적인 Layer 2 구축 시에는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LAN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하고 구성하려는 디바이스에는 구성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기존 구성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원래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하지 않고는 LAN 자동화 온보딩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언더레이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 스위치 연결을 구성합니다. 패브릭 언더레이 내 네이버 스위치에 대한 모든 
링크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언더레이 디바이스가 패브릭 경계 노드로 프로비저닝되고 연결을 패브릭에서 외부 
인프라로의 핸드오프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대신 사용합니다. 

interface TenGigabitEthernet1/0/1 

 no switchport 

 ip address [Point-to-point IP address] [netmask] 

2단계.  IP 라우팅을 활성화하고 스위치에서 IS-IS 라우팅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 ip routing is not enabled by default on some switches 

ip routing 

ip multicast-routing 

ip pim register-source Loopback0 

ip pim ssm default 

router isis 

 net 49.0000.0100.0400.0001.00 

 domain-password [domain password] 

 metric-style wide 

 nsf ietf 

 log-adjacency-changes 

 bfd all-interfaces 

기술 팁 

IS-IS의 일반적인 규칙은 루프백 IP 주소를 고유한 NET 또는 시스템 ID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프백 IP 주소인 
10.4.32.1(010.004.032.001)은 0100.0403.2001로 다시 그룹화되며, 여기에 .00이 추가되고 앞에 49.0000과 같은 영역 ID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NET 49.0000.0100.0403.2001.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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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다음 절차에 구성되어 있는 경계 핸드오프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언더레이에서 구성된 모든 인프라 
인터페이스에서 IS-IS 라우팅을 활성화합니다. 루프백 인터페이스가 관리 IP 주소를 공유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으며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인프라와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nterface Loopback0 

! ip address assigned in earlier step 

 ip router isis 

 ip pim sparse-mode 

interface range TenGigabitEthernet1/0/1-2, TenGigabitEthernet2/0/1-2 

! routed ports with ip addresses assigned via earlier steps 

 ip router isis 

 isis network point-to-point 

 ip pim sparse-mode 

 logging event link-status 

 load-interval 30 

 bfd interval 100 min_rx 100 multiplier 3 

 no bfd echo 

 dampening 

 외부 라우터 네이버에 대한 경계에서 라우팅 연결 활성화 

언더레이 네트워크가 이미 라우팅된 액세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802.1Q 핸드오프를 사용하여 BGP를 사용하는 
나머지 네트워크와 통합된 경우 이 절차를 건너뛰십시오. 대부분의 구축 시에는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에 경계 노드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802.1Q VLAN 태그 지정을 사용하여 VRF를 구분하는 VRF-lite를 
사용하여 구성된 인터페이스 전체에서 연결을 설정합니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경계의 언더레이로 
확장하여 SD-Access 네트워크 노드에 직접 연결하지 않은 경우 DNS, DHCP, WLC 및 Cisco DNA Center 관리와 같은 
경계 노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추가 프로비저닝을 위해서는 Cisco DNA 
Center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상 네트워크와 글로벌 라우팅 인스턴스 간의 외부 디바이스 처리 라우팅은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퓨전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연결 분리는 경계에 대해 802.1Q 태그가 지정된 인터페이스(VRF-lite라고도 함)에 의해 연결된 VRF를 
사용하여 유지됩니다. BGP를 사용하여 언더레이 연결을 설정하면 Cisco DNA Center에서 링크를 사용하여 초기 검색 
및 구성을 관리하고, 오버레이 VN 연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태그 및 BGP 세션으로 보강된 동일한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각 경계 노드에서 Cisco Catalyst 9000, 3800, 또는 6800 Series 스위치와 같은 VLAN 트렁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위치를 구성하는 경우, 전용 VLAN을 통해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 트렁크를 구성하여 퓨전 라우터에 대한 
경로 피어링을 위해 언더레이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vlan 100 

interface vlan100 

 ip address [IP address] [netmask] 

 ip pim sparse-mode 

 no shutdown 

interface FortyGigabitEthernet1/0/24 

 switchport 

 switchport mode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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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add 100 

 no shutdown 

2단계.  각 경계 노드에서 802.1Q VLAN 태그 지정을 지원하는 ASR 또는 ISR 라우터와 같은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경우, 스위치 트렁크 인터페이스 대신 대체 하위 인터페이스 구성을 사용하여 퓨전 라우터에 대한 언더레이 연결을 
설정합니다. 

interface TenGigabitEthernet0/1/0 

 no shutdown 

! 

interface TenGigabitEthernet0/1/0.100 

 encapsulation dot1Q 100 

 ip address [IP address] [netmask] 

 ip pim sparse-mode 

 no shutdown 

3단계.  언더레이 통신 및 이후의 BGP 피어링에 대해 라우팅된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와 함께 이중화된 경계 노드를 
연결합니다. IS-IS 프로토콜로의 통합을 위한 구성이 표시됩니다. 경계 노드를 연결하는 각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interface FortyGigabitEthernet1/0/23 

 no switchport 

 ip address [Point-to-point IP address] [netmask] 

 ip router isis 

 isis network point-to-point 

 ip pim sparse-mode 

 logging event link-status 

 load-interval 30 

no shutdown 

4단계.  패브릭 외부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퓨전 라우터에 대해 BGP 라우팅을 활성화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서 BGP를 활성화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프로비저닝을 허용하고 네트워크 
연결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언더레이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Cisco DNA Center 관리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BGP를 
구성합니다. 각 경계 노드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router bgp [underlay AS number] 

 bgp router-id [loopback 0 IP address] 

 bgp log-neighbor-changes 

! fusion router is an eBGP neighbor 

 neighbor [fusion interface IP address] remote-as [external AS number] 

! redundant border is an iBGP neighbor 

 neighbor [redundant border Lo0 address] remote-as [underlay AS number] 

 neighbor [redundant border Lo0 address] update-source Loopback0 

 ! 

 address-family ipv4 

  network [Lo0 IP address] mask 255.255.255.255 

 ! advertise underlay IP network summary in global routing table 

  aggregate-address [underlay IP network summary] [netmask] summary-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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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istribute isis level-2 

  neighbor [fusion interface IP address] activate 

  neighbor [redundant border Lo0 address] activate 

  maximum-paths 2 

 exit-address-family 

 공유 서비스 서브넷을 언더레이 IGP에 재배포 

AP에서는 WLC에 연결하기 위해 언더레이의 기본 경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WLC IP 주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경로(예: /24 서브넷 또는 /32 호스트 경로)가 AP에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연결하는 각 노드의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해 경계의 공유 서비스 경로를 언더레이 IGP 라우팅 프로세스로 재배포하여 
BGP(예: 10.4.174.0/24 및 10.4.48.0/21)에서 언더레이 네트워크로 필요한 WLC 및 DHCP 공유 서비스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경로를 허용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접두사에서는 BGP 라우팅 테이블의 일치 접두사를 
사용했습니다. 

1단계.  각 경계 노드에 연결하고 공유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브넷에 대한 prefix-list 및 route-map을 추가합니다. 

ip prefix-list SHARED_SERVICES_NETS seq 5 permit 10.4.48.0/21 

ip prefix-list SHARED_SERVICES_NETS seq 10 permit 10.4.174.0/24 

route-map GLOBAL_SHARED_SERVICES_NETS permit 10 

 match ip address prefix-list SHARED_SERVICES_NETS 

2단계.  각 경계 노드에서 접두사를 언더레이 라우팅 프로토콜로 재배포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ISIS를 가정합니다. 

router isis 

 redistribute bgp [underlay AS number] route-map GLOBAL_SHARED_SERVICES_NETS metric-
type external 

 경계 네이버에 대한 외부 퓨전 라우터에서 연결 활성화 

패브릭 경계 라우터에 연결된 퓨전 라우터에는 이전 절차에 따라 언더레이 연결을 위한 CLI 구성이 필요합니다. 경계에 
연결된 각 외부 퓨전 라우터 디바이스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예시 퓨전 라우터는 퓨전 라우터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 범위의 글로벌 경로를 포함하는 
VRF와 패브릭 언더레이 연결성을 위한 경계에 있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간의 경로 피어링으로 구성됩니다.  

또는 VRF를 사용하지 않고, 퓨전 라우터의 엔터프라이즈 범위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과 경계의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간에 피어링합니다. 

1단계.  각 외부 퓨전 라우터에서 경계에 대한 초기 관리 연결을 위해 VRF, 경로 구분자 및 경로 대상을 생성합니다. 

vrf definition VRF-GLOBAL_ROUTES 

 rd 100:100 

 ! 

 address-family ipv4 

  route-target export 100:100 

  route-target import 100:100 

exit-address-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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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외부 퓨전 라우터에서 SD-Access 패브릭 경계로의 각 연결에 대해 인터페이스, VLAN 태그가 지정된 하위 
인터페이스 및 IP 주소 지정을 활성화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하위 인터페이스가 있는 라우터에서 802.1Q VLAN 태그 
지정을 사용합니다. 트렁크 포트 구성이 필요한 스위치의 경우, 이전에 구성한 다른 측과 일치시킵니다. 

interface TenGigabitEthernet0/1/7 

 description to Border 

 mtu 9100 

 no ip address 

 no shutdown 

interface TenGigabitEthernet0/1/7.100 

 encapsulation dot1Q 100 

 vrf forwarding VRF-GLOBAL_ROUTES 

 ip address [IP network] [netmask] 

이제 퓨전 라우터와 경계 노드 간의 802.1Q 태그가 지정된 연결에서 VLAN(예: 100)에 대한 IP 연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3단계.  여러 링크를 사용하여 연결할 때 네트워크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되는 IGP와 BGP 간에 재배포하는 경우 
경로에 태그를 지정하는 경로 맵을 생성하고 라우팅 루프를 방지합니다. IGP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된 예시는 
EIGRP에 대한 것이며 IS-IS에서 BGP, EIGRP로의 라우팅 연결을 완료합니다. 

route-map RM-BGP-TO-EIGRP permit 10 

 set tag 100 

! 

route-map RM-EIGRP-TO-BGP deny 10 

 match tag 100 

route-map RM-EIGRP-TO-BGP permit 20 

4단계.  이중화 퓨전 라우터에서 경계 노드로의 BGP 피어링을 활성화하고 퓨전 라우터를 넘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IGP를 재배포합니다. 

router bgp [external AS number] 

 bgp router-id [loopback IP address] 

 bgp log-neighbor-changes 

 ! 

address-family ipv4 vrf VRF-GLOBAL_ROUTES 

  redistribute eigrp 100 route-map RM-EIGRP-TO-BGP 

  neighbor [redundant fusion IP] remote-as [external AS number] 

  neighbor [redundant fusion IP] activate 

  neighbor [border IP address] remote-as [underlay AS number] 

  neighbor [border IP address] activate 

  maximum-paths 2 

  default-information originate 

 exit-address-family 

5단계.  BGP를 IGP에 재배포하여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IGP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된 예시는 명명된 모드인 
EIGRP에 대한 것입니다. 

router eigrp 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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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family ipv4 unicast vrf VRF-GLOBAL_ROUTES autonomous-system 100 

  topology base 

   redistribute bgp [external AS number] metric 1000000 1 255 1 9100 route-map RM-BGP-
TO-EIGRP 

  exit-af-topology 

  network [external IP network address] [netmask] 

  eigrp router-id [loopback IP address] 

 exit-address-family 

 비 매니지드 중간 디바이스에서의 MTU 구성 

선택 사항 

패브릭 도메인의 모든 디바이스를 Cisco DNA Center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DNA Center에서는 
이미 패브릭 에지 노드와 경계 노드를 관리하지만, 패브릭 내에 Cisco DNA Center에서 관리하지 않는 중간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예: Cisco DNA Center에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디바이스는 그러한 
전송 패브릭 중간 노드를 통해 SD-Access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패브릭 언더레이 디바이스 내의 라우팅 토폴로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Layer 3 디바이스여야 합니다. 

● 패브릭 캡슐화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점보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 매니지드 패브릭 중간 노드 디바이스의 경우 적절한 MTU(예: 9100)를 설정하고 언더레이의 다른 디바이스와의 
라우팅을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구성 지침은 디바이스에 따라 달라지며 이 가이드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의 일부로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구성하려는 디바이스에는 구성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기존 
구성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검색 및 관리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대한 IP 연결을 활성화하고 Cisco DNA Center에 관리 크리덴셜을 입력하여 
SD-Access에 대한 언더레이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관리합니다. 다음 절차에서 모든 LAN 자동화 시드 
디바이스 및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관리할 계획이 없는 기타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이러한 단계에서는 검색을 제한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스캔하기 위해 IP 주소 범위 또는 
여러 범위를 제공하여 검색을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는 LAN 자동화 온보딩을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의 경우, 
검색을 위한 초기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Cisco DNA Center에 Cisco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연결된 네이버를 
찾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Cisco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할 경우, 기본 홉 수를 적절한 수로 줄여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Tools(툴) 섹션으로 스크롤한 다음, Discovery(검색)를 
클릭하고 Discovery Name(검색 이름)을 입력합니다. Range(범위)를 선택하고 IP Ranges(IP 범위)에 대한 시작 및 
종료 IP 루프백 주소를 입력합니다. 하나의 주소만 다루려면 범위의 시작과 끝에 모두 해당 주소를 입력합니다. 
Preferred Management IP(기본 설정 관리 IP)는 디바이스에서 관리를 위해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UseLoopBack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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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구성의 규모가 매우 큰 Cisco Catalyst 6800 Series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 모드에서 해당 스위치에 다음 명령을 추가하여 
검색 시간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snmp mib flash cache 

2단계.  추가 범위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범위 옆에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고 추가 범위를 입력한 다음, 나머지 
범위에 대해 반복합니다.  

 

3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검색에 사용된 CLI 크리덴셜과 Cisco DNA Center 디바이스 제어 기능에 의해 디바이스에 
푸시된 SNMP 크리덴셜 구성을 확인한 다음, 하단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검색을 실행하는 동안 검색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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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제어가 활성화된 디바이스 검색이 완료되면 CLI를 사용하여 할당되고 디바이스에 로컬로 저장된 크리덴셜이 
백업으로 사용됩니다. 로컬 크리덴셜은 기본 중앙 크리덴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ISE에 대한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4단계.  검색 장애가 발생하면 디바이스 목록을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인벤토리에 추가할 추가 디바이스와 
함께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검색을 다시 시작합니다.  

5단계.  모든 검색 작업이 완료되면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 Tools(툴) 섹션에서 
Inventory(인벤토리)를 클릭합니다. 검색된 디바이스가 표시됩니다. 인벤토리 수집이 완료되면 각 디바이스에 
Managed(매니지드) 동기화 상태가 표시되는데, 이는 Cisco DNA Center에서 디바이스 물리적 구축에 대한 내부 모델 
미러링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Cisco DNA Center에서 디바이스에 액세스하고 구성 인벤토리를 동기화하며 디바이스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술 팁 

Inventory(인벤토리) 테이블의 제목 행 오른쪽에서 표시되는 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Device Role(디바이스 역할) 열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 검색에 의해 할당된 디바이스 역할을 확인하고 디바이스의 실제 구축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역할(예: 액세스, 
배포, 코어 또는 경계 라우터)을 조정하십시오. 이 디스플레이에서 경계 라우터는 일반적인 비 패브릭 디바이스 역할입니다. 지금 
역할을 조정하면 이후 절차에서 역할을 조정하는 대신 초기 토폴로지 맵의 모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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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토리에서의 디바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SD-Access의 전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Cisco DNA Center의 SD-Access 패키지에는 패키지에서 프로비저닝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최소 소프트웨어 버전 요건이 있습니다. Cisco DNA Center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기능은 
권장 이미지 버전을 실행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Cisco.com에서 SD-Acces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SD-Access를 위한 권장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증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부록 A: 제품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골든으로 표시하며 디바이스에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이미지 및 SMU(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업데이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디바이스에 적용하십시오.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Design(설계)을 클릭한 다음, Image Repository(이미지 
저장소)를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의 Cisco End User License 
Agreement(Cisco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알림에서 Click here(여기를 클릭)를 선택한 다음, Accept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 계약 동의)를 클릭합니다. 

  

2단계.  Cisco DNA Center에서 디바이스에 적용할 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Image Name(이미지 
이름) 열 아래에서 디바이스 제품군에 대해 나열된 이미지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Golden 
Image(골든 이미지) 별표를 클릭하여 적절한 이미지를 플랫폼에 대해 기본 이미지로 표시합니다.  

  

아직 가져오기되지 않은 이미지는 Cisco.com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가져오기됩니다. Settings(설정)(기어) > 
System Settings(시스템 설정) > Settings(설정) > Cisco Credentials(Cisco 크리덴셜)를 사용하여 Cisco.com 
크리덴셜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든 디바이스가 적절한 이미지로 표시될 때까지 이미지를 가져오고 골든으로 태그를 지정하는 단계를 
반복합니다.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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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로컬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선택하는 경우 + Import(+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Import Image/Add-
On(이미지/추가 기능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위치를 선택한 다음,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Cisco DNA Center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5단계.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가져온 이미지를 디바이스에 할당합니다. 가져온 이미지 옆에 있는 Assign(할당)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팝업에서 Assign(할당)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는 저장소에 있으며,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 골든으로 태그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새로 할당된 이미지가 있는 각 디바이스에 대해 Golden Image(골든 이미지) 별표를 클릭하여 해당 이미지를 
플랫폼에 대한 기본 이미지로 표시합니다. 

7단계.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여 구축할 모든 이미지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골든 이미지가 할당된 
모든 디바이스 유형은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배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Cisco DNA Center에서는 골든으로 태그가 지정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인벤토리에서 디바이스의 규정 준수 검사를 
실행합니다. 골든 이미지를 따르지 않는 디바이스는 인벤토리에서 Outdated(오래됨)로 표시됩니다. 이미지를 
골든으로 표시된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인벤토리 수집이 완료되어야 하며, 계속하기 전에 디바이스가 
Managed(매지니드) 상태여야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배포하고 분산 이미지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예약하거나 수동으로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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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고 Outdated(오래됨)로 
표시된 모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Actions(작업) 메뉴에서 Update OS Image(OS 이미지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를 더 상세히 제어하려면 업데이트 중인 다른 디바이스와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부팅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서 OS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  표시되는 슬라이드 아웃에서 Distribute(배포) > When(시기) 아래의 Now(지금)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한 다음, Activate(활성화) 아래에서 Schedule Activation after Distribution is completed(배포 후 활성화 
예약이 완료됨)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한 후 Confirm(확인) 아래에서 Confirm(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선택한 디바이스에 배포됩니다. 

3단계.  오른쪽 상단에서 Update Status(상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상태 화면에서는 실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기본 화면보다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하여 언제 In Progress(진행 중) 상태가 Successful(성공)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반복하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완료하면 모든 구축용 디바이스가 골든 이미지와 연결되고 이미지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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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SD-Access를 위한 언더레이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Cisco DNA Center에서 SD-Access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그에 대한 관리 제어 
권한을 갖추고 나면,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여 언더레이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LAN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언더레이 스위치 프로비저닝 

선택 사항 

Cisco DNA Center의 LAN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구성되지 않은 새 LAN 스위치를 언더레이에 구축하는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이전 절차를 수행하여 하나 이상의 시드 디바이스(새로운 비 매니지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매니지드 디바이스), PnP에서 푸시할 디바이스 CLI 및 SNMP 크리덴셜, 연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연결 가능 IP 주소 
풀을 구성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드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이후 절차에서 경계로 
할당되는 스위치이며, 적절한 VTP 모드 및 MTU 구성을 지녀야 합니다(예: vtp 모드 투명, 시스템 mtu 9100). 검색할 
디바이스에 연결된 시드 디바이스의 포트는 Layer 2 모드(액세스 포트 대 라우팅된 포트)에 있어야 하며, 시드 디바이스 
포트는 전용 OOB(대역 외) 관리 포트일 수 없습니다. 

기술 팁 

LAN 자동화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시드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스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이 검증에 사용된 스위치는 부록에 
나와 있음). 검색된 스위치는 선택한 시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OOB 관리 포트는 비 OOB 포트에서 LAN 자동화를 차단하기 
때문에 LAN 자동화 디바이스 온보딩 중에 연결할 수 없음)와 시드 디바이스에서 떨어진 총 2개의 홉에 대해 연결된 스위치의 최대 
1개의 추가 홉에 직접 연결됩니다. 제공된 크리덴셜을 사용하면 Cisco DNA Center 및 시드 디바이스가 함께 작동하여 검색된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관리되는 인벤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디바이스에서는 이전 구성 없이 PnP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전에 구성되었으며 사용될 모든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구성 모드 및 실행 모드 명령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PnP 에이전트를 실행 중인 상태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config)#config-register 0x2102 

(config)#crypto key zeroize 

(config)#no crypto pki certificate pool 

delete /force vlan.dat 

delete /force nvram:*.cer 

delete /force nvram:pnp* 

delete /force flash:pnp* 

delete /force stby-nvram:*.cer 

delete /force stby-nvram:*.pnp* 

! previous two lines only for HA systems 

write erase 

reload 

재로드 프로세스의 구성은 저장하지 마십시오. LAN 자동화를 위한 스위치 스택을 준비하려면 스택에서 각 스위치에 동일한 복원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스위치 스태킹 요건은 LAN 자동화에 대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스택의 모든 스위치는 IP 라우팅 기능을 지원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버전을 실행하고 있어야 하며 설치 모드(번들 모드가 아님)여야 합니다. 포트 번호 지정 및 스택 동작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 LAN 자동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스위치 스택 번호 지정을 조정하고 실행 모드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높여 스택 내에서 활성 역할이 되도록 스위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switch [switch stack number] renumber [new stack number] 

switch [switch stack number] priority 15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33/66페이지 

인벤토리에 있고 Cisco DNA Center에서 관리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사이트에서 시드 디바이스 
역할에 할당합니다. LAN 자동화 기능을 여러 번 실행하는 데 동일한 시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검색된 디바이스가 각 
실행에 대해 서로 다른 빌딩 또는 층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합니다. 시드 디바이스를 최대 2개 선택하고 Actions(작업) 드롭다운에서 Assign Device 
to Site(사이트에 디바이스 할당)를 클릭하고 Assign Device to Site(사이트에 디바이스 할당) 화면에서 디바이스 
사이트 할당을 선택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2단계.  Catalyst 6800 Series 시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구성 모드 명령을 사용하여 검색된 
디바이스에 대한 포트를 Layer 2 포트로 변경합니다. 

switchport 

구성 변경을 저장한 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디바이스를 재동기화하고, Tools(툴) 아래에서 
Inventory(인벤토리)를 선택하고, 수정된 Catalyst 6800 스위치를 선택한 다음, 상단의 Actions(작업) 풀다운에서 
Resync(재동기화)를 선택합니다. 

기술 팁 

LAN 자동화에 사용되는 IP 풀의 크기를 검색할 디바이스의 수보다 훨씬 크게 지정해야 합니다. 풀은 반으로 나뉘며, 그중의 절반은 
시드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VLAN 1 DHCP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절반으로 나뉘는데, 이때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 링크 주소 지정을 위해 총 주소 공간의 1/4을 남겨두고 루프백 주소 지정을 위해 1/4을 남겨둡니다. 
엔드포인트는 PnP 프로비저닝을 위해 DHCP에서 사용하는 IP 풀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스위치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LAN 자동화 풀의 주소는 프로비저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Cisco DNA Center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Cisco DNA Center에서 기본 경로를 사용하여 단일 포트 대신 웹 액세스 포트에 대한 선택적\ 전용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인프라 포트를 통해 LAN 자동화 IP 풀에 대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P 풀이 Cisco DNA Center에 구성된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SSH 포트 2222를 사용하여 Cisco DNA 
Center에 연결한 다음, maglev로 로그인하고 아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maglev-config update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LAN 자동화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IP 풀을 포함하도록 정적 경로를 구성합니다. 

3단계.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합니다. 상단에서 LAN 
Automation(LAN 자동화)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LAN Automation(LAN 자동화)을 클릭합니다.  

  

4단계.  LAN 자동화 슬라이드 아웃의 오른쪽에서 검색을 위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Primary Device(기본 
디바이스) 아래에서 Primary Site*(기본 사이트*), Primary Device*(기본 디바이스*), Choose Primary Device 
Ports*(기본 디바이스 포트 선택*)를 입력하고, Peer Device(피어 디바이스) 아래에서 Peer Site(피어 사이트) 및 Peer 
Device(피어 디바이스)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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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LAN 자동화 슬라이드 아웃의 오른쪽에서 검색을 위한 파라미터에 계속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Discovered 
Device Configuration(검색된 디바이스 구성) 아래에서 Discovered Device Site*(검색된 디바이스 사이트*), IP 
Pool*(IP 풀*)을 입력하고, 사용된 경우 ISIS Domain Password(ISIS 도메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able 
Multicast(멀티캐스트 활성화)를 선택한 후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6단계.  상단에서 LAN Automation(LAN 자동화)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LAN Auto Status(LAN 자동 상태)를 
클릭하여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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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Stop(중지)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모든 디바이스의 상태가 Completed(완료됨)로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확인 단계를 진행합니다. PnP 프로세스를 조기에 중지하면 검색이 복구를 위한 수동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시드에서 추가 홉으로 떨어진 디바이스를 검색하면 완료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고 Tools(툴) 아래에서 Topology(토폴로지)를 선택합니다. 모든 
링크를 검색해야 합니다. 토폴로지에서 링크가 누락된 경우 물리적 연결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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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합니다. 상단에서 LAN 
Automation(LAN 자동화)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LAN Auto Status(LAN 자동 상태)를 클릭합니다. 검색된 디바이스가 
모두 Completed(완료됨) 상태에 도달한 후에 Stop(중지)을 클릭합니다. LAN 자동화에서는 VLAN 1에 있는 모든 Layer 
2 연결을 종료하고, 언더레이 IS-IS 라우팅 프로세스는 라우팅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성을 위해 사용되며, 디바이스는 
인벤토리에서 관리됩니다. 

  

 

 SD-Access를 준비하기 위해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사이트에 할당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한 다음, SD-Access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위해 해당 디바이스를 사이트에 할당합니다.  

1단계.  Cisco DNA Center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고,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예: 모든 스위치)를 선택하여 네트워크에 프로비저닝하고, Actions(작업)를 클릭한 다음, 
Provision(프로비저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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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Devices(디바이스 프로비저닝) 마법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술 팁 

디바이스는 동일한 유형(예: 모든 라우터)이어야 동시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통 사이트 할당을 위해 여러 
개의 작은 배치로 프로비저닝 작업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첫 번째 마법사 화면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사이트 할당을 선택한 다음, 화면 하단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단계.  Next(다음)를 두 번 클릭하여 Configuration(구성) 및 Advanced Configuration(고급 구성) 화면을 건너뛰고, 
Summary(요약) 화면에서 각 디바이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Deploy(구축)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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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팝업 화면에서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두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각 디바이스의 구성이 시작되며, 각 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되면 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디바이스 
인벤토리 화면이 Provision Status(프로비저닝 상태) 및 Sync Status(동기화 상태)로 업데이트됩니다.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하여 최종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5단계.  추가되는 각 디바이스의 배치에 대해 Cisco DNA Center 프로비저닝 단계를 반복합니다. Cisco DNA Center 
pxGrid 통합을 통해 ISE에서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6단계.  ISE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Network Resources(네트워크 리소스) > Network 
Devices(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이동하여 ISE 통합 기능을 확인합니다. 프로비저닝된 디바이스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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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SD-Access 오버레이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패브릭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인벤토리에 추가되고 사이트에 프로비저닝된 검색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Cisco DNA 
Center에서 생성됩니다. Cisco DNA Center에서는 SD-Access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추가 디바이스 구성을 
자동화합니다. 

SD-Access 솔루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브릭 구문의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 패브릭 사이트: 패브릭 경계 노드를 사용하여 패브릭 사이트를 빠져나가고 일반적으로 ISE PSN 및 패브릭 모드 
WLC를 포함하는 제어 평면 노드 및 에지 노드 기능을 포함한 독립 패브릭입니다. 

● 전송 사이트: 전송 네트워크라고도 하며 패브릭 사이트를 외부 네트워크(IP 기반 전송)에 연결하거나 기본적으로 
세분화(SD-Access 전송)를 유지하는 하나 이상의 패브릭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 패브릭 도메인: 하나 이상의 패브릭 사이트와 해당하는 전송 사이트를 포함합니다. 
IP 기반 전송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IP 연결을 위해 VRF-lite를 사용하여 패브릭을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SD-
Access 전송은 SGT 및 VN 정보를 전달하고 본질적으로 패브릭 사이트 간에 정책과 세분화를 전달하며 분산 캠퍼스를 
생성합니다. 이 구성  

기술 팁 

부록에 나열된 Cisco DNA Center 소프트웨어 및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SD-Access 전송의 검증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산 
캠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규범 구축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isco.com에서 SD-Acces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매트릭스를 검색하여 추가 옵션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소프트웨어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록에 나열된 Cisco DNA Center 소프트웨어 및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SD-Access 전송의 검증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산 캠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규범 구축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D-Acce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매트릭스에 대한 Cisco.com을 검색하여 추가 옵션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소프트웨어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IP 기반 전송 사이트, 패브릭 도메인 및 패브릭 사이트 생성 

IP 기반 전송 사이트는 BGP 원격 AS(자동 시스템)를 나타냅니다. 후속 절차에서 로컬 BGP AS는 패브릭 경계 
프로비저닝의 일환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여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상단에서 + Add 
Fabric or Transit(+ 패브릭 또는 전송 추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Transit(전송 추가)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아웃에서 Transit Name(전송 이름)(예: IP_Transit)을 입력한 다음, IP-Based(IP 기반)를 선택하고 Routing 
Protocol(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BGP를 선택하고, 원격 BGP AS(예: 65500)에 대해 Autonomous System 
Number(자동 시스템 번호)를 입력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https://cs.co/sda-distrib-pdg
https://cs.co/sda-distrib-pdg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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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시지가 나타나고 전송이 생성됩니다. 

2단계.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상단에서 + Add Fabric or Transit(+ 패브릭 또는 
전송 추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Fabric(패브릭 추가)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아웃에서 Fabric 
Name(패브릭 이름)(예: RTP5_Fabric)을 입력한 다음, 사이트 계층 구조를 사용해 사이트가 포함된 위치를 선택하여 
패브릭(예: RTP5-C9K)을 활성화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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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캠퍼스 패브릭이 생성됩니다. 

3단계.  방금 생성한 패브릭 도메인 이름(예: RTP5_Fabric)을 클릭하고 왼쪽의 Fabric-Enabled Sites(패브릭 활성화 
사이트) 계층 구조에서 이전 단계(예: RTP5-C9K)에 추가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패브릭 및 관련 사이트의 보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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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패브릭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 구축된 2계층(배포/액세스) 또는 3계층(코어/배포/액세스) 토폴로지를 모방하지 
않는 경우 인벤토리 테이블의 제목 행의 오른쪽에 있는 Tools(툴)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여 토폴로지를 
수정하고, Device Role(디바이스 역할)을 포함하기 위해 표시되는 열을 조정한 다음, 디바이스의 실제 구축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역할을 조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보기에 대한 디바이스 역할을 수정한 후 패브릭 도메인 토폴로지 보기로 
돌아갑니다. 

 패브릭 오버레이 생성 

1단계.  패브릭 도메인 토폴로지 보기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패브릭 에지 노드인 모든 노드를 클릭한 다음, 
팝업 상자에서 Add to Fabric(패브릭에 추가)을 클릭합니다. 

  

파란색 아이콘 경계와 패브릭 역할 기호가 나타나 디바이스에 대해 의도된 대상 동작을 나타냅니다. 

2단계.  경계 기능 없이 제어 평면 노드 역할을 전담하는 패브릭용 노드가 있는 경우, 해당 노드를 클릭하고 팝업 
상자에서 Add as CP(CP로 추가)(제어 평면)를 클릭합니다.  

경계 기능이 없는 이중화 전용 제어 평면 노드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기술 팁 

경계 노드가 부록 A: 제품 목록에 나열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Cisco Nexus 7700 Series 스위치인 경우, 전용 제어 평면 노드를 
사용하여 외부 경계 노드로 구성된 7700 Series에 직접 연결합니다. NX-OS 버전에서 요구하는 경우 MPLS 라이선스를 
활성화합니다. 제어 평면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어 평면 노드에 대한 물리적 링크에서 MPLS LDP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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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패브릭 경계 역할을 수행할 디바이스를 클릭하고 팝업 상자에서 Add as Border(경계로 추가) 또는 Add as 
CP+Border(CP+경계로 추가)를 클릭한 다음(이전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 추가 슬라이드 아웃 대화상자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Layer 3 Handoff(Layer 3 핸드오프)에서 Border(경계)(예: 외부 세계(외부))를 선택하여 BGP Local 
Autonomous Number(BGP 로컬 자동 번호)(예: 65514)를 입력하고, Select IP Address Pool(IP 주소 풀 선택) 
아래에서 경계 연결 기능(예: BORDER_HANDOFF-RTP5)에 대해 이전에 구성된 글로벌 풀을 선택한 다음, 외부 
경계의 경우 Is this site connected to the Internet?(이 사이트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까?)를 선택하고, 
Transit(전송) 메뉴에서 전송(예: IP: IP 전송)을 선택한 후 전송 옆에 있는 회색의 Add(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IP Transit(IP 전송) 섹션이 나타납니다. 

기술 팁 

경계가 패브릭에서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가는 유일한 경로인 경우 외부 경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어 평면과 경계 노드 
기능이 결합되어 있으며 노드에서 내부 경계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부록 A: 제품 목록에 나와 있는 검증된 릴리스를 사용할 때 추가 
제어 평면 필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IP Transit(IP 전송) 텍스트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 Add Interface(+ 인터페이스 추가)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아웃 상자에서 패브릭 외부의 퓨전 라우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표시되는 패브릭 외부의 
디바이스에 대한 BGP Remote AS Number(원격 AS 번호) 아래에서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 선택 패널을 
펼치고, 패브릭 외부의 Layer 3 핸드오프(예: INVRA_VN, OPERATIONS)를 포함하기 위해 패브릭에서 사용되는 각 
VN을 선택하고, Save(저장)를 클릭한 후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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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팝업을 승인합니다. 

5단계.  추가 패브릭 경계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앞의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기술 팁 

VRF-Lite 핸드오프 인터페이스를 경계에서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까지 구성하려면 802.1Q 태그 지정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변환할 이중화 링크를 통한 대역 내 연결을 사용하여 경계를 관리하는 경우, 네트워크 검색을 위한 경계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 관리 
프로세스에 설명된 대로 먼저 태그가 지정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을 수행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검증된 SD-Access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페이스에 태그 없는 구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프로비저닝이 실패합니다. 

6단계.  모든 필수 역할이 패브릭의 노드에 할당되고 나면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하고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사용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캠퍼스 패브릭 도메인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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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패브릭을 생성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디바이스의 실제 프로비저닝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패브릭에 대한 멀티캐스트 활성화 

패브릭 오버레이에서 멀티캐스트 지원을 구성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SD-Access 패브릭에서는 ASM(모든 소스 멀티캐스트) 및 SSM(소스 특정 멀티캐스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패브릭 내부 또는 패브릭 외부에 있을 수 있으며, 랑데부 포인트 구성은 패브릭 경계 노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M 메시지는 경계 노드와 패브릭 에지 사이의 유니캐스트이며, 멀티캐스트 패킷은 헤드 엔드 패브릭 경계 
디바이스에서 패브릭 에지 노드에 대해 복제됩니다. 

1단계.  유니캐스트 IP 인터페이스 전용으로 사용되는 Cisco DNA Center의 글로벌 풀은 멀티캐스트가 활성화된 각 
VN에 대해 멀티캐스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멀티캐스트가 하나도 없으면 "글로벌 IP 주소 풀 정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 생성합니다. 

2단계.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Fabrics(패브릭) 
아래에서 생성된 패브릭 사이트(예: RTP5_Fabric)를 클릭하고, 왼쪽 탐색 창에서 패브릭 사이트(예: RTP5-C9K)를 
클릭한 다음, 상단에서 Fabric Infrastructure(패브릭 인프라) 탭을 클릭하고, 패브릭 경계 노드를 클릭한 후 Enable 
Rendezvous Point(랑데부 포인트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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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오른쪽의 Associate Multicast Pools to VNs(멀티캐스트 풀을 VN에 연결) 팝업 창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 
연결 아래에서 VN(예: OPERATIONS)을 선택하고, Select IP Pools(IP 풀 선택) 아래에서 멀티캐스트에 대해 생성된 
풀(예: MULTICAST_PEER-RTP5)을 선택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하고, VN(예: OPERATIONS)을 선택한 후 
Enable(활성화)을 클릭합니다.  

4단계.  추가 패브릭 경계 노드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Cisco DNA Center에서는 멀티캐스트 구성을 패브릭 노드로 푸시하고, 경계 노드 간의 RP(랑데부 포인트) 상태 통신을 
위해 루프백 및 MSDP(Multicast Source Discovery Protocol) 피어링을 생성합니다. 

5단계.  멀티캐스트 통신이 퓨전 라우터에 대한 경계 외부에서 필요한 경우, 각 디바이스에서 다음 명령을 활성화합니다. 

Global: 

ip multicast-routing 

ip pim rp address [RP Address] 

ip pim register-source Loopback0 

ip pim ssm default 

Interface or subinterface (for each virtual network): 

ip pim sparse-mode 

6단계.  패브릭으로 구성된 사이트의 왼쪽 탐색 패널에서 사이트 이름 옆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Enable Native 
Multicast for IPv4(IPv4에 대한 기본 멀티캐스트 활성화)를 클릭하고,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한 다음, 슬라이드 
아웃 창에서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구성은 효율적인 인프라 통신을 위해 언더레이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도록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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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퓨전)에서 경계 라우터로의 VN을 위한 eBGP 연결 활성화 

Cisco DNA Center의 SD-Access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외부 네트워크에 패브릭 경계 노드의 BGP 핸드오프를 
구성합니다. 설명된 SD-Access 버전에서는 호환되는 VRF-Lite 및 BGP 피어링 정보를 사용하여 경계 디바이스의 외부 
네트워크 피어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1단계.  CLI를 사용하여 경계 디바이스에 로그인하여 Cisco DNA Center SD-Access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경계 
외부의 IP 연결에 대해 자동화된 구성을 관찰합니다. 다음 명령 중 일부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show running-config brief 

show running-config | section vrf definition 

show running-config | section interface Vlan 

show running-config | section router bgp 

기술 팁 

경계 노드와 퓨전 라우터 간의 직접 연결로 복원력이 뛰어난 경계 노드 쌍을 구축하여 경계 노드와 퓨전 라우터 간의 연결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트래픽 리디렉션을 활성화하려면 구성된 모든 VN에 대한 경계 노드 간에 iBGP 네이버 관계를 
생성합니다. 스위치의 트렁크 포트 구성 및 라우터의 하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802.1Q 태그 지정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논리적 
연결을 지원합니다. 

2단계.  경계 구성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경계에 연결된 패브릭의 외부에 있는 각 퓨전 디바이스에 로그인한 다음, 
경계에서 생성된 가상 네트워크의 필요에 따라 VRF를 구성합니다. VRF는 패브릭 내에서 인터페이스 그룹과 가상 
네트워크 상황 간에 통신을 별도로 수행합니다. 

vrf definition [VRF name] 

 rd [Route Distinguisher] 

 address-family ipv4 

  route-target export [Route Target] 

  route-target import [Route Target] 

 exit-address-family 

예를 들어, 경계에서 프로비저닝되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vrf definition OPERATIONS 

 rd 1:4099 

 ! 

 address-family ipv4 

  route-target export 1:4099 

  route-target import 1:4099 

 exit-address-family 

퓨전 라우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경계 노드 구성에 따라 각 가상 네트워크 상황(GUEST VRF 포함, 하나를 구성한 경우)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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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퓨전 라우터에서 구성하는 VRF 이름, 경로 구분자 및 경로 대상은 경계 노드의 구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3단계.  네이버에 각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일부 디바이스에서는 트렁크에서 바로 VLAN 하위 인터페이스 구성을 
지원하며, 그 외 디바이스에서는 VLAN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트렁크와 연결해야 합니다. 각 피어의 각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인터페이스 구성을 경계에서 반복합니다. 

interface [Peer physical interface] 

 switchport mode trunk 

interface [VLAN interface] 

 vrf forwarding [VN/VRF name] 

 ip address [Peer point-to-point IP address] 

예를 들어, 다음 구성이 경계에서 프로비저닝되는 경우입니다. 

vlan 3003 

vlan 3004 

interface FortyGigabitEthernet1/0/24 

 switchport mode trunk 

interface Vlan3003 

 description vrf interface to External router 

 vrf forwarding OPERATIONS 

 ip address 172.16.172.9 255.255.255.252 

interface Vlan3004 

 description vrf interface to External router 

 ip address 172.16.172.13 255.255.255.252 

퓨전 라우터에 대해 호환되는 연결 및 주소 지정을 구성합니다. 연결된 VRF 전달 명령어가 없는 VLAN 인터페이스는 
글로벌 경로 테이블에 대한 INFRA_VN 통신에 사용됩니다. 

vlan 3003 

vlan 3004 

interface FortyGigabitEthernet1/0/7 

 switchport mode trunk 

interface Vlan3003 

 description vrf interface to External router 

 vrf forwarding OPERATIONS 

 ip address 172.16.172.10 255.255.255.252 

interface Vlan3004 

 description vrf interface to External router 

 ip address 172.16.172.14 255.255.255.252 

4단계.  패브릭의 각 VN과 연결된 각 VRF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도록 경계에 대한 BGP IPv4 유니캐스트 라우팅을 
구성합니다. 

router bgp [Local BGP AS] 

 bgp router-id interface Loopback0 

 bgp log-neighbor-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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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 [Border VLAN IP Address] remote-as [Fabric BGP AS] 

 neighbor [Border VLAN IP Address] update-source [VLAN interface] 

 ! repeat for any additional neighbors 

address-family ipv4 

  network [Loopback IP Address] mask 255.255.255.255 

  neighbor [Border VLAN IP Address] activate 

! repeat for any additional neighbors 

  maximum-paths 2 

 exit-address-family 

 address-family ipv4 vrf [VN/VRF name] 

  neighbor [Border VLAN IP Address] remote-as [Fabric BGP AS] 

  neighbor [Border VLAN IP Address] update-source [VLAN interface] 

  neighbor [Border VLAN IP Address] activate 

! repeat for any additional neighbors 

 exit-address-family 

예를 들어, 다음 구성이 경계에서 프로비저닝되는 경우입니다. 

router bgp 65514 

 bgp router-id interface Loopback0 

 neighbor 172.16.172.14 remote-as 65500 

 neighbor 172.16.172.14 update-source Vlan3004 

 ! 

 address-family ipv4 

  network 172.16.173.1 mask 255.255.255.255 

  aggregate-address 172.16.173.0 255.255.255.0 summary-only 

  neighbor 172.16.172.14 activate 

exit-address-family 

 ! 

 address-family ipv4 vrf OPERATIONS 

  neighbor 172.16.172.10 remote-as 65500 

  neighbor 172.16.172.10 update-source Vlan3003 

  neighbor 172.16.172.10 activate 

exit-address-family 

퓨전 라우터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router bgp 65500 

 bgp router-id interface Loopback0 

 bgp log-neighbor-changes 

 neighbor 172.16.172.13 remote-as 65514 

 neighbor 172.16.172.13 update-source Vlan3004 

 ! 

 address-family ipv4 

  neighbor 172.16.172.13 activate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50/66페이지 

 exit-address-family 

 ! 

 address-family ipv4 vrf OPERATIONS 

  neighbor 172.16.172.9 remote-as 65500 

  neighbor 172.16.172.9 update-source Vlan3003 

  neighbor 172.16.172.9 activate 

exit-address-family 

 VN에 유선 클라이언트 할당 및 연결 활성화 

1단계.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Fabrics(패브릭) 
아래에서 생성된 패브릭 사이트(예: RTP5_Fabric)를 클릭하고, 왼쪽 탐색 창에서 패브릭 사이트(예: RTP5-C9K)를 
클릭한 다음, 상단에서 Host Onboarding(호스트 온보딩) 탭을 클릭하고, Select Authentication template(인증 
템플릿 선택) 아래에서 Closed Authentication(닫힌 인증)을 선택하고, 선택 항목 상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한 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닫힌 인증은 호스트 포트에 대한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패브릭에 연결하기 위해 엔드포인트에 대한 802.1x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 설정은 AP 포트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 포트에 의해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2단계.  Virtual Networks(가상 네트워크) 아래에서 유선 클라이언트(예: OPERATIONS)에 사용할 VN을 선택하고, 
Edit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 수정:) OPERATIONS 슬라이드 아웃 창에서 VN에 추가할 IP Pools(IP 풀)의 
이름(예: EMPLOYEE-DATA-RTP5)을 선택하고, Data(데이터)의 Traffic Type(트래픽 유형)을 선택한 다음, Layer 2 
Extension(Layer 2 확장)이 On(켜짐)인지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Auth Policy(인증 정책) 이름을 사이트에 대해 의미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한 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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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시지가 표시되고 Host Onboarding(호스트 온보딩) 화면이 표시됩니다. 

3단계.  게스트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한 경우에는 게스트 서비스에 대해 IP 풀을 연결합니다. Virtual Networks(가상 
네트워크) 아래에서 게스트 무선 클라이언트에 사용할 VN(예: GUEST)을 선택합니다. 

  

4단계.  Edit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 수정:) GUEST 슬라이드 아웃 창에서 VN에 추가할 IP Pools(IP 풀)의 
이름(예: EMPLOYEE-DATA-RTP5)을 선택하고, Data(데이터)의 Traffic Type(트래픽 유형)을 선택하고, Layer 2 
Extension(Layer 2 확장)이 On(켜짐)인지 확인한 다음, 원하는 경우 Auth Policy(인증 정책) 이름을 사이트에 대해 
의미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한 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상태 메시지가 표시되고 Host Onboarding(호스트 온보딩)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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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온보딩에 대한 패브릭 에지 포트 활성화 

선택 사항 

802.1x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거나 IOT 디바이스에 대한 MAB 인증과 같은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하거나 주소 풀을 포트에 수동으로 할당하는 경우 이전 절차에서 할당된 기본 인증 템플릿(닫힌 인증)을 덮어씁니다. 

기본 인증 템플릿을 덮어쓰는 데 필요한 패브릭 에지 포트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각 패브릭 에지 스위치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1단계.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Fabrics(패브릭) 아래에서 생성된 패브릭 
사이트(예: RTP5_Fabric)를 클릭한 다음, 왼쪽 탐색 창에서 패브릭 사이트(예: RTP5-C9K)를 클릭하고, 상단에서 Host 
Onboarding(호스트 온보딩) 탭을 클릭한 후 Select Port Assignment(포트 할당 선택) 섹션 아래의 왼쪽 열에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2단계.  스위치 포트 목록 내에서 패브릭 VN에 참여할 유선 패브릭 에지 포트 집합을 선택한 다음, Assign(할당)을 
클릭합니다. 

  

3단계.  슬라이드 아웃에서 적절한 Connected Device Type(연결된 디바이스 유형)(예: 사용자 디바이스(ip-
phone,computer,laptop))를 선택하고, Address Pool(주소 풀)(예: 10_101_114_0(EMPLOYEE-DATA-RTP5))을 
선택하고, Group(그룹)(예: 직원)을 선택한 다음, 필요한 경우 Voice Pool(음성 풀)을 선택하고, Auth Template(인증 
템플릿)(예: 인증 안 함)을 선택한 후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4단계.  Select Port Assignment(포트 할당 선택) 섹션의 오른쪽에서 Save(저장)를 선택한 다음,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5단계.  추가되는 각 추가 스위치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이제 디바이스에서는 생성된 유선 네트워크 오버레이 및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패브릭 에지 포트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 팁 

그룹 할당은 패브릭 에지 포트에서 인증 서버를 사용하여 할당을 동적으로 수신하지 않는 경우 그룹을 정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조직에서 사용되는 일부 디바이스 유형에 유용합니다. "No Authentication(인증 안 함)"이 인증 방법으로 선택된 
경우 Cisco DNA Center에서는 화면 상단의 "Select Authentication template(인증 템플릿 선택)" 섹션에서 선택한 글로벌 기본 인증 
템플릿을 푸시합니다. Cisco DNA Center에서는 "Closed Authentication(닫힌 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및 "Open 
Authentication(열린 인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포트 구성을 푸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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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SD-Access 무선을 패브릭에 통합 
SD-Access용 무선 LAN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분산 캠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규범 
구축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무선 통합 프로세스에서는 컨트롤러를 Cisco DNA Center를 사용하여 패브릭에 
통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벤토리에 무선 컨트롤러 추가하고 HA SSO 쌍 생성 

무선 LAN 컨트롤러가 Cisco DNA Center 인벤토리에 없는 경우, 무선 통합 전에 해당 컨트롤러를 추가해야 합니다. 
복원력을 위해 동일한 유형의 두 WLC도 사용하여 HA SSO 쌍을 생성해야 합니다.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Tools(툴) 섹션으로 스크롤한 다음 Discovery(검색)를 
클릭하고 Discovery Name(검색 이름)을 입력합니다. Range(범위)를 선택하고 IP Ranges(IP 범위)에 대한 시작 및 
종료 IP 루프백 주소를 입력합니다. 하나의 주소만 다루려면 범위의 시작과 끝에 모두 해당 주소를 입력합니다. 
Preferred Management IP(기본 관리 IP)의 경우 None(없음)을 사용합니다. 

  

2단계.  추가 범위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범위 옆에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고 추가 범위를 입력한 다음 나머지 
범위에서 반복합니다.  

3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검색에 사용된 CLI 크리덴셜과 Cisco DNA Center 디바이스 제어 기능에 의해 디바이스에 
푸시된 SNMP 크리덴셜 구성을 확인합니다. 디바이스에 대해 검색별로 고유한 크리덴셜이 있는 경우 + Add 
Credentials(+ 크리덴셜 추가)를 클릭하여 각각의 새 크리덴셜을 모두 추가한 다음, 하단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https://cs.co/sda-distrib-pdg
https://cs.co/sda-distrib-p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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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실행하는 동안 검색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4단계.  검색 장애가 발생하면 디바이스 목록을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인벤토리에 추가할 추가 디바이스와 
함께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검색을 다시 시작합니다.  

5단계.  모든 검색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 Tools(툴) 
섹션에서 Inventory(인벤토리)를 클릭합니다. 검색된 디바이스가 표시됩니다. 인벤토리 수집이 완료되면 각 
디바이스에 Managed(매니지드) 동기화 상태가 표시되는데, 이는 Cisco DNA Center가 디바이스 물리적 구축에 대한 
내부 모델 미러링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Cisco DNA Center가 디바이스에 액세스하고 구성 인벤토리를 동기화하며 디바이스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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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Inventory(인벤토리) 테이블의 제목 행 오른쪽에서 표시되는 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Device Role(디바이스 역할) 열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 검색에 할당된 디바이스 역할을 확인하고 디바이스의 실제 구축(예: 액세스, 배포, 코어 또는 경계 라우터)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 역할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표시에서 경계 라우터는 일반적인 비패브릭 디바이스 역할입니다. 지금 역할을 
조정하면 초기 토폴로지 맵의 모양을 개선하고 이후 절차에서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WLC의 경우 코어 역할에 할당하면 
디바이스가 이러한 디바이스의 일반적인 위치에 더 가깝게 배치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하여 Last Inventory Collection Status(마지막 인벤토리 수집 
상태)를 Managed(매니지드) 상태가 될 때까지 업데이트합니다. 

6단계.  현재 페어링되지 않은 컨트롤러 집합을 사용하여 HA SSO 쌍을 생성하는 경우,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한 후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여 기본 
WLC(예: SDA-WLC1)의 Device Name(디바이스 이름) 텍스트를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팝업의 오른쪽에서 High 
Availability(고가용성)를 선택하고, Select Secondary WLC(보조 WLC 선택) 아래의 HA SSO 쌍(예: SDA-WLC-
2)에서 두 번째 WLC를 선택한 다음, Redundancy Management IP(이중화 관리 IP) 및 Peer Redundancy 
Management IP(피어 이중화 관리 IP)(예: 10.4.174.126, 10.4.174.127)를 입력하고, Configure HA(HA 구성)를 클릭한 
뒤, 리부팅 경고 팝업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에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onfiguring HA for Primary. Please do not Refresh the page.. 

Configuring HA for Secondary... 

재구성 및 리부팅에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7단계.  디스플레이 상단의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하여 HA 모드에서 WLC가 하나의 디바이스로 표시될 
때까지 디스플레이를 새로 고칩니다. 기본 WLC(예: SDA-WLC1)의 Device Name(디바이스 이름) 텍스트를 클릭하여 
HA 상태를 확인하고, 상단에 있는 팝업의 오른쪽에서 High Availability(고가용성)를 선택한 다음, Redundancy 
State(이중화 상태)가 SSO이고 Sync Status(동기화 상태)가 Complete(완료)인지 확인합니다. 

HA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8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DESIGN(설계) > Image Repository(이미지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디바이스 제품군을 찾아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WLC 이미지가 올바른 버전이면 계속 진행합니다.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미지 옆의 별표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골든으로 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나열되지 않은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상단에서 Import Image/SMU(이미지/SMU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가져오기 위한 지침에 따라 화면을 새로 고친 다음, 디바이스의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골든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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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디바이스를 업그레이드 중인 경우,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고 Outdated(오래됨)로 표시된 WLC를 선택한 다음, Actions(작업) 메뉴에서 Update OS Image(OS 이미지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할 디바이스의 선택 항목을 확인하고 When(시기)의 기본값인 Now(지금) 선택 
항목을 사용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한 다음, 팝업 경고에서 리부팅 중인 디바이스에 대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선택한 디바이스에 배포되고, 이미지 배포가 완료된 후 새 이미지를 즉시 활성화하기 위해 디바이스가 
리부팅됩니다. In Progress(진행 중) 상태가 제거되면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IP 주소 풀 생성 

Cisco DNA Center의 글로벌 풀을 네트워크에서 관리할 AP에 대한 주소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단계.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로 이동합니다. 왼쪽의 
사이트 계층 구조에서 Global(글로벌)을 선택하고 IP 주소 풀 목록에서 AP 인프라 전용 풀(예: ACCESS_POINT)을 
검사합니다. 

2단계.  AP용 풀이 없는 경우 + Add IP Pool(+ IP 풀 추가)을 클릭하고, IP Pool Name(IP 풀 이름), IP Subnet(IP 서브넷), 
CIDR Prefix(CIDR 접두사) 및 Gateway IP address(게이트웨이 IP 주소)(예: ACCESS_POINT, 172.16.173.0, /24, 
172.16.173.1)를 입력하고, DHCP Server(DHCP 서버) 및 DNS Server(DNS 서버)를 선택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3단계.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로 이동하고 사이트 
계층 구조의 왼쪽에서 IP 주소 풀 예약(예: RTP5-C9K)을 위한 사이트 또는 하위 레벨을 선택합니다. 풀이 아직 
예약되지 않은 경우, 오른쪽 상단에서 Reserve IP Pool(IP 풀 예약)을 클릭합니다. 

  

4단계.  풀을 예약 중인 경우 IP Pool Name(IP 풀 이름)(예: ACCESS_POINT-RTP5)을 입력하고, Type(유형) 
아래에서 LAN을 선택하고, 예약을 위한 Global IP Pool(글로벌 IP 풀) 소스를 선택한 다음, CIDR Notation / No. of IP 
Addresses(CIDR 표기법/IP 주소 번호) 아래에서 사용할 주소 공간의 부분을 선택하고, Gateway IP 
Address(게이트웨이 IP 주소), DHCP Server(s)(DHCP 서버) 및 DNS Server(s)(DNS 서버)를 할당한 후 
Reserve(예약)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엔터프라이즈 무선 SSID 설계 

1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Wireless(무선)로 이동하고 왼쪽 계층 구조 창에서 Global(글로벌) 레벨을 선택한 다음, Enterprise 
Wireless(엔터프라이즈 무선) 섹션에서 + Add(+ 추가)를 클릭합니다. 

  

Create an Enterprise Wireless Network(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크 생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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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다음 정보를 제공하려면 Create an Enterprise Wireless Network(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크 생성)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 Wireless Network Name(SSID)(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예: 직원)을 입력합니다. 

● TYPE OF ENTERPRISE NETWORK(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유형) 아래에서 Voice(음성), Data(데이터) 및 Fast 
Lane을 선택합니다. 

● WIRELESS OPTION(무선 옵션)을 선택하거나 확인합니다. 

● LEVEL OF SECURITY(보안 레벨)의 경우 옵션(예: WPA2 Enterprise)을 선택합니다. 

● ADVANCED SECURITY OPTIONS(고급 보안 옵션) 아래에서 Adaptive(적응)를 선택합니다. 

3단계.  Next(다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계속 진행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Wireless Profile Name(무선 프로필 이름)(예: RTP5-Wireless)을 입력합니다. 

● Fabric(패브릭) 아래에서 Yes(예)를 선택합니다. 

● Choose a site(사이트 선택) 아래에서 SSID가 브로드캐스팅되는 위치(예: Global/RTP/RTP5-C9K)를 선택하고 
SSID 커버리지에 포함할 층(예: Global/RTP/RTP5-C9K/Floor 1)을 포함합니다. 

4단계.  Finish(마침)를 클릭하고 계속합니다.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 Wireless(무선) 
화면이 표시됩니다. 

5단계.  동일한 네트워크 프로필 및 SSID와 연결할 새 위치 프로필을 사용하여 추가 SSID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패브릭 게스트 무선 SSID 설계 

1단계.  DESIGN(설계) >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Wireless(무선)로 이동하여 Guest Wireless(게스트 
무선) 섹션에서 + Add(+ 추가)를 클릭하고 Create a Guest Wireless Network(게스트 무선 네트워크 생성) 마법사에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Wireless Network Name(SSID)(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예: 게스트)을 입력합니다. 

● LEVEL OF SECURITY(보안 레벨) 아래에서 Web Auth(웹 인증)를 선택합니다. 

● AUTHENTICATION SERVER(인증 서버) 아래에서 ISE Authentication(ISE 인증)을 선택합니다. 

다른 기본 선택 항목은 그대로 두고 Next(다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2단계.  Wireless Profiles(무선 프로필) 단계에서 구축 위치(예: RTP5-Wireless)에 해당하는 Profile Name(프로필 
이름)을 선택한 다음, 슬라이드 아웃 패널에서 Fabric(패브릭)의 기본 선택 항목인 Yes(예)와 다른 기본 정보를 그대로 
둔 채 패널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단계.  Portal Customization(포털 사용자 지정) 단계에서 + Add(+ 추가)를 클릭합니다. Portal Builder(포털 빌더) 
화면이 나타납니다. 

4단계.  Guest Portal(게스트 포털) 이름(예: Guest-RTP5)을 입력하고 원하는 대로 맞춤화한 다음, 화면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대해 게스트 웹 인증 포털이 생성되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단계.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무선 LAN 설계가 생성되었으며 구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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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ccess 무선 패브릭 통합을 위한 WLC 프로비저닝 

SD-Access 무선 설계를 완료한 후에 설계 애플리케이션에서 WLC로 구성을 푸시합니다. 

1단계.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여 WLC를 찾고 옆의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Actions(작업) 풀다운 아래의 화면 상단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을 선택합니다.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마법사가 열립니다. 

기술 팁 

HA SSO 모드에서 한 쌍의 WLC가 구성된 경우, Cisco DNA Center 인벤토리에 단일 WLC가 나타납니다. 디바이스 이름을 클릭한 
후 High Availability(고가용성) 탭을 클릭하여 HA SSO 쌍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이트(예: Global/RTP/RTP5-C9K)를 할당하고, Next(다음)를 클릭하고, Configuration(구성) 단계의 
Managed AP Location(매니지드 AP 위치) 아래에서 WLC가 관리하는 AP에 대한 추가 층 할당(예: Global/RTP/RTP5-
C9K/Floor 1)을 선택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하고, Advanced Configuration(고급 구성) 단계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단계.  Summary(요약) 단계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Deploy(구축)를 클릭한 다음, 슬라이드 아웃 패널에서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WLC가 사이트에 할당되고 프로비저닝이 시작됩니다. 진행하기 전에 Provision Status(프로비저닝 상태)가 
Success(성공)로 표시될 때까지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합니다. 

 SD-Access 무선을 패브릭으로 프로비저닝 

1단계.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Fabrics(패브릭) 
아래에서 생성된 패브릭 사이트(예: RTP5_Fabric)를 클릭한 다음, 왼쪽의 Fabric-Enabled Sites(패브릭 활성화 사이트) 
탐색에서 연결된 사이트(예: Global/RTP/RTP5-C9K)를 클릭하고, WLC를 클릭한 후 팝업 상자에서 Add to 
Fabric(패브릭에 추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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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화면 하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아웃 메뉴에서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제어 평면에 대한 보안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WLC 구성이 생성됩니다. 

  

패브릭 통합이 연결 상태에서 활성화된 것을 보여주는 CONTROLLER(컨트롤러) > Fabric Configuration(패브릭 
구성) > Control Plane(제어 평면)으로 이동하여 WLC 컨트롤러 쌍이 WLC 관리 콘솔에서 패브릭으로 통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패브릭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온보딩 활성화 

AP는 패브릭을 결합하는 호스트이며, INFRA_VN이라는 VN에 할당됩니다. AP와 같은 인프라 디바이스에 대한 이 특수 
VN은 패브릭 제어 평면을 사용하여 패브릭 에지 노드의 AP와 글로벌 라우팅 연결의 일환으로 패브릭 외부에 있는 
WLC 간의 관리 통신을 활성화합니다.  

1단계.  패브릭에 사용할 AP를 패브릭 내에 있는 에지 노드에 직접 연결합니다. 

2단계.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고, Fabric 
Domains(패브릭 도메인) 아래에서 생성된 패브릭 사이트(예: RTP5_Fabric)를 클릭하고, 왼쪽의 Fabric-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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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패브릭 활성화 사이트) 탐색에서 연결된 사이트(예: Global/RTP/RTP5-C9K)를 클릭한 다음, Host 
Onboarding(호스트 온보딩)을 클릭합니다. 

3단계.  Virtual Networks(가상 네트워크) 아래에서 INFRA_VN을 선택합니다. 

  

4단계.  AP의 IP 풀 이름 옆에 있는 체크 박스(예: ACCESS_POINT-RTP5)를 선택하고 Pool Type(풀 유형) 아래에서 
AP를 선택한 다음,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5단계.  Modify Virtual Network(가상 네트워크 수정) 슬라이드 아웃 패널에서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6단계.  Select Port Assignment(포트 할당 선택) 아래에서 스위치를 선택하고, AP에 사용할 스위치에서 포트를 
선택하고, Assign(할당)을 선택한 다음, Port Assignments(포트 할당) 슬라이드 아웃의 Connected Device 
Type(연결된 디바이스 유형) 아래에서 Access Point (AP)(AP(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고, 기본값인 Address 
Pool(주소 풀) 선택 항목을 그대로 둔 채 Auth Template(인증 템플릿) 아래에서 No Authentication(인증 안 함)을 
선택한 후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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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인증 템플릿을 No Authentication(인증 안 함)으로 설정할 경우 Cisco DNA Center에서는 패브릭 에지 스위치에서 CDP 매크로를 
프로비저닝하여 AP의 자동 온보딩을 활성화합니다. 또는 Cisco DNA Center의 스위치 포트 구성을 사용하여 AP에 대한 IP 주소 
풀에 포트를 할당하십시오. 

7단계.  AP에 사용되는 포트가 있는 추가 스위치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8단계.  AP를 지원하는 모든 포트를 선택한 후, Select Port Assignment(포트 할당 선택) 섹션의 상단에서 
Save(저장)를 클릭하고,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AP에 연결된 에지 노드 스위치 포트는 AP를 인식하고 AP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디바이스 추적 구성으로 활성화됩니다. 

기술 팁 

AP는 언더레이의 기본 경로를 사용하여 WLC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WLC IP 주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경로(예: /24 서브넷 또는 
/32 호스트 경로)가 AP에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연결하는 각 노드의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경계에 있는 WLC 경로를 언더레이 IGP 라우팅 프로세스에 재배포하십시오. 또는 AP를 지원하는 각 에지 노드에서 정적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9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 아래의 상단에 있는 Actions(작업) 풀다운 메뉴에서 Resync(재동기화)를 선택합니다. WLC와 
연결된 AP는 인벤토리 새로 고침을 기다리지 않고 인벤토리에 추가됩니다. 

10단계.  기본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PROVISION(프로비저닝) > Devices(디바이스) > 
Inventory(인벤토리) 아래에서 추가 중인 AP를 선택하고, 상단의 Actions(작업) 풀다운 메뉴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을 선택합니다. 

11단계.  Provision Devices(디바이스 프로비저닝) 화면에서 AP를 층(예: Global/RTP/RTP5-C9K/ Floor 1)에 
할당하고 Next(다음)를 클릭한 다음, 고유한 프로필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RF Profile(RF 프로필)에 대해 
TYPICAL(일반)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한 후 Summary(요약) 페이지에서 Deploy(구축)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아웃 패널에서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리부팅에 대한 모든 경고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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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에 무선 클라이언트를 할당하고 연결 활성화 

1단계.  Cisco DNA Center 대시보드에서 PROVISION(프로비저닝) > Fabric(패브릭)으로 이동하여 Fabric 
Domains(패브릭 도메인) 아래에서 생성된 패브릭 사이트(예: RTP5_Fabric)를 클릭하고, 왼쪽의 Fabric-Enabled 
Sites(패브릭 활성화 사이트) 탐색에서 연결된 사이트(예: Global/RTP/RTP5-C9K)를 클릭한 다음, Host 
Onboarding(호스트 온보딩)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Wireless SSID(무선 SSID) 섹션에서 각 SSID Name(SSID 이름)에 대해 연결된 Address Pool(주소 풀)을 
선택하고, 모든 연결된 Scalable Group(확장 가능 그룹)을 선택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하고, 기본 선택 항목인 
Now(지금)를 그대로 둔 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이제 디바이스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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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제품 목록 
이 구축 가이드의 검증 과정에 포함된 제품 및 소프트웨어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검증된 집합에 모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하드웨어 옵션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 솔루션 설계 가이드, SD-Access 
제품 호환성 매트릭스 및 Cisco DNA Center 데이터 시트(이 가이드의 일환으로 테스트된 항목보다 더 많은 지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Cisco DNA Center 패키지 파일은 정기적으로 릴리스되며 
패키지 및 업데이트 목록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표 3. Cisco DNA 센터 

제품 부품 번호 소프트웨어 버전 

Cisco DNA Center 어플라이언스  DN2-HW-APL-L 
(M5 기반 섀시)  

1.2.10.4 
(시스템 1.1.0.754) 

표 4. Cisco DNA Center 패키지 

검증하는 동안 Cisco DNA Center에서 실행 중인 모든 패키지가 나열됩니다. SD-Access 검증을 위한 테스트의 
일환으로 모든 패키지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패키지 버전 

애플리케이션 정책 2.1.28.170011 

어슈어런스 - 기본 1.2.11.304 

어슈어런스 - 센서 1. 2.10.254  

자동화 - 기본 2.1.28.600244.9 

자동화 - 지능형 캡처 2.1.28.60244 

자동화 – 센서 2.1.28.60244 

Cisco DNA Center UI 1.2.11.19 

명령 실행자 2.1. 28.60244 

디바이스 온보딩  2.1.18.60024 

DNAC 플랫폼 1.0.8.8 

이미지 관리 2.1.28.60244  

NCP – 기본 2.1.28.60244 

NCP – 서비스 2.1.28.60244.9 

네트워크 컨트롤러 플랫폼 2.1.28.60244.9 

Network Data Platform - 기본 분석 1.1.11.8 

https://cs.co/sda-sdg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oftware-defined-access/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datasheet-listing.html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64/66페이지 

패키지 버전 

Network Data Platform - 코어 1.1.11.77 

Network Data Platform - 관리자 1.1.11.8 

경로 추적 2.1.28.60244 

SD-Access 2.1.28.60244.9  

표 5. 신원 관리 

기능 영역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Cisco ISE Server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2.4 패치 6 

표 6. SD-Access 패브릭 경계 및 제어 평면 

기능 영역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경계 및 제어 평면 Cisco Catalyst 9500 Series 스위치 16.9.3  

경계 및 제어 평면 Cisco Catalyst 9400 Series 스위치 16.9.3  

경계 및 제어 평면 - 소규모 사이트  Cisco Catalyst 3850 XS 스위치(10Gbps 
파이버) 

16.9.3  

경계 및 제어 평면 Cisco 40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 

16.9.2 

경계 및 제어 평면 - 대규모 Cisco ASR 1000-X 및 1000-HX Series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16.9.2 

경계 Cisco Catalyst 6807 7 슬롯 
섀시(Supervisor Engine 6T 또는 
Supervisor Engine 2T 및 6800 32포트 
10GE - 듀얼 통합형 DFC4 포함) 

15.5(1)SY2 

경계 Cisco Catalyst 6880-X 및 6840-X 스위치 15.5(1)SY2 

외부 경계 Cisco Nexus 7700 스위치 2슬롯 
섀시(Supervisor 2 Enhanced 모듈 및 
Cisco Nexus 7700 M3-Series 48포트 1/10 
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포함) 

8.3(2) 

제어 평면 Cisco Cloud Services Router 1000V 
시리즈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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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D-Access 패브릭 에지 

기능 영역 제품 Software Version(소프트웨어 버전) 

패브릭 에지 Cisco Catalyst 9300 Series – 스택형  16.9.3 

패브릭 에지  Cisco Catalyst 9400 Series(수퍼바이저 
엔진-1 포함) - 모듈형 섀시  

16.9.3 

패브릭 에지 Cisco Catalyst 3850 Series – 스택 가능  16.9.3 

패브릭 에지 Cisco Catalyst 3650 Series - 
독립형(스태킹 선택 가능) 

16.9.3 

패브릭 에지 Cisco Catalyst 4500E Series(수퍼바이저 
8-E 포함) - 모듈형 섀시  

3.10.2E 

표 8. SD-Access 무선 

기능 영역 제품 Software Version(소프트웨어 버전) 

무선 LAN 컨트롤러 Cisco 8540, 5520 및 3504 Series 
Wireless Controller  

8.8.111.0(8.8 MR1) 

패브릭 모드 액세스 포인트  Cisco Aironet® 1800, 2800, 3800 
Series(Wave 2)  

8.8.111.0(8.8 MR1) 

표 9. 이 가이드에 대해 테스트한 LAN 자동화 스위치(모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기능 영역 제품 

Cisco Catalyst 9500 Series(표준 성능 버전) 시드 디바이스  

Cisco Catalyst 3850 XS 스위치(10Gbps 파이버) 시드 디바이스  

Cisco Catalyst 9300 Series – 스택 가능  시드 디바이스, 검색된 디바이스 

Cisco Catalyst 9400 Series(수퍼바이저 엔진 1 포함) - 모듈형 섀시  시드 디바이스, 검색된 디바이스 
(10Gbps 인터페이스) 

Cisco Catalyst 3850 Series – 스택 가능  검색된 디바이스 

Cisco Catalyst 3650 Series - 독립형(선택적 스태킹 포함) 검색된 디바이스 

Cisco Catalyst 4500E Series(수퍼바이저 8-E 포함) - 모듈형 섀시  검색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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