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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조직
이 가이드는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섹션

직책

설명

1

소개

Cisco IWAN on APIC-EM을 소개하고, 허브 및
브랜치 사이트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이 가이드에서 학습할 섹션을 설명합니다.

2

Cisco IWAN on APIC-EM 구축

Cisco APIC-EM(컨트롤러) 구축을 위한 지침을
어디서 찾을지를 설명합니다.

3

APIC-EM에 로그인하여 Cisco
IWAN에 액세스

Cisco IWAN on APIC-EM 애플리케이션에 처음
로그인하기 및 최상위 레벨 메뉴에 대해 설명합
니다.

4

허브 사이트 및 설정 업데이트

허브 사이트의 프로비저닝에 대해 설명합니다.

5

네트워크 전역 설정 적용

허브 사이트 프로비저닝 및 이후 브랜치 사이트
프로비저닝 사이의 수동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6

브랜치 사이트 설정

브랜치 사이트 프로비저닝을 위한 단계를 보여
줍니다.

7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애플리케이션 정책 및 범주의 구성에 대해 설명
합니다.

8

백업, 복원 및 복구

백업, 복원 및 복구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합니다.

9

IWAN 업그레이드

IWAN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 설명
합니다.

A

브라운필드 검증 메시지 설명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오류 메시지 및
경고 메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B

관련 문서

Cisco IWAN on APIC-EM, Cisco APIC-EM 및
Cisco Plug and Play에 대한 문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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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CISCO 기밀 문서

표기 규칙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을 사용합니다.
표기 규칙

표시

굵은 글꼴

명령, 키워드,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는 굵은 글꼴로 표시합니다.

기울임꼴 글꼴

문서 제목, 새로운 용어 또는 강조된 용어 및 사용자가 값을 제공해야 하는
인수는 기울임꼴 글꼴로 표시됩니다.

[ ]

대괄호로 묶인 요소는 선택적 요소입니다.

{x | y | z }

필수 대체 키워드는 중괄호로 묶어 세로 막대로 구분합니다.

[x|y|z]

선택적 대체 키워드는 대괄호로 묶어 세로 막대로 구분합니다.

문자열

따옴표 없는 문자의 집합입니다. 문자열 주변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도 문자열에 포함됩니다.

courier

글꼴

시스템에서 표시되는 터미널 세션 및 정보는 courier 글꼴로 표시합니다.

< >

비밀번호와 같이 인쇄할 수 없는 문자는 꺾쇠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 ]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기본 응답은 대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 #

코드 라인 시작 부분에 있는 느낌표(!) 또는 우물 정자(#)는 코멘트 행을 나
타냅니다.

참고

독자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참고에는 유용한 제안이나 해당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

정보

다음 정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팁 정보가 문제 해결 또는 조치

주의

독자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장비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

간편한 방법

설명한 작업이 시간을 절약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단락에서 설명한 작업을 수행하여 시간을 절약

경고

는 자료에 대한 참조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 될 수는 없지만 Timesaver와 같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안전 지침
이 경고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전기
관련 재해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각 경고의 끝에는 이 장치와 함
께 제공되는 번역된 안전 경고문에서 해당 번역문을 찾을 수 있도록 명령문 번호가 제공됩니다.
이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경고

이 경고를 사용하는 명령문에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
야 합니다.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vi

1

장

소개
Cisco IWAN on APIC-EM은 비즈니스 정책 및 애플리케이션 규칙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중심
접근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브랜치로 확장합니다. 네트워크 전반의 분산 시행으
로 IT 중앙 집중식 관리를 제공합니다.
Cisco IWAN on APIC-EM은 직관적인 브라우저 기반 GUI로 Cisco IWAN 구축을 자동화합니다.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전혀 몰라도 몇 분 만에 새 라우터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Cisco Validated Design 및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우선 순위를 네트워크 정책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Cisco IWAN on APIC-EM에서는 자동화 및 사전 정의된 단순한 워크플로를 사용
하여 DMVPN, PKI, AVC, QoS, PfR 등의 고급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IWAN on APIC-EM은 애플리케이션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운영 비용 감소

Cisco IWAN on APIC-EM은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어떤 연결에서든 최고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IT를 지원합니다.
•

IT 운영 간소화

Cisco IWAN on APIC-EM은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반 컨트롤러
모델을 사용하여 관리 작업을 자동화 및 중앙 집중화합니다.
•

복잡성 감소

Cisco IWAN on APIC-EM은 Cisco APIC-EM(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을 활용하여 여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추상화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복잡성이 해소되며 인프라의 중앙 집중식 프로비저닝이 제공되므로 애플리케이션
과 서비스를 더 빨리 롤아웃할 수 있습니다.

IWAN on APIC-EM 구축 및 구성
Cisco IWAN on APIC-EM의 구축 및 구성 프로세스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
기 전에 시스템 요구 사항이 IWAN on APIC-EM 릴리스 정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Cisco IWAN on APIC-EM 구축, 2-1페이지

•

APIC-EM에 로그인하여 Cisco IWAN에 액세스, 3-1페이지

•

허브 사이트 및 설정 구성, 4-1페이지

•

브랜치 사이트 설정, 5-1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및 사이트 모니터링,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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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WAN on APIC-EM 구축
Cisco IWAN on APIC-EM 애플리케이션은 Cisco APIC-EM(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의 일부입니다.
Cisco APIC-EM을 설치하려면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축 가이드의 "Cisco APIC-EM 구축" 섹션에 있는 구축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관련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ISO 이미지를 Cisco UCS 하드웨어에 로드해야 합니다.
참고

컨트롤러에서 구축 문제를 피하려면 부록 B: Cisco APIC-EM용 가상 머신 준비의 지침을 따르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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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EM에 로그인하여 Cisco IWAN에
액세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Cisco IWAN on APIC-EM에 로그인합니다.
단계 1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APIC-EM 클러스터의 FQDN 이름 또는 외부 네트워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릴리스부터는 Google Chrome이 지원되는 브라우저입니다.

단계 2

처음 로그인하면 Set up Hub site(s) & Settings(허브 사이트 및 설정 지정)를 클릭합니다.
허브를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전역 설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CLI Credentials(CLI 자격 증명) 페
이지로 안내됩니다.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축 가이드의 "Cisco
APIC-EM 구축" 섹션에 사용된 네트워크 IP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단계 3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시하십시오. Cisco IWAN이 구축
되면 Settings and Certificate(설정 및 인증서)를 선택하여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교체할 수 있습
니다. Cisco APIC-EM은 X.509 인증서 및 개인 키를 가져와서 컨트롤러에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
합니다.
Login(로그인) 창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 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a.

처음 로그인할 때만 나타나는 텔레메트리 공개를 읽고 확인합니다.
Confirm(확인)을 클릭하면 Cisco APIC-EM GUI가 나타납니다.

b.

네트워크에서 Cisco APIC-EM에 액세스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IWAN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되면 Cisco APIC-EM의 대시보드 UI가 나타납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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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예는 Cisco APIC-EM의 최상위 레벨 메뉴를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는 IWAN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예: Network Plug and Play)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프레임에는 IWAN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가 워크플로 모델에서 IWAN을 구성할 수 있도
록 고급 사용자 환경이 제공됩니다. IWAN을 구성한 경우 이 프레임에는 허브 및 브랜치 프로비저
닝 상태, 디바이스 상태, 애플리케이션 상태 등 컨피그레이션 상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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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허브 사이트 및 설정 구성, 4-1페이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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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허브 사이트 및 설정 구성
이 섹션에서는 허브 및 브랜치 사이트에서 라우터에 대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환경 설정에 대
해 설명합니다. 나중에 "브랜치 사이트 설정"을 사용하여 브랜치 라우터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각 탭을 선택하고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참고

•

시스템, 4-1페이지

•

인증된 IOS 릴리스, 4-4페이지

•

IP 주소 풀, 4-4페이지

•

통신 사업자, 4-9페이지

•

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4-11페이지

•

데이터 센터에 대해 LAN 설정 구성, 4-21페이지

오버레이 및 루프백 주소에 일반 IP 풀이 사용됩니다. 일반 IP 풀은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
탭에 지정된 통신 사업자 및 원격 사이트 수에 따라 나뉩니다. 통신 사업자의 최대 수 및 이들이 구
축할 원격 사이트를 지정하여 미래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IP 주소 풀 설정
은 일단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System(시스템)"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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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WAN 허브와 스포크를 모두 활성화할 준비를 하면서 전역 시스템 설정을 입력합니다.
"System(시스템)" 메뉴 옵션 내에서 각 메뉴 옵션을 선택하여 TACACS, SNMP, DNS, NTP 및
Syslog 서버에 대한 설정을 정의합니다.

Netflow 컬렉터
요약

Netflow 컬렉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는 LiveAction 애플리케이션 같은 Netflow 컬렉터의 IP
주소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성능 메트릭이 컬렉터로 전송됩니다.
필드

설명

Netflow 대상 IP

NetFlow 컬렉터(서버)의 IP 주소.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NetFlow
컬렉터(예: Cisco Prime 또는 LiveAction)로 트래픽이 전송됩니다.

포트 번호

NetFlow 컬렉터(서버)의 포트 번호.
예: 2055.

DNS
요약

SSH용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DNS 기본 서버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RSA 키를 생성하는 데 ip domain-name 명령이 사용됩니다. 이중화를 위해 보조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입니다.
예: cisco.com

기본 서버

기본 서버 IP 주소.
예: 192.0.2.1

보조 서버

(선택 사항) 보조 서버 IP 주소.
예: 198.51.100.1

SNMP
SNMP 서버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APIC-EM 컨트롤러가 관리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SNMP 관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SNMP 트랩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SNMP 서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SNMP 설정은 허브 및 원격 사이트 디바이스로부터의 인벤토리를 결정하며, 이러
한 값은 컨피그레이션에 반영됩니다.
재시도 횟수 및 시간 초과 기간에 대한 값을 변경하려면 Show more for SNMP Retries and
Timeout(SNMP 재시도 및 시간 초과에 대해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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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Trap Destination IP
(트랩 대상 IP)

(선택 사항) SNMP 서버의 IP 주소.
(IP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Cisco IWAN 애플리케이션
이 SNMP 서버로 사용됩니다.)
예: 10.10.10.10

Version(버전)

SNMP의 소프트웨어 버전. 값: V2C, V3.

Read Community
(읽기 커뮤니티)

SNMP 읽기 커뮤니티. 예: "Public".

Write Community
(쓰기 커뮤니티)

(선택 사항) SNMP 쓰기 커뮤니티. 예: "Private".

Retries

재시도 횟수. 기본값은 3입니다.

Timeout (secs)
(시간 초과(초))

시간 초과 기간. 기본값은 10입니다.

Syslog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syslog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인 서드파티 syslog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해
도 됩니다.
필드

설명

서버 IP

(선택 사항) Syslog 서버의 대상 IP 주소. 라우터가 이 서버
에 Syslog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구성됩니다.

인증, 권한 부여 및 어카운트 관리
요약

TACACS는 Cisco IWAN에 대해 지원되는 유일한 중앙 집중식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비스입니다. TACACS 서버가 제공되면, 스포크 디바이스는 TACACS를 스포
크 디바이스(SSH & HTTPS)에 대한 모든 관리 액세스에 사용합니다. TACACS 디바이스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TACACS가 사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AAA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가 스포크 디바이스에 생성됩니다.
Cisco APIC-EM 전역 자격 증명(있는 경우)이 로컬 AAA 사용자 자격 증명의 기본값으로 사용됩
니다. 기타 로컬 사용자 자격 증명은 기본적으로 브랜치 라우터에 대한 전역 디바이스 자격 증명
에 지정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또는 허브를 프로비저닝하는 동안 입력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대해 활성화된 비밀번호는 cisco123입니
다.
AAA 서버의 IP 주소와 키를 입력합니다.
필드

설명

IP 주소

(선택 사항) AAA 서버(TACACS)의 IP 주소.

키

(선택 사항) AAA 서버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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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클라이언트 컴퓨터 및 기타 TCP/IP 기반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유효한 IP 주소를 제공하는 DHC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필드

설명

External DHCP IP
(외부 DHCP IP)

(선택 사항) DHCP 서버의 대상 IP 주소.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Service Providers(통신 사업자)" 탭을 선택합니다.

인증된 IOS 릴리스
참고

라우터에 이미 올바른 이미지가 로드되어 있는 경우 인증된 IOS 릴리스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창에 표시되는 각 라우터 유형(예: "ISR4431")에 대해 Cisco IOS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려면 라우터의 작은 "위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업로드
되면 나중에 브랜치 라우터로 푸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Service Providers(통신 사업자)" 탭을 선택합니다.

IP 주소 풀
IP 주소 풀 개요
IWAN 애플리케이션은 전역 엔터프라이즈 IP 풀 공간에서 생성된 IP 주소를 자동으로 활용합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려면 IWAN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하나의 일반 전역 IP 풀을 정의해야 합니다. 허브
및 스포크 디바이스 요구 사항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IP 주소가 이 일반 IP 풀에서 할당
됩니다. 여기에는 인터페이스, LAN, VPN 오버레이 및 라우팅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선택적으로, 브랜치 LAN 쪽 IP 주소 공간을 더 수정하려면 하나 이상의 LAN IP 풀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LAN IP 풀은 고갈될 때까지 LAN 요구에 사용되며, 그 후 필요할 경우 일반 IP 풀
이 활용됩니다.
참고

IWAN 사이트의 장기적인 요구에 맞게 일반 IP 풀의 크기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PN
요구 사항은, 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서브넷을 정의하여 내부적으로(사전에) 할당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이트 및 통신 사업자 크기 조정이 설정되면 컨트롤러 수명 동안 고정됩니다.
장기적인 IWAN 사이트 요구 사항에 따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각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미래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감안하여 통신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최대 수를
지정하지 않은 채 통신 사업자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특정 IP 주소가 필요할 때마다 일반 전역 IP 풀에서 사이트별 LAN(VLAN) 요구 사항
을 정의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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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별 프로필
사이트별 프로필은 각 사이트에서 LAN IP 주소를 프로비저닝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프로비저닝할 때에는 디바이스를 클레임되지 않은 목록에 추가하
기 전, 사이트 이름과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여 사이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바이스 일
련 번호와 사이트 이름의 일치를 확인하여 수행됩니다. 각 사이트에 대한 VLAN 정의에서는 IP 주
소 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IP 풀이 필수 LAN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브랜치 사이트별 프로필
각 브랜치 사이트에 대한 사양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VLAN과 함께 디바
이스 일련 번호 및 사이트 이름을 사용하여 단일 또는 이중 라우터 사이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치 사이트는, 사이트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에서 클레임되지 않은 디바이스 아래에 디
바이스가 표시되기 전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및 VLAN을 정의하면 사이트 프로비저닝 워크
플로에서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디바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클레
임되고 프로비저닝되면, 사이트 프로비저닝 워크플로가 기존의 사이트 컨피그레이션 및 사이트
이름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Save &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할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전역 IP 주소 풀을 제거하거
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 주소 풀을 구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중 라우터 브
랜치의 경우 한 디바이스에 대해 사이트별 IP 주소 풀을 입력해야 합니다. 각 디바이스에 대해 일
련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의

Cisco IWAN 릴리스 1.0에서는 두 워크플로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정의의 호환성
을 보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디바이스 및 사이트 연결은 사이트 프로비저닝 워크플로
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IP Address Pool(IP 주소 풀) 탭 작업
참고

오버레이 및 루프백 주소에 일반 IP 풀이 사용됩니다. 일반 IP 풀은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
탭에 지정된 통신 사업자 및 원격 사이트 수에 따라 나뉩니다. 통신 사업자의 최대 수 및 이들이 구
축할 원격 사이트를 지정하여 미래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IP 주소 풀 설정
은 일단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 탭에서는 IP 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IP 풀 및 LAN 인터페
이스 IP 풀에 필요한 최소 접두사를 제안하려면 Check IP Range(IP 범위 확인) 버튼을 사용합니
다. 호환성을 개선하려면 .csv 파일을 통해 IP 주소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
습니다. 가져올 경우 기존의 대상 네트워크 사이트가 새 VLAN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사이
트가 VLAN에서 특정 IP 주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 탭의 옵션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하거나 .csv 파일을 통해 IP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계 1

IP Address Pools(IP 주소 풀)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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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네트워크의 전역 일반 IP 풀 크기를 지정하려면 장기적인 최대 원격 사이트 수 및 장차 필요할 고
유한 통신 사업자 경로 수를 입력하고 Check IP Range(IP 범위 확인)를 클릭합니다.

식별된 IP 접두사는 예상 네트워크 규모를 지원하도록 제안된 최소 IP 풀입니다. 선택적으로, 사
이트별 각 VLAN 뒤의 예상 평균 호스트 수를 입력하면 전역 LAN IP 풀에 대한 접두사도 제안됩
니다. 또한 이 대화 상자에서는 LAN 쪽 IP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도 제공합니다.
단계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dd Address Pool(주소 풀 추가)을 클릭하고 제안된 또는 그보다 큰 접두사와 함께 IP 주소를 입
력합니다.
첫 번째 범위는 항상 기본적으로 일반 IP 풀이 됩니다.
필드

설명

IP 주소

IP 풀의 IP 주소.
예: 10.10.10.0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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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 번호

CIDR 접두사.
예: 18

Allocated
(할당됨)

IWAN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된, 풀에 있는
주소의 백분율이 슬라이더 바에 표시됩니다.

단계 5

Site Address Pool(사이트 주소 풀)을 클릭하여, 전역 LAN IP 풀에 대한 크기 제안을 기반으로
IP 주소 및 접두사를 입력합니다.

단계 6

이 단계를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LAN IP 풀을 추가합니다.
필드

설명

시리얼 번호

일련 번호.
예: 123456

사이트 이름

사이트 이름.
예: San Jose.

IP Address
Pool(IP 주소 풀)

이 VLAN의 호스트에 대한 IP 주소.
예: 192.168.99.0/24.

접두 번호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예: 24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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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ID

값의 범위: 1~4094.
예: 2811.
참고

VLAN ID 99는 전송 VLAN에 할당되므로 99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VLAN Type(VLAN VLAN 유형을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메뉴에서 VLAN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
값: Data(데이터), Guest(게스트), Voice and Video(음성 및 비디오),
Wireless(무선).
선택한 VLAN 유형을 입력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

VLAN 유형 값은 길이가 200자를 넘으면 안 됩니다.

•

VLAN 유형에는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사이트별 주소 풀에 허용되는 항목 수는 사이트당 20개입니다.

참고

VLAN 세부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푸시되어, 브랜치
프로비저닝 중 LAN을 구성할 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이트에 VLAN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계 7

선택적으로,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필을 가져오거나 내보내려면 Import CSV(CSV 가져오기) 또
는 Export CSV(CSV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다수의 사이트 정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이 단계
를 사용하십시오.
Import CSV(CSV 가져오기) 옵션으로 전역 IP 풀, 사이트 및 VLAN 정의를 가져오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통해 전에 가져왔거나 IP Pool Address(IP 풀 주소) 탭을 통해 정의한 전
역 IP 풀, 사이트 및 VLAN 정의는 Export CSV(CSV 내보내기) 옵션을 사용하여 내보낼 수 있습
니다. 내보내기 워크플로는 이후 가져오기 요구 사항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내용은 .csv 형
식으로 표시되며 기본 내보내기 파일 이름은 Controller_Profile_DD-MM-YYYY.csv입니다. 이러
한 워크플로는 프로비저닝, 확장 가능한 사이트 정의, 특정 VLAN/IP 풀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단계 8

선택적으로, 사이트 단위로 또는 기능 기반으로 컨트롤러에서 IP 주소의 실제 사용량을 보려면
Export Allocated Addresses(할당된 주소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가시성, DHCP 또는 디버깅 요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내용은 .csv 형식으로
표시되며 기본 내보내기 파일 이름은 Controller_IP_Allocation_DD-MM-YYYY.csv입니다.

단계 9

변경 사항을 수락하고 다음 탭으로 진행하려면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Service Providers(통신 사업자)"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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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
통신 사업자의 수 및 링크 유형을 지정하려면 "Service Providers(통신 사업자)" 탭을 선택합니다. 최
대 4개의 링크 및 4개의 통신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개 링크 중 하나의 링크는 metered(계
량됨) 및 public(퍼블릭)일 수 있습니다.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탭에
서 게이트웨이 및 링크의 인터페이스 세부사항을 지정합니다. 허브 및 브랜치 구성이 완료되면, 애
플리케이션 정책을 정의할 때 각 링크를 경로 기본 설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
리케이션 정책 정의” 섹션,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필드

설명

WAN Label
(WAN 라벨)

WAN 전송 유형. 7자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 MPLS.

WAN Type
(WAN 유형)

2개의 값: Private (MPLS) 또는 Public (Internet).

Metered(계량됨)

계량된 WAN에는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계량되지 않은 WAN에는 선택하
지 않습니다.
참고

하나의 링크만 Metered(계량됨)일 수 있으며, 계량된 링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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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S 대면 WAN 인터페이스에는 SP(Service Provider) 프로필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
사이트의 SP SLA(Service Level Agreement)와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SP
SLA를 충족하도록 이그레스(egress) QoS 큐잉이 WAN 이그레스에 적용됩니다.
필드

설명

프로필 이름

통신 사업자 프로필 또는 QoS 모델.
사용 가능한 통신 사업자 프로필/QoS 모델:
기본 4클래스 모델
기본 5클래스 모델
기본 6클래스 모델
기본 8클래스 모델

Class Model
(클래스 모델)

통신 사업자의 클래스 모델.
예: 4클래스

프로필을 선택하면 창의 오른쪽에 프로필 세부사항이 나타납니다.
예

이 예에서 8클래스 모델의 경우 대역폭의 20%는 Voice 클래스에 할당되고, 나머지 대역폭은
나머지 클래스에 할당됩니다.

프로필 내 각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 다음 필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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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클래스 이름

데이터 클래스.
예: VOICE, CLASS1 DATA.

SLA

이 클래스 모델 내에서 클래스에 대해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계약으로, 대역폭 값으로 표시됩
니다.
두 매개변수인 "% Bandwidth" 또는 "% Remaining
Bandwidth를 보여줍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DSCP 값 및 어떤 클래스가 우선순위 클래스인지를 보여주는 Show Advanced
(고급 표시)를 클릭합니다.
기존 통신 사업자 프로필을 기반으로 새 서비스 프로필을 추가하려면 클래스 이름 옆에 있는 아이
콘을 클릭합니다. Add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새 서비스 프로필의 경우 Profile Name(프로필 이름)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
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하여 다음 탭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탭을 선택합니다. IWAN 어그리게이션 사
이트, 4-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허브 라우터를 각각의 WAN 클라우드로 구성하려면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
션 사이트)" 탭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 센터, 라우터 및 통신 사업자와 함께 기본 허브 어그
리게이션 사이트가 제공됩니다. 네트워크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 센터, 라우터 및 통신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를 클릭하고 클라우드로 끌어오거나 그 반대를 수행하여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라우터, 통신 사업자 또는 링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
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X"를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할 수 있으며, 허브를 프로비저닝한 후 디바이스나 링크를 추가 또
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새 데이터 센터에 대해 Apply Changes(변경 사항 적용)를 클릭하
기 전에만 데이터 센터 설정 및 디바이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IWAN 사이트 및 비 IWAN 사이트의 공존
이 기능은 비 IWAN 사이트와 새로 활성화된 IWAN POP(허브) 및 스포크 사이트 간에 단계별 네
트워크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통신을 허용합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규모 구축 전에 몇몇 사이트에서 IWAN 구축

•

비 IWAN 사이트가 IWAN이 활성화된 허브 및 스포크 라우터와 계속해서 통신 및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IWAN 솔루션과 함께 비 IWAN 사이트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
Cisco IWAN App on APIC-EM 워크플로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

Cisco IWAN hub MPLS 보더 라우터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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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라우터에서:
– 보더 라우터에서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WAN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서

브넷에서 루프백 IP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MPLS-CE와 함께 고정 경로를 기본 게이트웨이로서 추가해야 합니다(Cisco IWAN

App 워크플로로 허브를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

기존 MPLS-CE 라우터에서:
– IWAN MPLS 보더 라우터의 루프백 IP는 MPLS-CE 라우터에서 BGP를 통해(또는 MPLS

사업자와의 피어링에 사용되는 또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광고해야 합니다. 모든
원격 사이트에서 루프백 IP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 IWAN 릴리스 1.1.0부터 두 개의 허브 및 두 개의 클라우드가 가능하며 클라우드에 디바이
스를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으므로, 멀티링크 네트워크가 지원됩니다. 다시 말해, 멀티링크 네트워
크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 있으며, 각 데이터 센터는 최대 4개의 링크와 4개의 디바이스
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기종 WAN 사이트
Cisco IWAN 릴리스 2.0.0부터 프로비저닝된 사이트에서 다음이 가능합니다.
•

WAN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를 임의의 순서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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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두 개의 MPLS 또는 인터넷 링크를 추가합니다. 새 링크는 기존 디바이스 우선순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로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

허브 디바이스를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에 연결합니다. 각 디바이스는 하나의 통신 사업자에
만 연결됩니다. 일부 브랜치는 다른 브랜치와 다른 경로 집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할 때에는 위 변경 사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본 및 전송 허브 사이의 브랜치 라우터에 연결하기 위한 기본 허브, 전송 허브 및 서
로 다른 유형의 링크(MPLS 및 인터넷)가 있는 이기종 토폴로지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 토폴로지
에서 전송 허브는 기본 허브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림 4-1

MPLS Link365591에 연결된 전송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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ए ی3

365691

참고

•

다음 그림은 기본 및 전송 허브 사이의 브랜치 라우터에 연결하기 위한 기본 허브, 전송 허브 및 서
로 다른 유형의 링크(MPLS 및 인터넷)가 있는 이기종 토폴로지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 토폴로지
에서 전송 허브는 기본 허브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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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에 연결된 전송 허브
̛ قରٱ
BR11

BR12

MPLS1

B1D1

BR13

ࢷ ܞରٱ
BR14

BR22

INET1

MPLS2

B2D1

ए ی1

B2D2

BR23

BR24

INET2

B3D1

ए ی2

B3D2

ए ی3

365692

그림 4-2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 1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2

기본 토폴로지를 검토합니다. 원하는 경우 데이터 센터와 링크를 추가하여 토폴로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데이터 센터를 추가하려면 Add POP(POP 추가)를 클릭합니다. 전송 허브가 추가됩니다.
참고

프로비저닝 중에 데이터 센터(허브 사이트)를 두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브 프로비저
닝 후에 데이터 센터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브를 구성할 때 데이터 센
터를 하나 선택한 경우, 나중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
브를 구성할 때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한 경우 데이터 센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선택적으로, 기본 데이터 센터 이름(TRANSIT-HUB-1)을 선택하여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 이름으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보더 라우터를 추가하려면 Add Border Router(보더 라우터 추가)를 클릭합니다. 페이지에 표시
된 허브에 보더 라우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멀티링크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4개의 보더 라우터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에 대한
4개의 링크를 통해 보더 라우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
리게이션 사이트)" 탭을 통해 허브를 프로비저닝할 때 또는 "Select Topology(토폴로지 선택)" 탭
을 통해 브랜치를 프로비저닝할 때 이 페이지에서 디바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선택적으로, External MC(외부 MC)로서 허브를 할당하려면 Yes(예) 또는 No(아니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허브 라우터에서 "+"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Router(라우터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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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MC(외부 MC)에 대해 Yes(예)를 선택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ternal MC(외부 MC)에 대해 No(아니요)를 선택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필드

설명

Router Management IP(라우터 관리 IP)

허브 라우터에 대한 관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 10.0.0.10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예: 10.0.0.100

Master Controller(마스터 컨트롤러)

허브 라우터를 마스터 컨트롤러로 지정합니다.
참고

단계 8

이 필드는 External MC(외부 MC)가
No(아니요)로 전환된 경우에만 나타납
니다.

Validate(검증)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Router(라우터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인벤토리에 허브가 없는 경우 계속 진행하거나 12단계로 건너뛰십시오.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4-15

4장 허브 사이트 및 설정 구성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4-16

4장 허브 사이트 및 설정 구성

필드

설명

Router Management IP
(라우터 관리 IP)

위의 1단계에서 선택한 IP 주소.

Master Controller
(마스터 컨트롤러)

위의 2단계에서 선택한 확인란(이 허브 라우터가 마스
터 컨트롤러인 경우).

SNMP
Version(버전)

예: V2C.

Read Community
(읽기 커뮤니티)

예: Public.

Write Community
(쓰기 커뮤니티)

예: Private.

SNMP Retries and Timeout(SNMP 재시도 및 시간 초과)
Retries

기본값: 3.

Timeout (secs)
(시간 초과(초))

기본값: 10.

SSH Telnet(SSH 텔넷)
Protocol(프로토콜)

예: ssh2.

Username(사용자 이름)

예: admin.

Password(비밀번호)

예: pwordstrong.

Enable Password
(활성화 비밀번호)

예: cisco.

Timeout (secs)
(시간 초과(초))

예: 10.

위의 자격 증명은 한 번만 입력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나머지 허브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값이 채
워집니다.
SSH Telnet(SSH 텔넷)에 대한 값을 채우려면 디바이스에서 다음 명령을 구성해야 합니다.
ip domain name name
crypto key generate rsa modulus modulus-size. modulus 범위는 360~4096입니다.
ip ssh version 2
검색된 키 쌍 이름으로 ip ssh rsa keypair-name keypair-name 명령을 실행하려면 show crypto
key mypubkey rsa 명령을 사용하여 생성된 RSA 키 쌍을 검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SSH는
SSH에 대해 생성된 RSA 키 쌍을 사용합니다.
단계 9

Add Device(디바이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디바이스가 프로비저닝에 적합한 경우 배경에서 디바이스가 확인되며, 오류나 경고가 있는 경
우 Validation Status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검증 오류 또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디바이스가
검증되고 구성할 준비가 된 경우 점선이 있는 주황색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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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를 브라운필드 검증(검증 문제를 나타냄)이라고 하며, Validation Status(검증 상태) 대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10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검증 메시지가 경고인 경우 Ignore(무시)를 선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가 오류인 경우 Cancel(취소)을 선택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라우터로 이동하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오류를 해결한
다음, 5~7단계를 수행하고 Revalidate(재검증)를 선택해야 합니다. Validation Status(검증 상
태)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브라운필드 검증 메시지 설
명.”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11 허브 라우터가 인벤토리에 추가되고 Configure Router(라우터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12 LAN IP-Interface(LAN IP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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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허브 라우터를 구성합니다.
단계 14 링크를 클릭하여 Configure Link(링크 구성) 대화 상자에서 링크를 구성 및 지정합니다.

퍼블릭 및 프라이빗 링크에 대해 각각 Service Provider(통신 사업자) 탭에서 유형을 구성하는 동
안 지정한 WAN 유형에 따라 다음의 후속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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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IWAN 릴리스 1.1부터 DHCP 링크에 대해 고정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각 링크에 대해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 15 MPLS 컨피그레이션 링크의 일부로 공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IWAN 사이트와 비 IWAN 사이트

간 통신을 활성화하려면 Enable Non IWAN Sites(비 IWAN 사이트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단계 16 Loopback IP-Interface(루프백 IP 인터페이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루프백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전에 프로비저닝된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Cisco
IWAN App은 새 IWAN 사이트와 함께 기존 사이트의 경로를 형성합니다.
참고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MPLS 라우터에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IWAN 사이트와 비 IWAN 사
이트 간 공존을 지원하려면 루프백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며,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디바이스를
APIC-EM에 추가하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WAN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서브넷에서 루프백 IP 주
소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17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18 Configure Provider(사업자 구성) 대화 상자를 통해 WAN 클라우드를 구성하려면 클라우드,

이 경우 MPLS 또는 Inet(Internet)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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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9 Save(저장)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데이터 센터에 대해 LAN 설정을 구성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 LAN 설정 구성, 4-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센터에 대해 LAN 설정 구성
이 단계를 수행하여 LAN 라우팅에서 WAN 서브넷을 채웁니다.
단계 1

데이터 센터에 대해 LAN 설정을 구성하려면 "Configure LAN Settings, Datacenter(LAN 설정 구성,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LAN(LAN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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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구성을 위해,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Routing Protocol(라우팅 프로토콜),
AS Number(AS 번호) 및 Datacenter Prefix(데이터 센터 접두사) 필드에 대한 값이 디바이스에
서 수집되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디바이스 간 공통된(일치하는) AS 번호가 각 라우팅 프로토콜
에 대해 표시됩니다. 디바이스에서 AS 번호를 변경할 수 있지만 권장 사항은 아닙니다. LAN 라우
팅 프로토콜이 BGP이고 일치하는 AS 번호가 없는 경우, AS 번호 필드는 회색으로 표시되며 디
바이스에서 LAN 쪽 라우팅을 수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서로 다른 AS 번호가
있는 BG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계 2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필드

설명

Routing Protocol
(라우팅 프로토콜)

허브 라우터에서 실행되는 기본 라우팅 프로토콜.

AS Number(AS 번호)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 AS 번호 또는 영역 번호.

예: EIGRP, OSPF, BGP
예: 5

Datacenter Prefix
(데이터 센터 접두사)

데이터 센터에 대한 IP 주소 범위, 허브 뒤의 주소, 접
두사로 지정. 예: 10.3.0.3 / 8

BGP를 라우팅 프로토콜로 선택하는 경우 Advanced Setting(고급 설정)을 선택하여 IP 주소를 지
정해야 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EIGRP 또는 OSPF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DC LAN 및 WAN 설정을 모두 지정했으면 Save &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하거나
"Certified IOS Releases(인증된 IOS 릴리스)"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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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컨트롤러 구성
관리 컨트롤러 설정을 구성하려면 "Configure External Master Controller(외부 마스터 컨트롤러
구성)" 옆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토폴로지에서 외부 마스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이 작업
은 필수입니다.
참고

전용 마스터 컨트롤러의 경우 이 디바이스에 대해 그린필드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IWAN 또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과 충돌하는 컨피그레이션은 LAN 및 WAN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Router Management IP(라우터 관리 IP) 텍스트 상자에 허브 라우터의 관리 IP 주소를 입력하고
Validate(검증)를 클릭합니다.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필드

설명

Router Management IP
(라우터 관리 IP)

위에서 선택한 IP 주소.

SNMP
Version(버전)

예: V2C.

Read Community
(읽기 커뮤니티)

예: Public.

Write Community
(쓰기 커뮤니티)

예: Private.

SNMP Retries and Timeout(SNMP 재시도 및 시간 초과)
Retries

기본값: 3.

Timeout (secs)
(시간 초과(초))

기본값: 10.

SSH Telnet(SSH 텔넷)
Protocol(프로토콜)

예: ssh2.

Username(사용자 이름)

예: admin.

Password(비밀번호)

예: pwordstrong.

Enable Password
(활성화 비밀번호)

예: cisco.

Timeout (secs)
(시간 초과(초))

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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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치 사이트 설정
허브 사이트 및 설정 구성, 4-1페이지의 이전 섹션에서 설정을 지정한 후 "브랜치 사이트 설정"을
선택하여 브랜치 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합니다.
Provisioning Site(사이트 프로비저닝) 창이 나타납니다.
•

부트스트랩, 5-1페이지

•

사이트, 5-1페이지

•

디바이스, 5-1페이지

부트스트랩
다운로드할 부트스트랩 파일을 선택합니다. MPLS 인터페이스 WAN의 각 브랜치 라우터에 이 부
트스트랩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WAN on APIC-EM의 릴리스 정보에서 "PnP 부트스
트래핑"을 참조하십시오(관련 문서 참조).

사이트
사이트 호스트 이름은 라우터와 가장 가까운 도시를 결정하며, 이를 이름은 물론 추가 정보(예: 라
우터 모델 및 접미사 번호)에 대한 기반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an Jose_4431_1".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려면 사이트 이름 및 위치 수정, 5-3페이지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디바이스
1.

일련 번호, 유형(예: Cisco ISR 4451), 사이트 이름(예: San Jose)과 함께 디바이스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Devices(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2.

사이트에 대해 프로비저닝할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클레임되지 않은 디바이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두 개의 디바이스가 선택된 경우 모두 동일한 사이트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3.

Provision Site(사이트 프로비저닝)를 클릭합니다.

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하려면 "Select Topology(토폴로지 선택)"로 시작해서 "Site Summary(사이
트 요약)"로 끝나는, 창의 왼쪽에 표시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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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

토폴로지 선택, 5-2페이지

•

사이트 이름 및 위치 수정, 5-3페이지

•

WAN 클라우드 구성, 5-3페이지

•

LAN 구성, 5-5페이지

•

사이트 요약, 5-6페이지

토폴로지 선택

창에 표시된 WAN 토폴로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고

전에 두 개의 디바이스가 선택된 경우에만 Two Router Configuration(두 개의 라우터 컨피그레이
션) 옵션이 나타납니다(위의 디바이스, 5-1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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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사이트 이름 및 위치 수정

필드

설명

Site Name
(사이트 이름)

사전 설정된 사이트 이름. 필요한 경우 이름을 변경합니다.

Site Location
(사이트 위치)

사전 설정된 위치. 맵에서 사이트 위치를 지정하려면 Set Geo(Geo 설정)
를 클릭합니다.

Preferred POP
(기본 설정 POP)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에 지정된 기본 설정
데이터 센터를 선택합니다.

라우터의 WAN 클라우드 옆에 있는 "+"를 클릭하고, 허브 프로비저닝을 위해 정의한 WAN 링크를
선택합니다.
Next(다음) 또는 "Configure WAN Clouds(WAN 클라우드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WAN 클라우드 구성,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WAN 클라우드 구성
WAN 네트워크의 설정을 구성하려면 클라우드 옆에 있는 라우터의 "+"를 클릭합니다.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각 WAN 클라우드를 구성합니다.
1.

왼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서 "inet"(Internet) 또는 "mpls"를 선택합니다.

2.

WAN 클라우드 옆의 "+"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WAN Cloud(WAN 클라우드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WAN이 인터넷과 MPLS 링
크 중 어느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화 상자의 필드가 달라집니다.
•

인터넷 WAN 클라우드 구성, 5-4페이지

•

MPLS WAN 클라우드 구성, 5-4페이지

인터넷 또는 MPLS WAN 클라우드에 대한 필드를 입력한 후 Next(다음) 또는 "Configure
Lan(LAN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LAN 구성,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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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인터넷 WAN 클라우드 구성
인터넷 WAN 클라우드의 경우 다음 필드가 포함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WAN Label(WAN 라벨) 및 WAN Type(WAN 유형) 필드의 값은 허브를 구성할 때 Service
Provider(통신 사업자) 탭에서 지정한 대로 채워집니다.
필드

설명

WAN Type
(WAN 유형)

통신 사업자, 4-9페이지 작업에서 Service Provider(통신 사업자)를 구성하
는 동안 선택한 옵션에 따라 "Public(퍼블릭)" 또는 "Private(프라이빗)"이
나타납니다.

Interface Type
(인터페이스 유형)

인터페이스의 유형.
값: T1, E1 또는 이더넷.

Interface
(인터페이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예: FastEthernet0/0/0

Connect to WAN
(WAN에 연결)

연결 방법.

Upload (Mbps)
(업로드(Mbps))

Upload bandwidth (in Mbps)(업로드 대역폭(Mbps 단위)).
예: 25.

다운로드(Mbps)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운로드 대역폭(Mbps 단위)을 선택합니다.
예: 300.

MPLS WAN 클라우드 구성
MPLS WAN 클라우드의 경우 다음 필드가 포함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WAN Label(WAN 라벨) 및 WAN Type(WAN 유형) 필드의 값은 허브를 구성할 때 Service
Provider(통신 사업자) 탭에서 지정한 대로 채워집니다.
필드

설명

WAN Type
(WAN 유형)

통신 사업자, 4-9페이지 작업에서 Service Provider(통신 사업자)를 구성하
는 동안 선택한 옵션에 따라 "Public(퍼블릭)" 또는 "Private(프라이빗)"이
나타납니다.

Interface Type
(인터페이스 유형)

인터페이스의 유형.
값: T1, E1 또는 이더넷.

Interface
(인터페이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이 필드의 정보는 허브를 구
성하는 동안 선택한 인터페이스로부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예: FastEthernet0/0/0

Connect to WAN
(WAN에 연결)

연결 방법.

CE IP Address
(CE IP 주소)

Customer Edge 서버 IP 주소. 허브를 구성하는 동안 고정 IP 주소를 지정
한 경우 이 필드의 값이 IP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참고

PE IP Address
(PE IP 주소)

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4-11페이지 작업에서 허브 사이트를
설정할 때 만든 링크의 수에 따라, CE 디바이스에 대해 추가 IP 주
소를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Provider Edge 서버 IP 주소. 허브를 구성하는 동안 고정 IP 주소를 지정한
경우 이 필드의 값이 IP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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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Download and
Upload (Mbps)
(다운로드 및 업로
드(Mbps))

드롭다운 메뉴에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대역폭(Mbps 단위)을 선택
합니다
예: 100.

Service Provider
(서비스 공급자)

드롭다운 메뉴에서 Service Provider Model(통신 사업자 모델) 또는 QoS
Model(QoS 모델)을 선택합니다.
예: 기본 6클래스 모델

LAN 구성

LAN 특성을 지정하려면 LAN 옆, 라우터 아래에서 "+"를 클릭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전
용 IP 풀이 구성된 경우, 확인을 위해 사전 정의된 VLAN이 Configure VLAN(VLAN 구성) 대화 상
자에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의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Cisco IWAN App은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에 IWAN을 가져와서 변경 없이 기존의 고객 네트워
크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스포크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인터페이스든
LAN 인터페이스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디바이스에서 가져와
Configure LAN(LAN 구성) 대화 상자를 채울 수 있으며, 브랜치를 구성할 때 LAN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종류의 인터페이스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LAN 인터페이스로서 스위치포트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면 인터페이스가 트렁크로서 구성되며
VLAN 및 인터페이스 VLAN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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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필드

설명

VLAN Type
(VLAN 유형)

VLAN 유형을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메뉴에서 VLAN 유형을 선택합니다.

VLAN ID

값의 범위: 1~4094.
예: 2811.

값: Data(데이터), Guest(게스트), Voice and Video(음성 및 비디오),
Wireless(무선).

Total IPs(총 IP 수) 이 VLAN의 호스트에 대해 선택한 IP 주소의 수.
예: 120.
목록에 있는 또 다른 VLAN 항목을 추가하려면 가장 아래에 있는 VLAN의 "+"를 클릭합니다. 모든
VLAN을 구성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요약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사이트 요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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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사이트의 프로비저닝을 완료하려면 Apply Changes(변경 사항 적용)를 클릭합니다.
Provisioning Site Summary(사이트 프로비저닝 요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Apply Now(지금 적용)를 선택할 수도 있고, Schedule(예약)을 선택하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
고 Submit(제출)을 클릭하여 사이트 프로비저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Apply Now(지금 적용) 옵션은 향후 예약된 워크플로와의 충돌 검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
한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예약된 작업을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예약된 작업을 업데이트하십시
오. 예약된 작업이 활성화될 때 충돌이 발생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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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5-8

6

장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및 사이트 모니터링
이 장에서는 사이트용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및 사이트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6-1페이지

•

사이트 모니터링, 6-7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범주화하고, 보고, 필요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간 대역폭 공유를 위해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변경하려면 Administer Application Policy(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메뉴 옵션을 사용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범주화, 6-1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정책 정의, 6-4페이지

•

대역폭 사용량, 6-7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범주화
Categorize Applications(애플리케이션 범주화) 창에는 애플리케이션이 할당될 애플리케이션 정
책 및 범주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대역폭을 변경하기 위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범주로 그룹화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속한 범주를 찾으려면 창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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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을 보려면 드롭다운 상자에서 범주(예: backup-and-storage)를 클릭
합니다. 드롭다운 상자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 옆에 있는 연필 기호를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특
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주에서 애플리케이션 대역폭을 추적하고 애플리케이션 범주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범주는 Business Critical(비즈니스 크리티컬), Scavenger(스캐빈저) 및 Default(기본)
그룹으로 그룹화됩니다. Business Critical(비즈니스 크리티컬) 그룹에 최대 대역폭이 지정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추가
새 애플리케이션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범주에 할당하려면 "Add Application(애플
리케이션 추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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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필드

설명

Name(이름)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값: Data(데이터), Guest(게스트), Voice and Video(음성 및 비디오),
Wireless(무선).

Type(유형)

애플리케이션 유형.
값: URL, Server IP/Port(서버 IP/포트) 및 DSCP.

Protocol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값: TCP, UDP.

Value

유형이 DSCP인 경우에는 DSCP.
유형이 URL인 경우에는 URL.
유형이 Server IP/Port(서버 IP/포트)인 경우에는 IP 주소 및 포트.

Similar to App
(앱과 유사)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Jitter(지터),
Packet loss(패킷 손실) 및 Delay(연기)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범주.

Jitter(지터)

(선택 사항) 다른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Packet loss
(패킷 손실)

(선택 사항) 다른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Delay(연기)

(선택 사항) 다른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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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애플리케이션 정책 그룹을 정의하려면 "Define Application Policy(애플리케이션 정책 정의)"를 클
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정책 정의
애플리케이션은 "Voice and Video(음성 및 비디오)"와 같은 범주로 그룹화됩니다. 범주는 Business
Critical(비즈니스 크리티컬), Scavenger(스캐빈저) 및 Default(기본) 같은 비즈니스 그룹의 일부를 형
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변경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범주에서 Application Performance(애플리케이션 성능)를 변경하려면 범주 옆
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성능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경로 기본 설정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기본 및 보조 경로 선택

•

보조 경로는 Drop(삭제)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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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Path Preference(경로 기본 설정)를 선택하고 이 범주의 트래픽에 대해 Path 1을 기본 경로로 지
정합니다. 예를 들면 "Int"(인터넷).
통신 사업자에 대한 링크 유형으로 metered(계량됨) 링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대화 상자가 나
타납니다.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6-5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6장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 및 사이트 모니터링

metered(계량됨) 링크는 기본, 보조 및 3차 경로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마지막 선택 사항입
니다.
경로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참고

Save(저장) 옵션은 향후 예약된 워크플로와의 충돌 검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을 기반으로 예약된 작업을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예약된 작업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예약된 작
업이 활성화될 때 충돌이 발생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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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범주 이동
비즈니스 그룹 간에 범주를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예: Default(기본)에서 Scavenger(스캐
빈저)로).

대역폭 사용량
"Bandwidth Usage(대역폭 사용량)"를 선택하면 한 위치에서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대역폭
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별로 사용된 애플리케이션, Mbps 단위 대역폭, 한 위치의 각 라우터에 대
한 링크 SLA 용량을 파이 차트로 제공합니다.

사이트 모니터링
IWAN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려면 WAN 홈 페이지에서 Monitoring(모니터링)을 클릭합니다. 사이
트가 맵에 표시되어, IWAN에 대해 전 세계에 나타나는 허브 및 브랜치의 수를 보여줍니다.
그림 6-1

사이트 모니터링

사이트를 클릭하면 다음이 표시됩니다(링크로서).
•

Branch Topology(브랜치 토폴로지)

•

IP Address Allocation(IP 주소 할당)

•

Application Health(애플리케이션 상태)

•

Troubleshooting(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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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모니터링

참고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대역폭 할당 때문에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Troubleshooting(문제 해결)이 표시됩니다.
그림 6-2

Application Health(애플리케이션 상태)

Application Health(애플리케이션 상태)를 클릭하면 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이 그래프
로 표시됩니다. 그래프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

사이트에 대해 구성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

각 애플리케이션의 대역폭 사용량

•

각 애플리케이션의 통계 추세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스템이 사이트에서 높은 사용량을 탐지하면 Troubleshooting(문제 해결)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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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사이트 모니터링

문제 해결 - 탐지

문제를 일으킨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것 외에도 시스템은 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
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가 대역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은 여러 애플리케이션 간
에 대역폭을 조정하여 문제를 일으킨 애플리케이션에 대역폭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림 6-4

문제 해결 - 사이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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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백업, 복원, 복구 및 삭제
이 장에서는 IWAN on APIC-EM의 백업, 복원, 복구 및 삭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IWAN on APIC-EM의 백업 및 복원, 7-1페이지

•

IWAN 디바이스에 대한 복구, 7-3페이지

•

사이트 삭제, 7-4페이지

IWAN on APIC-EM의 백업 및 복원
백업 및 복원은 다음 시나리오에서 작동합니다.
•

컨트롤러가 IWAN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의도와 관련하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정체는
IWAN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의도가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시스템의 상태입니다.

•

IWAN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의도가 백업과 복원 사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중인 사이트 복구 없이, 사이트 상태가 성공 또는 실패입니다.

•

같은 기간에 활성 상태인 예약된 작업이 없습니다.

백업 및 복원은 다음 시나리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IWAN 애플리케이션이 내부 데이터베이스 작동 및 디바이스 정책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IWAN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의도를 처리 중입니다.

•

백업 및 복원 세션이 진행 중일 때, IWAN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된 워크플로가 손실되고 나
중에 추적 및 검색이 불가능해집니다.
– IWAN에 추가된 사이트(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 인증서가 갱신된 디바이스
– IWAN에서 삭제되거나 인증서가 해지된 사이트
– 컨피그레이션 또는 정책 업데이트

권장 사항
Cisco는 백업 및 복원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

가능한 한 멀티 호스트 모드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HA가 활성화되어 백업 및 복구 기간이
단축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위해 백업을 매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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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변경을 시작한 후, 기본적으로 정체 기간 후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합니다.

•

전에 수행한 의도를 취소하기 위해 백업 및 복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달성하려면 애
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는 워크플로를 사용하십시오.

•

IWAN에 추가된 디바이스 또는 인증서가 업데이트된 디바이스를 추적합니다.

•

IWAN에서 삭제된 디바이스 또는 인증서가 해지된 디바이스를 추적합니다.

주의 사항 및 해결 방법
APIC-EM의 이 버전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네트워크가 복원 후 동기화되지 않으
며 그 결과 일부 또는 전체 사이트가 정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Site Status(사이트 상태) 화면에
표시된 대로). 정책을 벗어나는 몇몇 상황(예: 보안 관련 문제)이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워크플로의 경우 다음 해결 방법이 권장됩니다.

IWAN에 추가된 사이트(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각 디바이스에서 PKI 신뢰 지점을 제거하고 키를 제로 아웃합니다. 각 디바이스에서 신뢰 지점과
인증서를 지우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 crypto pki trustpoint sdn-network-infra-iwan
crypto key zeroize rsa sdn-network-infra-iwan
IWAN 애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가 클레임되지 않은 디바이스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PnP(plug
and play) 워크플로를 다시 시작합니다. 디바이스가 이미 IWAN 사이트로서 추가된 경우, 시작 컨
피그레이션을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에 복사하고 영향받는 각 라우터에서 라우터를 다시 로드
합니다. 그 다음에는 PnP call home 워크플로가 시작되며, 디바이스는 IWAN 워크플로에서 클레
임되지 않은 디바이스로 표시됩니다. IWAN 사이트 프로비저닝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IWAN 사
이트 만들기 워크플로를 반복합니다.

인증서가 갱신된 디바이스
각 디바이스에서 PKI 신뢰 지점을 제거하고 키를 제로 아웃합니다. 각 디바이스에서 신뢰 지점과
인증서를 지우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 crypto pki trustpoint sdn-network-infra-iwan
crypto key zeroize rsa sdn-network-infra-iwan
해당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집합에 대해 IWAN 사이트 만들기 워크플로를 반복합니다.
참고

IWAN에서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디바이스는 자체 ID를 입증할 인증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인증서는 1년간 유효합니다. 인증서 수명의 80퍼센트가 만료될 때 디바이스는 자동으로 이 인증
서를 갱신하려고 시도합니다. 디바이스 및 해당 인증서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Cisco는
만료된 클라이언트 ID 인증서 또는 곧 만료될 클라이언트 ID 인증서로 디바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가 백업과 복원 간 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 복원 세션이 완료된
후 디바이스가 갱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인증서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API는 인증서
를 갱신해야 하는 디바이스 또는 만료가 임박한/만료된 클라이언트 ID 인증서를 다시 프로비저닝해
야 하는 디바이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디바이스의 클라이언트 ID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유일한 옵션은 다시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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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N 디바이스에 대한 복구

IWAN에서 삭제되거나 인증서가 해지된 사이트

컨트롤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서를 해지합니다. 사이트가 IWAN
네트워크의 일부인 경우 인증서를 해지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IWAN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려면
Site Delete(사이트 삭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또는 정책 업데이트

Cisco IWAN 애플리케이션은 컨트롤러와 충돌하는 디바이스에서 변경 사항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백업과 복원 사이에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정책에서 사이트가 제거됩니다. 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변경 사항 집합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성공률은 변경 사항의
본질에 따라 다릅니다. 사이트가 정책에서 제거되면 수동 개입이 필요합니다. 수동 변경이 성공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는 사이트에서 정책을 제거하는 일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증서의 상태와 함께 디바이스를 추가 및 삭제하기 위한 감사 로그 항목(해지됨 또는 생성됨)은
자동화된 스크립트 사용을 통해 자동으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비정체 시스템
을 복원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사 레코드는 시스템 불안정 때문에 손실된 변경 사항을
다시 적용할 때 유용합니다. 시스템 복원을 준비하려면, 이 자동화된 스크립트는 백업이 완료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IWAN 디바이스에 대한 복구
사이트 프로비저닝 실패 후 사이트를 복구하려면 복구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사이트 복구 시도 후
사이트 복구에 성공하면 사이트는 Success(성공)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트
복구를 재시도할 수 있도록 복구 아이콘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변경 사항을 푸시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집니다.
사이트 복구를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유일한 옵션은 사이트
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허브 및 브랜치 사이트의 복구 메커니즘
단계 1

Site Status(사이트 상태) 페이지로 이동하고 복구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Recovery(복구) 열에 복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단계 2

복구에 성공하면 허브 프로비저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음 실패까지 복구 아이콘이 회색으로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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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삭제

허브 및 브랜치 사이트의 프로비저닝 이후 복구 메커니즘
사이트가 프로비저닝된 다음 허브 및 브랜치 사이트의 프로비저닝 이후 복구에서는 마지막 변경
사항을 다시 적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디바이스에 대
해 설정된 마지막 변경 사항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

허브 디바이스의 경우 복구를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복구 버튼은 Main Landing(기본
랜딩)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

사이트 디바이스의 경우 복구를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복구 버튼은 Sites Landing(사이
트 랜딩)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여러 번 시도 후 복구가 실패하면 Site Delete(사이트 삭제) 열
에서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삭제
허브 및 브랜치 사이트 복구 외에도 Sites Listing(사이트 목록) 페이지의 사이트 삭제 아이콘을 통
해 IWAN에서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브 사이트 삭제
기본 허브가 실패 상태이고 브랜치 사이트가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경우 기본 허브를 삭제할 수 있
습니다. 브랜치 사이트가 프로비저닝된 후에는 기본 허브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Delete Site(사
이트 삭제) 아이콘이 비활성화되어 허브를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기본 허브를 삭제하면 전송
POP도 삭제됩니다. 기본 허브의 컨피그레이션이 브라운필드 검증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허브 프로비저닝 실패 후 허브가 삭제되면 IWAN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PKI 인증서 및 신뢰 지점이 해지됩니다.

•

IP 주소가 IP 주소 풀로 릴리스됩니다.

•

인벤토리에서 허브가 삭제됩니다.

삭제 작업이 성공하면 Site Listings(사이트 목록) 페이지에서 기본 허브가 제거됩니다. 허브 프로
비저닝의 일부로서 기본 페이지를 통해 기본 허브를 다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삭제 작업이
실패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며 허브를 다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Unable to revert configuration on devices. Please restore site manually before
re-provisioning.

전송 POP 삭제(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상태(프로비전됨 또는 실패)와 상관없이 전송 POP(데이터 센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POP 사이트가 삭제되면 IWAN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POP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PKI 인증서 및 신뢰 지점을 해지합니다.

•

IP 주소를 IP 주소 풀로 릴리스합니다.

•

인벤토리에서 POP를 삭제합니다.

•

NWS(Network and Wireless Services) 상태를 지웁니다.

삭제 작업이 성공하면 전송 POP가 IWAN에서 제거되고 디바이스가 지워집니다. 삭제 작업이 실
패하면(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다음 메시지가 나타나고
POP의 상태가 삭제됩니다. 전송 POP를 다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Unable to revert configuration on devices. Please restore site manually before
re-provi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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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삭제

브랜치 사이트 삭제
브랜치 상태(프로비저닝됨 또는 실패)와 상관없이 Sites Listing(사이트 목록) 페이지의 사이트 삭제
아이콘을 통해 IWAN에서 브랜치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멀티링크 기능의 일부로서 "IWAN
Aggregation Site(IWAN 어그리게이션 사이트)" 탭 또는 "Select Topology(토폴로지 선택)" 탭에서 브
랜치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브랜치 사이트 삭제는 디바이스를 그린필드 검증으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최선의 선택으로서 수
행해야 합니다. 브랜치 사이트를 삭제한 후에는 디바이스를 수동으로 지워야 합니다.
브랜치 사이트가 삭제되면 IWAN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초기 컨피그레이션은 디바이스의 bootflash:IWAN_RECOVERY.cfg 파일에 저장됩니다.

•

다음을 수행함으로써 사이트가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으로 복구됩니다.
– boothflash:recovery.cfg 파일 정보를 시작 컨피그레이션에 복사
– 디바이스 다시 로드

•

PKI 인증서 및 신뢰 지점이 해지됩니다.

•

IP 주소가 IP 주소 풀로 릴리스됩니다.

•

사이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집니다.

삭제 작업이 성공하면 브랜치 사이트가 Sites Listing(사이트 목록) 페이지에서 제거되고 클레임되지
않은 디바이스 목록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브랜치 사이트를 다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실패하면 브랜치 사이트가 클레임되지 않은 디바이스 목록에 추가되지 않으며 다음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Unable to revert configuration on devices. Please restore site manually before
re-provisioning.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7-5

사이트 삭제

Cisco IWAN on APIC-EM용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7-6

7장 백업, 복원, 복구 및 삭제

8

장

IWAN 앱 업그레이드
이 장에서는 IWAN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IWAN 업그레이드, 8-1페이지

IWAN 업그레이드
APIC-EM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IWAN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단
계가 필요합니다. APIC-EM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reset-grapevine" 및 인벤토리 재
동기화 30분 대기) IWAN 기본 랜딩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새 IWAN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가 필요하거나 새 IWAN 컨트롤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IWAN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즉시 수행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편리한 시간에 또는 네트워크가 다운되었을 때 수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려면 기본 랜딩 페이지에서 Network upgrade is required to use the IWAN
App(IWAN App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필요)을 클릭합니다. Upgrade Summary(업그
레이드 요약) 창이 나타납니다.
업그레이드 정보는 네트워크에서 영향받는 모든 사이트로 전송되며 사이트 상태 화면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진행 중인 프로비전으로서 나타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정상 사이트 상태가 우선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수행된 후 브라우저 캐시가 지워집니다. Cisco IWAN App에서 이제 추가 입력을 수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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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브라운필드 검증 메시지 설명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오류 메시지
다음 표에서는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오류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표 A-1

브라운필드 검증의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설명

Username configuration must have privilege
level 15(사용자 이름 컨피그레이션에 권한 레
벨 15가 있어야 함)

디바이스에서 권한 15로 사용자 이름을 구성하
십시오.
예:
username username privilege 15 password 0
password

PfR configuration must not be present on the PfR(Performance Routing) 컨피그레이션 및
device(PfR 컨피그레이션이 디바이스에 없어 PfR 관련 컨피그레이션 모두 디바이스에 없는
야 함)
지 확인하십시오.
예:
no domain ONE

QoS configuration must not be present on the QoS(Quality of Service) 컨피그레이션 및 QoS
device(QoS 컨피그레이션이 디바이스에 없어 관련 컨피그레이션 모두 디바이스에 없는지 확
인하십시오.
야 함)
예:
no class-map match-any nbar-12-cls#VOICE
no policy-map nbar-12-cls
no policy-map
IWAN-INTERFACE-SHAPE-ONLY-INTERNET
no service-policy input nbar-12-cls
no service-policy output
IWAN-INTERFACE-SHAPE-ONLY-INTERNET

Interface loopback 47233 must not be
디바이스에서 루프백 47233을 제거하십시오.
configured on the device(인터페이스 루프백
47233이 디바이스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야 함)
예:
no interface loopback4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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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브라운필드 검증 메시지 설명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경고 메시지

오류 메시지

설명

IWAN trustpoint configuration must not be
present on device(IWAN 신뢰 지점 컨피그레
이션이 디바이스에 없어야 함)

디바이스에서 IWAN 신뢰 지점 컨피그레이션
을 제거하십시오.
예:
no crypto pki trustpoint
sdn-network-infra-iwan

VPN routing and forwarding (VRF)
configuration must not be present on the
device(VRF(VPN routing and forwarding) 컨
피그레이션이 디바이스에 없어야 함)

VRF가 IWAN 컨피그레이션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존 VRF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
니다.
예:
no ip vrf IWAN-TRANSPORT-4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경고 메시지
다음 표에서는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경고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표 A-2

브라운필드 검증의 오류 메시지

경고 메시지

설명

Please make sure at least two interfaces for
WAN and LAN are up and running(WAN 및
LAN에 대한 최소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가동
및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디바이스에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가동 중인
지 확인하십시오. show ip interface brief 명
령을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IWAN related crypto configuration found on
crypto 컨피그레이션이 IWAN 컨피그레이션과
the device(IWAN 관련 crypto 컨피그레이션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crypto 컨피그레이
디바이스에서 발견됨)
션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crypto zeroize mypubkey rsa
sdn-network-infra-iwan

Device does not have required license(디바
이스에 필수 라이센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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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서 필수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지 않
았습니다. 플랫폼용 라이센스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Cisco 40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에는
AX(Application Experience K9) "appxk9"가 필
요하고, Cisco ASR 1000 Series Aggregation
Services Router에는 Advanced Enterprise
K9(adventerprisek9) 또는 Advanced IP
Services K9(advipservicesk9)가 필요합니다.

부록 A 브라운필드 검증 메시지 설명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

설명

Device does not have valid image version(디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Cisco 소프트웨어
바이스에 유효한 이미지 버전이 없음)
이미지가 IWAN용 권장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이미지 Cisco IOS 릴리
스 15.5(3)S1 또는 Cisco IOS XE 릴리스
3.16.1 이상으로 디바이스를 부팅하십시오.
No routing protocol found on device(디바이스 디바이스에서 다음 라우팅 프로토콜 중 하나를
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없음)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router ospf AS number
router eigrp AS number
router bgp AS number

BGP의 경우 충돌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디바
이스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라우팅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IWAN 프로토콜이 구성됩니다.
EZPM configuration found on the
device(EZPM 컨피그레이션이 디바이스에서
발견됨)

EZPM(Easy Performance Monitor) 컨피그레
이션이 IWAN 컨피그레이션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EZPM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no class-map match-all
Business-Critical-and-default-tcp-only
no performance monitor context IWAN-Context
profile application-experience

NBAR configuration found on the
device(NBAR 컨피그레이션이 디바이스에서
발견됨)

NBAR(Network Based Application
Recognition) 컨피그레이션이 IWAN 컨피그레
이션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NBAR 컨피
그레이션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no ip nbar attribute-map Consumer_App_Prof
no ip nbar attribute-map Other_Custom
no ip nbar attribute-map Net_Admin_Custom

No device information available for
validation(검증을 위해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
정보가 없음)

검증을 위한 디바이스 정보가 실패했습니다.
재검증하고, 문제가 지속되면 다음을 확인하십
시오.
•

디바이스가 가동 및 실행 중인지 확인

•

디바이스 연결이 클러스터로부터 설정되
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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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브라운필드 검증 메시지 설명

브라운필드 검증에서 발견되는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

설명

Device does not have K9 package in the
image(디바이스의 이미지에 K9 패키지가
없음)

IWAN이 디바이스에 로드된 Cisco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K9 패키지로 이
미지를 부팅하십시오.
예:
asr1000rp1-adventerprisek9.03.16.00.S.155-3
.S-ext.bin

Device does not have valid image version
소프트웨어 이미지 Cisco IOS 릴리스
and K9 package(디바이스에 유효한 이미지 버 15.5(3)S1 또는 Cisco IOS XE 릴리스 3.16.1
전 및 K9 패키지가 없음)
이상(K9 페이지 포함)으로 디바이스를 부팅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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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관련 문서
Cisco IWAN과 관련된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설명서

설명

Cisco IWAN 기술 설계 가이드

Cisco Validated Designs for Cisco IWAN을
설명하는 설계 가이드.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
erprise/design-zone-branch-wan/cvd_ent_
wan.html을 참조하십시오.

Cisco IWAN on APIC-EM 릴리스 정보

Cisco IWAN on APIC-EM의 기능 및 주의 사
항 요약.

Cisco IWAN 릴리스 정보

Cisco IWAN(Cisco Intelligent Wide Area
Network) 솔루션 최신 릴리스에서 소개하는
구성 요소 요약.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Cisco APIC-EM(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Enterprise Module 릴리스 정보
Module)의 기능 및 주의 사항 설명.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Cisco APIC-EM(Cisco APIC-EM에서 실행
Enterprise Module 구축 가이드
되는 Cisco IWAN 애플리케이션이 아닌)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구축, 확인 및 문제 해결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 Prime 3.1 릴리스 정보

Cisco IWAN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isco Prime Infrastructure에 대한 정보
참고

Cisco IWAN App 릴리스 1.1은 Cisco
Prime Infrastructure 릴리스 3.1 베타
버전을 지원합니다.

Cisco Prime Infrastructure 2.X 구축 가이드

이 가이드는 기본 유무선 네트워크가 이미 구
축되었다고 가정하고 Cisco Prime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LiveAction

LiveAction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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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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