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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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세로 선으로 구분합니다.

[ x | y | z ] 선택적 대체 키워드는 대괄호로 묶고 세로 선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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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참고: 독자가 참고해야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참고에는 유용한 제안이나 해당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는 자료에 대한 참조 정
보가 포함됩니다.

주의: 독자가 주의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장비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솔루션 개요
엔터프라이즈 및 캠퍼스 구축에는 데이터 센터, 브랜치 네트워크, 캠퍼스 배포를 구성할 많은 수의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설치
하고 구축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각 디바이스는 숙련된 설치자가 미리 설치하고 콘솔 연결을 통해 CLI 
컨피그레이션을 로드해야 네트워크의 나머지 영역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오
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고객은 보안 저하 없이 구축의 속도를 높이되 복잡성을 줄이길 원합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고객이 편리하게 신규 브랜치 또는 캠퍼스 디바이스를 배포하
거나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안전한 통합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Cisco 라우터, 스위치, 무선 디바이스로 구성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거의 자동화된 구축 경험과 함께 통합적으로 프로비
저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규 디바이스 구축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사이트의 설치자는 CLI 지식이 없더라도 신규 디바
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자가 중앙에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에서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고 일관성 있게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 구축

 Cisco APIC-EM(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에서 자동으로 원격 디바이스 구축 중
앙 관리

 Cisco 라우터, 스위치, 무선 액세스 포인트 디바이스를 위한 통합 솔루션

 최대 9개 멤버의 스위치 스택 지원. Cisco Network Plug and Play는 단일 멤버 스위치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스택 멤버를 지
능적으로 검색하며, 각 스택 멤버를 개별적으로 프로비저닝할 필요 없이 전체 스택을 한꺼번에 프로비저닝하는 것을 지원
합니다.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DHCP, DNS 또는 프록시 서버를 통해 에서 APIC-EM 컨트롤러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전 정의된 
컨피그레이션 및 이미지는 디바이스가 온라인 상태가 되면 푸시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설치자는 모바일 iOS 또는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 사이트에서 디바이스를 부트스트랩하고 설치를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보안 디바이스 인증 및 커뮤니케이션 - SUDI(secure unique device identifier) 및 Cisco에서 관리하는 신뢰 풀 번들에 저장
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 번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하고 Cisco InfoSec에서 게시한 인증서의 특별 저장
소입니다. 보안 및 그 관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연결, 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자열 따옴표 없는 문자의 집합입니다. 문자열 주변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
도 문자열에 포함됩니다.

courier ??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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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냅니다.

표기 규칙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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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그림 1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아키텍처 개요

솔루션 구성 요소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은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Cisco APIC-EM(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Cisco APIC-EM은 Cisco의 엔터프
라이즈 네트워크용 SDN 컨트롤러(액세스, 캠퍼스, WAN, 무선)입니다. 이 플랫폼은 코어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을 구동
하는 개방형 노스바운드 REST API를 사용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SDN 앱)을 호스팅합니다. 이 플랫폼은 다수의 사우스
바운드 프로토콜도 지원하므로 고객이 이미 구축한 각종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통신하고 SDN의 이점을 신규 및 기존 환경 
모두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미리 설치되어 있는 Cisco APIC-EM 애플리케이션은 Cisco 디바이스로부
터 플러그 앤 플레이 요청을 수신하고 미리 정의된 규칙 및 기준에 따라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이 Cisco 디바이스의 임베디드 에이전트는 디바이스 구축 과정에서 HTTPS를 통한 개
방형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합니다.

 iOS 및 Android 디바이스를 위한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iOS 및 Android 디바이스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
로 Cisco 디바이스에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고 원격 브랜치 구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3G/4G/WiFi 
연결을 통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면서 사전 정의된 디바이스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을 
받고 물리적으로 디바이스에 연결된 특수 시리얼 케이블을 사용하여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전달합니다.

 Cisco SMI Proxy—새로운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가 없는 구형 IOS 버전의 Cisco 스위치(IOS-XE3.6.3E 및 
IOS15.2(2)E3 이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선택적 구성 요소. SMI Proxy는 최신 Pn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형 Cisco 스
위치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 간 프록시의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록시는 라우팅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 HTTP 프록시—Cisco APIC-EM이 DMZ 구역에 있어 원격 디바이스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원격 브랜치 구축
을 위한 선택적 구성 요소. 일반 HTTP 리버스 프록시를 DMZ의 APIC-EM 앞에 두어 디바이스와 컨트롤러 간에 메시지를 
릴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고 VPN을 통해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전용 VPN 링크를 설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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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워크플로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이용 사례의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원격 브랜치/사이트 구축, 4페이지, 모바일 앱 사용

 캠퍼스/LAN 구축, 5페이지, DHCP 또는 DNS를 통한 자동 검색 사용

 계획되지 않은 디바이스 구축, 6페이지

Cisco APIC-EM 컨트롤러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원격 브랜치/사이트 구축

다음 단계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를 사용하여 원격 브랜치 또는 사이트에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제 조건: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를 지원하는 Cisco IOS 이미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 네트워크 관리자는 APIC-EM 컨트롤러에서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원격 
사이트 및 디바이스 정보를 미리 프로비저닝합니다. 여기에는 설치할 각 디바이스에 대해 디바이스 정보를 입력하고 부트
스트랩 컨피그레이션, 전체 컨피그레이션, IOS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은 Plug and 
Play Agent를 활성화하며, 대개 사용할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고 그에 대해 고정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PIC-EM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컨피그
레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선택 사항). 중앙 네트워크 운영 센터가 DMZ 너머에 있을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원격 사이트 디바이스의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운영 센터에 대한 일반 HTTP 
프록시 또는 VPN 링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일단 설정되면 프록시 또는 VPN을 원격 사이트
의 모든 후속 디바이스 구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 프록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HTTP 프록시 설
정,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원격 사이트에서 디바이스 설치자가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다음 특수 시리얼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참고: Cisco 무선 액세스 포인트 디바이스의 경우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 및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설치자는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의 디바이스 구축 기능을 사용하여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부트스
트랩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하고 구축을 시작합니다. 디바이스 구축에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을 사용하는 것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 대신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Cisco 라우터 또는 스위치에 부트스트랩 컨
피그레이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 디바이스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4.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APIC-EM 컨트롤러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일련 번호로 스스로를 
식별한 다음 전체 컨피그레이션 및 선택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미리 프로비저닝한 IOS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참고: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전원을 켜면 DHCP 또는 DNS를 사용하거나 를 통해 자동으로 APIC-EM을 검색하여 전체 컨
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러한 경우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HCP를 사용하려면 Cisco 
APIC-EM 컨트롤러와의 레이어 3 연결이 필요하며 DHCP 서버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option 43으로 구성되어야 합니
다. 또는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에서 DNS를 사용하여 Cisco APIC-EM 컨트롤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격 사이트 구
축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이 이용 사례에서는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 사용에 중점
을 둡니다. DHCP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13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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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동 브랜치 구축

캠퍼스/LAN 구축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Cisco APIC-EM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캠퍼스 또는 LAN에서 Cisco Network 
Plug and Play를 사용하여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제 조건: Cisco 스위치에서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를 지원하는 Cisco IOS 이미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위치
에서 오래된 Cisco IOS 이미지를 실행하는 경우 SMI 프록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MI Proxy 설정,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네트워크 관리자가 DHCP option 43의 클라이언트 검색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를 설정합니다. 여
기에는 APIC-EM 컨트롤러 IP 주소 및 포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DNS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찾을 수 있습니
다. DHCP 및 DNS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13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2. 네트워크 관리자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원격 사이트 및 디바이스 정보를 미리 프로비
저닝합니다. 여기에는 설치할 각 디바이스에 대해 디바이스 정보를 입력하고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선택 사항), 전체 컨
피그레이션, IOS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은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를 활성
화하며, 대개 사용할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고 그에 대해 고정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PIC-EM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컨피그레이션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3. 디바이스 설치자가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6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 설명서

 

솔루션 개요

4. 디바이스에서 DHCP 또는 DNS를 사용하여 APIC-EM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일련 번호를 통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 스스로를 식별하고 전체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하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미리 프
로비저닝한 IOS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림 3 캠퍼스 구축

계획되지 않은 디바이스 구축

소규모 사이트 또는 사전 프로비저닝이 필요 없는 곳과 같은 몇몇 경우에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 설정 없이 디바이스가 구축된 후 소유자가 생기고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를 사용하여 계획되지 않은 디바이스 옵션으로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제 조건: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를 지원하는 Cisco IOS 이미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 네트워크 관리자가 DHCP option 43의 클라이언트 검색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를 설정합니다. 여
기에는 APIC-EM 컨트롤러 IP 주소 및 포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DNS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찾을 수 있습니
다. DHCP 및 DNS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13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2. 디바이스 설치자가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3. 디바이스에서 DHCP 또는 DNS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APIC-EM 컨트롤러를 검색합니다. 디바이스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서 계획되지 않은 디바이스로 표시되고 IP 주소 및 제품 ID로 식별됩니다.

4. 네트워크 관리자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소유를 신청하고 새로운 컨피그레이
션 및 IOS 이미지로 구성합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PIC-EM
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컨피그레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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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 구축
이 섹션에서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 구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제 조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을 사용하려면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PIC-EM과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되어 작동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축할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Cisco Network Plug and Play IOS Agent를 지원하는 IOS 릴리스를 실행하고 있습니
다. 지원되는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Cisco Network Plug and Play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구축할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공장 기본 설정 상태이며 지원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동 부팅 가능합니다. 이전에 
구성했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네트워크 디바이스 트러블슈팅, 12페이지의 재설
정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Cisco 스위치 스택의 모든 멤버가 동일한 IOS 릴리스를 실행하는 중이고 스위치 전원을 켜고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비저닝
을 위해 APIC-EM에 연결하기 전에 제대로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iOS 또는 Android 버전)이 디바이스 설치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
고 특수 시리얼 콘솔 케이블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은 Cisco 무선 액세스 포인트 디바이스 구축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디바이스에
는 선택 사항입니다.

 Cisco SMI Proxy는 새로운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가 없는 구형 IOS 버전(IOS-XE3.6.0E 및 IOS15.2(2)E 이전)의 
Cisco 스위치를 구축하는 경우에 네트워크에 선택 사항으로 설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MI Proxy 설정, 10페이지를 참조
해 주십시오.

 구축할 원격 디바이스에서 공용 인터넷을 사용하여 APIC-EM 컨트롤러에 연결해야 하고 컨트롤러가 DMZ 너머에 있을 경
우 일반 HTTP 프록시가 네트워크에 선택 사항으로 설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HTTP 프록시 설정, 10페이지를 참조
해 주십시오. 또는 일반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고 VPN을 통해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전용 VPN 링크를 설정하는 방
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에 VPN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을 사용하는 중이고 APIC-EM 컨트롤러가 방화벽 너머에 있을 경우 포트 80 및 443의 트
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지침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 구축 시 다음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APIC-EM 컨트롤러를 자동 검색할 수 있도록 DHCP 서버에 option 43을 구성합니다. DHCP 
및 DNS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구축할 모든 신규 디바이스에 대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프로비저
닝합니다. 여기에는 사이트 및 사이트의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일련 번호,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 전체 컨피그레이션, 
ISO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APIC-EM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컨피그레이션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계획되지 않은 디바이스 구축 옵션을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프로비저닝할 필요 없습니다.

 신뢰 풀 보안 기능을 사용하려면 잘 알려진 CA(certificate authority)의 유효한 인증서가 APIC-EM 컨트롤러에 설치되어 있
어야 합니다. 기본 자체 서명 인증서는 신뢰 풀 보안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DHCP option 43 문자열이 HTTPS 
전송 옵션(K5)과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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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 구축

 디바이스 시작 순서—일반적으로 라우팅 및 업스트림 디바이스가 먼저 시작합니다. 라우터 및 모든 업스트림 디바이스가 
시작하여 프로비저닝되면 스위치 및 다운스트림 디바이스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IOS Agent
는 초기 디바이스 시작에서만 APIC-EM 컨트롤러의 자동 검색을 시도합니다. 이때 디바이스에서 컨트롤러에 연결하지 못
할 경우 디바이스 프로비저닝이 실패하므로 업스트림 디바이스가 먼저 프로비저닝되어야 합니다.

 Cisco 라우터 트렁크/액세스 포트 컨피그레이션—일반 브랜치 네트워크는 라우터와 스위치를 포함합니다. 하나 이상의 스
위치가 WAN 라우터에 연결되고 IP 전화기,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기타 엔드포인트는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스위치가 업스
트림 라우터에 연결되면 Cisco Network Plug and Play를 위해 다음 구축 모델이 지원됩니다.

— 라우터의 스위치드 포트를 사용하여 다운스트림 스위치가 라우터에 연결됩니다. 이 연결 유형에서는 라우터의 스위치
드 포트가 액세스 포트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은 라우터의 스위치드 포트가 트렁
크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면 스위치에 대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라우터의 라우티드 포트를 사용하여 다운스트림 스위치가 라우터에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라우티드 포트가 하위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여러 VLAN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세스에서 스위치는 자동으로 포트를 트
렁크 포트로 구성합니다. 대규모 브랜치 시나리오에서는 라우터와 다운스트림 스위치 간에 여러 VLAN을 가동하는 것
이 필요해집니다. 이 이용 사례를 지원하려면 스위치가 라우티드 포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 VLAN 1 컨피그레이션-Cisco Network Plug and Play는 기본적으로 VLAN 1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1이 아
닌 VLAN을 사용하려면 업스트림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릴리스를 사용하고 업스트림 디바이스에서 다음 전역 CLI 명령
을 구성하여 향후 플러그 앤 플레이 디바이스에 이 CLI를 푸시해야 합니다.pnp startup vlan x. 인접한 업스트림 디바이스
에서 이 명령을 실행할 경우 그 디바이스에서는 VLAN 멤버십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플러그 앤 플레이 디
바이스의 모든 활성 인터페이스는 지정된 VLAN으로 변경됩니다. 본 지침은 라우터 및 스위치 모두에 적용됩니다.

중요: 비 VLAN 1 기능을 사용할 때 모든 네이버 스위치 디바이스가 Cisco IOS XE Release 3.6.0, 3.6.1, 3.6.2 릴리스가 아
니라 3.6.3 이상을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전 릴리스의 주의 사항 CSCut2553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릴리즈 노트의 주의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보안 연결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APIC-EM 컨트롤러 간의 HTTPS 연결을 사용합니다. 이 보안 연
결은 DHCP 옵션에 지정한 전송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구현됩니다. DHCP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HCP option 43 문자열의 K 매개변수에 지정된 전송에 따라 보안 연결이 다음 방법으로 구현됩니다.

 HTTP가 전송 프로토콜(기본)로 지정되고 보안 연결은 신뢰 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 지점 기반 보안 연결에서는 APIC-EM 컨트롤러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 자체 서명 
인증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기본 신뢰 지점을 생성하는 데 쓰이며, 그러면 디바이스와 APIC-EM 컨트롤러의 HTTPS 보
안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HTTP가 전송 프로토콜로 지정되었지만 HTTPS가 APIC-EM 컨트롤러와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HTTPS가 전송 프로토콜로 지정되었고 보안 연결은 신뢰 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 지점 기반 보안 연결에서는 추가로 APIC-EM 컨트롤러의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자의 CA 서명 인증서로 대체해야 
합니다. 신뢰 지점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하고 Cisco InfoSec에서 게시한 인증서의 특별 저장소입니다.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APIC-EM 컨트롤러와 연결하는 즉시 신뢰 풀 번들을 가져오므로 컨트롤러 인증서를 검증하고 루트 
CA 신뢰 지점을 생성함으로써 자체 서명 인증서를 통한 HTTPS 보안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네트워크의 다른 위치에 신뢰 풀 번들을 호스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DHCP option 43의 T 매개변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APIC-EM에 설치된 기본 신뢰 풀 번들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뢰 풀 번들을 얻습니다.

보안, 인증서 가져오기, 신뢰 풀 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축 설명서의 "Cisco APIC-EM 보안"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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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I 인증

일부 차세대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예: Cisco ISR 4000 Series 라우터)에서는 디바이스 하드웨어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SUID(secure unique device identifier) 인증서를 사용한 보안 디바이스 식별 및 인증을 지원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SSL 핸드셰
이크 중에 APIC-EM 컨트롤러에 이 SUDI 인증서를 보냅니다. APIC-EM 컨트롤러에서 디바이스 인증을 위해 반드시 SUDI 인증
서를 검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디바이스에서 SUDI 인증을 의무화하려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의 Projects(프로젝트) 탭에 나열
된 디바이스 옆의 Authentication(인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UDI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에 대해 이 확인란을 선택할 
경우 인증 오류가 발생하여 인증 프로비저닝이 실패하며, 이 디바이스를 계속 처리하려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Cisco APIC-EM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컨피그레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UDI 인증을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목록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모바일 앱 설정
디바이스 설치자는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iOS 또는 Android 버전)을 사용하여 Cisco 디바이스에 부트스트랩 컨피그레
이션을 구성하고, APIC-EM 컨트롤러의 자동 검색이 불가할 때 원격 브랜치 구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은 
3G/4G/WiFi 연결을 통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면서 미리 정의된 디바이스 부트스트랩 컨피그레
이션을 받고 물리적으로 디바이스 콘솔 포트에 연결된 특수 시리얼 케이블을 사용하여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은 다음 앱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iOS: https://itunes.apple.com/WebObjects/MZStore.woa/wa/viewSoftware?id=1050793709&mt=8 

 Androi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sco.ciscopnpandroid 

참고: iOS용 Cisco Plug and Play 앱은 iOS 버전 7 이상이 필요합니다. Android 앱은 Android version 4.1 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은 Cisco 무선 액세스 포인트 디바이스 구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가 iOS 또는 Android 디바이스이냐에 따라 다음 콘솔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iOS 디바이스: Lightening(8핀) 커넥터가 있는 iOS 디바이스는 Redpark Lightning Console Cable(L2-RJ45V), 구형 30핀 커
넥터가 있는 iOS 디바이스는 Redpark Console Cable(C2-RJ45V).

 Android 디바이스: Airconsole 블루투스 어댑터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APIC-EM 컨트롤러의 URL 및 자격 증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설
정은 저장됩니다.

컨트롤러 정보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을 실행하고 메뉴에서 Settings(설정)를 선택합니다.

2. Server URL(서버 URL) 필드에 APIC-EM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 Username(사용자 이름) 및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설치자 역할인 APIC-EM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및 역할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컨피그레이션 설명서의 "사용자 및 역할 관리" 장을 참조하십시오.

4. Test Connection(연결 테스트)을 눌러 컨트롤러 연결을 테스트하고 상태를 표시합니다.

5. 연결에 성공할 경우 오른쪽 위에서 Save(저장)를 누르고 왼쪽 위에서 Done(완료)을 눌러 주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참고: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콘솔 케이블의 연결을 끊은 경우 다른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연결하려면 먼저 새 디바이스 연결 시 
올바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동으로 모바일 앱을 새로고침해야 합니다.

https://itunes.apple.com/WebObjects/MZStore.woa/wa/viewSoftware?id=1050793709&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sco.ciscopnpandroid
http://redpark.com/lightning-console-cable-l2-rj45v/
http://redpark.com/console-cable-c2-rj45v/
https://www.get-console.com/air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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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Redpark 케이블을 사용하는 iOS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고 여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디바이스 하나를 완
료한 다음 모바일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디바이스 모두에서 Redpark 케이블을 분리하여 시리얼 연결을 종료해야 합니다.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케이블 연결을 끊지 않으면 시리얼 세션이 종료되지 않아 다음 디바이스에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SMI Proxy 설정
SMI(Smart Install) Proxy는 새로운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가 없는 구형 IOS 버전 Cisco 스위치(IOS-XE3.6.3E 및 
IOS15.2(2)E3 이전)의 스마트 설치 기능을 활용합니다. SMI Proxy는 최신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스위치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 간 프록시의 역할을 합니다. 

SMI 프록시는 Smart Install Director 기능을 지원하는 스위칭 플랫폼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라우팅 플랫폼에서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SMI Proxy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mart Install 컨피그레이션 설명서의 “SMI Proxy 구성” 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고객이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의 모든 이점을 누리려면 최신 IOS 이미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SMI Proxy가 최신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최신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의 IOS 
이미지를 구축할 때까지의 임시방편으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HTTP 프록시 설정
구축할 원격 디바이스에서 공용 인터넷을 사용하여 APIC-EM 컨트롤러에 연결해야 하고 컨트롤러가 DMZ 너머에 있을 경우 일
반 HTTP 프록시가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어야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APIC-EM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pache 리
버스 프록시와 같은 일반 HTTP 리버스 프록시를 DMZ의 APIC-EM 앞에 두어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APIC-EM 컨트롤러 간에 메
시지를 릴레이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려면 잘 알려진 CA(certificate authority)에서 제공한 동일한 인증서가 Apache HTTP 프록시 서버, 
APIC-EM, 구축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모든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설정
할 수 있게 합니다. APIC-EM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APIC-EM에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축 설명서의 "Cisco 
APIC-EM 설정 구성" 장에서 설명한 대로 Settings(설정) > Proxy Gateway Certificate(프록시 게이트웨이 인증서) GUI 명령
을 사용합니다.

참고: 컨트롤러에 자체 서명 인증서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CA의 유효한 X.509 인증서를 가져
오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은 Ubuntu에서 Apache HTTP Server version 2.4.7과 함께 검증되었습니다. Apache 컨피
그레이션 파일의 다음 행은 Apache에서 리버스 프록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예시합니다. 아래의 명령에서 
APIC-EM-ip-address에 APIC-EM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VirtualHost *:80>
        ProxyRequests Off
        ProxyPreserveHost On
        ProxyPass / http://apic-em-ip-address/
        ProxyPassReverse / http://apic-em-ip-address/
        ServerName your-server-name
        ServerAdmin webmaster@localhost
        SSLCertificateChainFile /etc/apache2/sites-available/Your-IntermediateCA-file.crt
        DocumentRoot /var/www/html
        ErrorLog ${APACHE_LOG_DIR}/error.log
        CustomLog ${APACHE_LOG_DIR}/access.log combined
</VirtualHost>
<VirtualHost *:443>
        SSLProtocol ALL
        ErrorLog ${APACHE_LOG_DIR}/error.log
        CustomLog ${APACHE_LOG_DIR}/access.log combined
        SSLEngine On
        SSLCertificateFile /etc/apache2/sites-available/your-certificate-file.crt

http://www.cisco.com/c/en/us/td/docs/switches/lan/smart_install/configuration/guide/smart_install/smi_prox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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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CertificateKeyFile /etc/apache2/sites-available/your-certificate-key-file.key
        SSLProxyEngine On
        SSLProxyVerify none
        SSLProxyCheckPeerCN Off
        SSLProxyCheckPeerExpire Off
        SSLProxyCheckPeerName Off
        SSLProxyProtocol all -SSLv2
    <Location />
        ProxyPass https://apic-em-ip-address/ retry=1 acquire=3000 timeout=600 KeepAlive=On
        ProxyPassReverse https://apic-em-ip-address/
    </Location>
        <Proxy *>
        Order allow,deny
        Allow from all
        </Proxy>
        ProxyPreserveHost On
        <FilesMatch "\.(cgi|shtml|phtml|php)$">
        SSLOptions +StdEnvVars
        </FilesMatch>
        <Directory /usr/lib/cgi-bin>
        SSLOptions +StdEnvVars
        </Directory>
        BrowserMatch "MSIE [2-6]" \
        nokeepalive ssl-unclean-shutdown \
        downgrade-1.0 force-response-1.0
        BrowserMatch "MSIE [17-9]" ssl-unclean-shutdown
</VirtualHost>

트러블슈팅 정보
일반적인 셀프 헬프 항목 또는 구축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Cisco 리셀러를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리셀러에게 직접 기술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Cisco로부터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다음 URL을 통해 Cisco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cisco.com/c/en/us/support/web/tsd-cisco-worldwide-contacts.html

APIC-EM 컨트롤러 트러블슈팅

APIC-EM 컨트롤러 트러블슈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
축 설명서의 트러블슈팅 장을 참조하십시오.

APIC-EM GUI에서 Home(홈) 화면의 왼쪽 탐색 창에서 Network Plug and Play를 클릭하여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
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라면 열립니다.

Home(홈) 화면의 왼쪽 탐색 창에서 Logs(로그)를 클릭하여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를 볼 수 있습니
다. Service(서비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만 필터링하기 위해 pnp-service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상태가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상태와 동기화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비저
닝 상태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Sites(사이트) 탭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Reset(재설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확인 대화 상
자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디바이스를 재설정하면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APIC-EM 컨트롤러와 다
시 연결되고 전체 컨피그레이션 및 필요하다면 IOS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Mobile App 트러블슈팅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에서는 APIC-EM 컨트롤러와의 3G/4G/WIFI 연결이 설정되어야 디바이스의 부트스트랩 컨피
그레이션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web/tsd-cisco-worldwide-cont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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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은 오프라인 모드에서 부트스트랩 제공에도 사용됩니다. 단 컨트롤러에 연결된 적이 있고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이 디
바이스에 제공된 상태여야 합니다. 부트스트랩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앱에 남아 있으며 오프라인 제공 시 동일한 디바이스 유형
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Plug and Play Mobile App은 앱 작업 및 시리얼 연결 상호 작용에 대한 세부적인 로그를 유지합니다. 주 화면에서 
Troubleshooting(트러블슈팅)을 선택하고 View Logs(로그 보기)를 선택하거나 Email Logs(이메일로 로그 보내기)를 선택하
여 로그를 보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트러블슈팅

구축할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공장 기본 설정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에 구성했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공장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구성했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의 Cisco 라우터 또는 스위치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다음 CLI 명령을 실행하여 디바이스
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configure terminal
crypto key zeroize
no crypto pki certificate pool
no pnp profile pnp-zero-touch
end
delete nvram:*.cer
delete stby-nvram:*.cer (if the device has stack members)
write erase
reload

 이전에 구성했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의 Cisco 액세스 포인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다음 CLI 명령을 실행하여 디바
이스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debug capwap console cli
conf t
boot system flash:/ap3g2-rcvk9w8-mx/ap3g2-rcvk9w8-mx (for 3700, 2700, 1700, 3600, 2600 platforms)
boot system flash:/ap1g2-rcvk9w8-mx/ap1g2-rcvk9w8-mx (for 1600 platforms)
boot system flash:/ap1g1-rcvk9w8-mx/ap1g1-rcvk9w8-mx (for 700 platforms)
end
clear capwap private-config
reload [yes][confirm] yes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와 APIC-EM 컨트롤러 간의 IP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디바
이스가 APIC-EM 컨트롤러에 ping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에 대한 활성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Router# show pnp tech-support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에 대해 디버그 정보를 활성화하고 그 출력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Router> enable
Router> debug pnp all
Router> ter mon

참고: debug cns all 명령을 사용하여 CNS(Cisco Networking Service)에 대한 추가 디버그 정보를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이 명령은 많은 양의 출력을 생성하므로 로그 버퍼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 관련 명령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Cisco Open Plug-n-Play Agent 컨피그레이션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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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을 위한 DHCP 구성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시작 컨피그레이션이 없으면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가 DHCP 검색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DHCP 서버로부터 APIC-EM 컨트롤러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DHCP 서버에 벤더별 
option 43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APIC-EM 컨트롤러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DHCP 서버가 문자열 “ciscopnp”를 포함하는 option 60의 DHCP 검색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디바이스에 option 43 정보가 포함
된 응답을 반환합니다.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는 그 응답에서 APIC-EM 컨트롤러 IP 주소를 추출하고 컨트롤러와의 통신에 사용합니다.

그림 4 Cisco APIC-EM 컨트롤러의 DHCP 검색

DHCP 자동 검색 방식은 다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 디바이스에서 DHCP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에서 Cisco Network Plug and Play에 대해 option 43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DHCP option 43이 DHCP 서버의 역할을 하는 Cisco 라우터 CLI에 다음과 같이 구성된 문자열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p dhcp pool pnp_device_pool         <-- Name of DHCP pool
network 192.168.1.0 255.255.255.0    <-- Range of IP addresses assigned to clients
default-router 192.168.1.1           <-- Gateway address
option 43 ascii "5A1N;B2;K4;I172.19.45.222;J80"    <-- Option 43 string

option 43 문자열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5A1N;—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한 DHCP 하위 옵션, 활성 작업, 버전 1, 디버그 없음 정보를 나타냅니다. 문자열의 이 부분
을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B2;—IP 주소 유형:

— B1 = 호스트 이름

— B2 = IPv4(기본)

 Ixxx.xxx.xxx.xxx;—APIC-EM 컨트롤러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대문자 i 다음에 옴). 이 예에서는 IP 주소가 
172.19.45.2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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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xxxx—APIC-EM 컨트롤러와의 연결에 사용할 포트 번호. 이 예에서는 포트 번호가 80입니다. 기본값은 HTTP가 80, 
HTTPS는 443입니다.

 K4;—Cisco Plug and Play IOS Agent와 서버 간에 사용할 전송 프로토콜.

— K4 = HTTP(기본)

— K5 = HTTPS

 TtrustpoolBundleURL—기본 위치, 즉 APIC-EM 컨트롤러가 아닌 곳에서 검색할 경우 신뢰 풀 번들의 외부 URL을 지정하
는 선택적 매개변수. APIC-EM 컨트롤러는 Cisco InfoSec 클라우드(http://www.cisco.com/security/pki/)에서 번들을 가져옵
니다. 예를 들어 TFTP 서버 10.30.30.10에서 번들을 다운로드하려면 Ttftp://10.30.30.10/ios.p7b와 같이 매개변수를 지정합
니다.

신뢰 풀 보안을 사용하는데 T 매개변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디바이스는 APIC-EM 컨트롤러로부터 신뢰 풀 번들을 검색
합니다.

 Zxxx.xxx.xxx.xxx;—NTP 서버의 IP 주소. 이 매개변수는 모든 디바이스의 동기화를 위해 신뢰 풀 보안을 사용할 경우 반드
시 필요합니다.

DHCP 컨피그레이션의 세부 사항은 Cisco IOS 명령 참조에서 확인하십시오.

APIC-EM 컨트롤러 자동 검색에 DNS 사용

option 43이 구성되지 않아 DHCP 검색에서 APIC-EM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
는 그 대안으로 DNS 조회 방법을 사용합니다. DHCP 서버에서 반환한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에 따라 사전 설정 호스트 이름 
pnpserver를 사용하여 APIC-EM 컨트롤러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DHCP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 “customer.com”을 반환할 경우 Cisco Plug and Play IOS Agent는 
“pnpserver.customer.com”이라는 FQDN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로컬 이름 서버를 사용하여 이 FQDN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림 5 Cisco APIC-EM 컨트롤러의 DNS 검색

DNS 자동 검색 방식은 다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 디바이스에서 DHCP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PIC-EM 컨트롤러가 호스트 이름 “pnpserver”를 사용하여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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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Network Plug and Play 릴리즈 노트—Cisco Network Plug and Play 솔루션에 대한 릴리즈 노트.

 Cisco APIC-EM의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컨피그레이션 설명서—APIC-EM에서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Cisco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isco Open Plug-n-Play Agent 컨피그레이션 설명서—Cisco IOS 또는 IOS-XE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Cisco Open 
Plug-n-Play Agent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isco Network Plug and Pl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설명서—Cisco Network Plug and Pl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구축 설명서—Cisco APIC-EM을 구축하고 트러블슈
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컨피그레이션 설명서—Cisco APIC-EM의 설정을 구
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isco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 릴리즈 노트—Cisco APIC-EM의 릴리즈 노트.

 Cisco APIC-EM 빠른 시작 설명서—APIC-EM 시작 방법을 안내하며 관련 설명서의 목록도 제공합니다(APIC-EM GUI에서 
사용 가능).

 Cisco APIC-EM에서 사용하는 오픈 소스—Cisco APIC-EM에서 사용하는 오픈 소스 코드의 목록.

 Cisco IWAN App Release 1에서 사용하는 오픈 소스—Cisco IWAN 및 Cisco Network Plug and Play 애플리케이션에서 
APIC-EM을 위해 사용하는 오픈 소스 코드의 목록.

설명서 받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설명서 다운로드, Cisco BST(Bug Search Tool) 사용, 서비스 요청 제출,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제품 설명
서의 새로운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신규 및 수정된 Cisco 기술 콘텐츠를 데스크톱에서 곧바로 받으려면 Cisco 제품 설명서의 새로운 사항 RSS 피드를 구독하십시
오. RSS 피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설명서의 제품 사양 및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모든 설명, 정보 및 권장 사항은 정확한 것으로 간
주되지만 이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없이 제공됩니다. 모든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
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동봉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한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 패킷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참조 문서에 통합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는 제한 보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CISCO 담당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Cisco의 TCP 헤더 압축은 UNIX 운영 체제의 UCB 공개 도메인 버전의 일부로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CB)에서 개
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현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 언급된 기타 모든 보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자의 모든 문서 및 소프트웨어는 모든 결함이 포함된 "있는 그대로" 제
공됩니다. CISCO 및 위에 언급된 모든 공급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타인의 권리 비침해 또는 처리, 사용, 거래 행
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모든 종류의 보증을 부인합
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release-not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release-not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licensing-information-listing.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one-enterprise-network-controller/products-licensing-information-listing.html
http://www.cisco.com/c/en/us/td/docs/general/whatsnew/whatsnew.html
http://www.cisco.com/c/en/us/td/docs/general/whatsnew/whatsnew.html
http://www.cisco.com/assets/cdc_content_elements/rss/whats_new/whatsnew_rss_feed.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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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또는 그 공급자는 이 설명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파생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영업 이익 손실,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
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CISCO 또는 그 공급자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
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전화 번호는 실제 주소와 전화 번호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예제, 
명령 표시 출력,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 및 다른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실제 IP 주소나 전화 번호가 사
용되었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모든 인쇄 사본 및 소프트 카피 복제본은 비통제 사본으로 간주되며 원본 온라인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Cisco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는 Cisco 웹사이트 
www.cisco.com/go/offices에 나와 있습니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 / 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Cisco 상표 목록을 보려면 다음 URL 로
이동하십시오 . www.cisco.com/go/trademarks 여기에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 와 다른 업체 사이의 제
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110R)

© 2015-2016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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