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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제로 터치 패브릭 

 

개요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 설계자와 운영자는 데이터 센터 LAN을 설계하여 구현할 때 다양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애플리케이션 민첩성 및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결정된 경우, 데이터 센터 

설계자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 LAN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은 

구매하는 장비의 실제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암묵적 자동화 및 셀프 프로비저닝 기능을 갖춘 솔루션은 기존 스위칭 

인프라에 비해 운영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별 스위치를 관리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념상 더 쉽습니다. 

Cisco
®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는 기존의 고성능 스위칭 기술에 고급 관리 및 자동화 기능을 

결합합니다. Cisco ACI를 사용하는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가속화하고, 운영을 단순화하고, 오늘날 서버 및 

스토리지 리소스가 처리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리소스 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제로 터치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Cisco ACI 패브릭의 여러 요소가 이 제로 터치 운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논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지만 물리적으로 분산된 정책, 부트스트랩 및 이미지 관리용 컨트롤러 

● 산업 표준 프로토콜인 IS-IS(Intermediate System-to-Intermediate System) 프로토콜,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및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토폴로지 자동 검색, 자동 

구성 및 인프라 주소 지정을 통해 쉽게 시작 가능 

● 단순하고 자동화된 정책 기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및 자동 이미지 관리 

● 완화된 배선 검증을 통해 운영 간소화 및 최소 또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Cisco ACI 패브릭 개요 

Cisco ACI 패브릭(그림 1)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부서 및 고객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인 테넌트 공간에 대해 

VXLAN(Virtual Extensible LAN) 오버레이를 제공하는 확장성이 뛰어난 다중 경로 고성능 리프 및 스파인 

아키텍처(이분 그래프)입니다. 또한, Cisco ACI 패브릭은 패브릭 내에 안전하게 격리되고, 모든 토폴로지 검색, 

패브릭 관리 및 인프라 주소 지정 작업이 수행되는 인프라 공간 개념을 구현합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Cisco ACI 패브릭의 인프라 공간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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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co ACI 패브릭 

 

Cisco ACI 패브릭은 Cisco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및 Cisco Nexus 9000 Series 리프 및 

스파인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기존 클로(Clos) 또는 이분 그래프 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ToR(top-of-rack) 스위치는 

스파인에 연결되며, 스위치 간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파인은 리프 스위치에만 연결되며, 네트워크 설계가 

계층적인 경우 상위 스파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Cisco APIC와 데이터 센터의 다른 모든 장치는 리프 스위치에만 

연결됩니다. 

Cisco APIC 

Cisco APIC는 자동 시작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패브릭에 DHCP, 부트스트랩 구성 및 이미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적인 컨트롤러입니다. Cisco Nexus
®
 ACI 패브릭 소프트웨어는 

ISO 이미지 번들로 제공되며, 직렬 콘솔을 통해 Cisco APIC 어플라이언스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
 ACI 소프트웨어 ISO는 Cisco APIC 이미지, 리프 노드의 펌웨어 이미지, 스파인 노드의 펌웨어 이미지, 기본 

패브릭 인프라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포함합니다. 

Cisco ACI 패브릭 검색 및 구성을 통해 쉽게 시작 가능 

모든 스위치에 공장에서 설치된 이미지를 통해 Cisco ACI 패브릭이 부팅되면 Cisco ACI 패브릭 부트스트랩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ACI 펌웨어 및 Cisco APIC를 실행 중인 Cisco Nexus 9000 스위치는 부팅 프로세스용으로 

예약된 오버레이를 사용합니다. 이 인프라 공간은 스위치에 하드 코딩되어 있습니다. Cisco APIC는 기본 

오버레이를 통해 리프에 연결하거나, 주요 로컬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ACI 패브릭은 Cisco APIC에 

직접 연결된 리프 노드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실행됩니다. LLDP 및 컨트롤 플레인 IS-IS 통합은 이 부팅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발생합니다. 

Cisco ACI 패브릭은 LLDP 및 DHCP 기반 패브릭 검색을 사용하여 패브릭 스위치 노드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인프라 

VTEP(VXLAN tunnel endpoint) 주소를 할당하고, 스위치에 펌웨어를 설치합니다. 이 자동 프로세스 이전에 Cisco 

APIC에서 최소 부트스트랩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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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내의 모든 Cisco ACI 패브릭 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인프라 공간에서 내부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Cisco APIC는 이 주소 지정 체계에 따라 패브릭 노드 및 클러스터 내 다른 Cisco APIC와 통신합니다. 

Cisco APIC는 LLDP 기반 검색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의 다른 Cisco APIC에 대한 IP 주소 및 노드 정보를 

검색합니다. 

편리한 패브릭 업그레이드 

Cisco APIC에 대한 펌웨어 정책에서는 특정 네트워크 노드에 필요한 펌웨어 버전을 정의합니다. 유지 관리 정책 및 

일정은 Cisco ACI 패브릭 노드에 펌웨어 이미지를 설치하는 시간과 방법을 정의합니다. 유지 관리 정책은 함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노드 그룹을 정의하고 해당 유지 관리 그룹을 일정에 할당합니다. 기본 노드 그룹은 “모든 

리프 노드”, “모든 스파인 노드” 및 “모든 APIC”를 포함합니다. 유지 관리 일정에서는 유지 관리 그룹에서 노드를 

함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과 노드 수를 정의합니다. 정책을 선택한 다음 실행하도록 예약하면 Cisco ACI 

패브릭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각 펌웨어 이미지에는 지원되는 유형 및 스위치 모델을 식별하는 해당 이미지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Cisco 

APIC는 펌웨어 이미지와 해당 펌웨어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스위치 유형 및 모델의 카탈로그를 유지 

관리합니다. Cisco APIC는 이미지 관리를 수행하며, Cisco APIC 및 스위치 이미지 모두에 대한 이미지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향후에 Cisco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Cisco APIC에 새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Cisco APIC는 적절한 연결을 통해 Cisco ACI 패브릭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그림 

2). LLDP 검색에서 모든 인접 연결을 동적으로 발견하면 이러한 연결은 “LEAF can connect to only SPINE-L1-*” 

또는 “SPINE-L1-* can connect to SPINE-L2-* or LEAF”와 같은 완화된 사양 규칙을 기준으로 검증됩니다. 규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연결이 차단됩니다. 또한, 연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가 발생합니다. Cisco 

ACI 패브릭 운영자는 모든 패브릭 노드의 이름과 일련 번호를 단순한 텍스트 파일에서 Cisco APIC로 가져오거나, 

Cisco APIC GUI, CLI(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API를 통해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제로 터치 패브릭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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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isco ACI는 네트워크를 스위치 모음이 아닌 단일 요소로 처리하며 중앙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Cisco ACI 패브릭 

시작, 업그레이드, 개별 요소 구성과 같은 일반 작업을 암묵적으로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을 간소화하고 완벽하게 자동화된 패브릭 솔루션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ACI의 궁극적 목표는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로 터치 패브릭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추가 정보 

http://www.cisco.com/go/apic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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