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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isco® Unified Access는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연결 대상 리소스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장소를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직원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매출, 생산성,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전사적인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을 활용한 것입니다. Cisco Unified Access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에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IP 통신, 모빌리티, 보안, 비디오, 협업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의 통합 기능이 내장된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합합니다.  

이러한 미션 크리티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기업에서는 변화하는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규 
및 신흥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원력과 민첩성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현해야 합니다.   

서론 
이 문서에는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가이드라인과 함께 다수의 심도있는 Cisco Validated 
Design Guide의 다양한 모범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범 사례의 결론은 시스템 유형, 네트워크 설계 대안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레벨의 철저한 솔루션 차원의 엔드 투 엔드 특성을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본 설명서의 모범 사례를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운영을 대폭 간소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며, 다양한 유형의 계획 또는 무계획 운영 중단 시 확정적인 순서로 네트워크 운영하는 복원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캠퍼스 액세스,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 및 코어 레이어 시스템 간에 견고한 
토대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다룹니다. 네트워크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유형에 적용할 
적절한 권장 사항도 소개합니다.  

그림 1.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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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는 이 문서에서 다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요약되어 나와있습니다.  

표 1. Cisco Catalyst 스위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소프트웨어 버전 

디스트리뷰션  Cisco Catalyst 6800 Series 스위치 15.1(2)SY2 

액세스  Cisco Catalyst 4500 Supervisor Engines 8-E, 7-E 및 7L-E 3.3.1.XO 

Cisco Catalyst 3850/3650 Series 스위치 3.6.1.SE 

Cisco Catalyst 3750-X/3560-X Series 스위치 3.6.1.SE 

Cisco Catalyst 2960 S/X/XR Series 스위치 15.0.2-EX5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 대안 
이 섹션에서는 캠퍼스 설계 모델(campus design model)에서 각 계층(tier)의 세부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제공합니다.  각각의 설계 권장 사항은 네트워크의 확장성, 보안, 복원력은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간소하고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캠퍼스 멀티티어(Multitier) 네트워크 설계 권장 사항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의 구축 규모와 기능은 환경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Cisco는 개별 고객의 요건 
중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Cisco Catalyst® 스위칭 제품으로 
구성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포트 집적도, 스위칭 성능, 확장성, 복원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엔드 투 엔드 고성능 멀티티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캠퍼스 멀티티어 네트워크 구축 모델 

 

그림 2는 멀티티어 구축 모델입니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 블록의 수, 규모, 성능 요건에 따라 캠퍼스에 
다음의 모델 중 이러한 모델 중 하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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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로서 Cisco는 디스트리뷰션 블록의 수가 2개가 넘을 경우 3-tier LAN 설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3-tier LAN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주된 장점입니다. 

● Hierarchy:  

◦ 모든 계층(tier)에서 각 디바이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움  

◦ 구축, 운영 및 관리 간소화  

◦ 모든 계층(tier)에서 장애 도메인 감소  

● 모듈 방식: 원활한 네트워크 확장 및 온디맨드 방식의 통합 서비스 인에이블먼트  

● 복원력: 네트워크 가용성 유지에 대한 사용자 기대치를 항상 충족  

● 유연성: 모든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는 인텔리전트 트래픽 로드 공유 지원 

Cisco Catalyst 시스템 레벨 설계 모범 사례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의 규모는 통신 인프라를 지원할 업종과 산업 부문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포괄적인 차세대 Cisco Catalyst 스위칭 포트폴리오는 모든 구축 모델의 규모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tier)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에 맞는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려면 비즈니스, 기술, 
애플리케이션 요건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보안, 확장성, 복원력이 강화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제품 지침과 개별 시스템 차원의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액세스 레이어 시스템 설계 권장 사항 
액세스 레이어는 캠퍼스의 첫 번째 계층(Tier) 또는 에지로, PC, 프린터, IP 비디오 감시 카메라, Cisco 
TelePresence® 디바이스 등의 엔드 디바이스가 캠퍼스 네트워크의 유선 부분에 연결되는 곳입니다. 또한 IT 매니 
조직에서 관리하는 디바이스가 구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유무선 엔드 유저를 연결하는 IP 폰이나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이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확장합니다.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유형이 매우 많고 다양한 
서비스 및 동적 구성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액세스 레이어는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기능이 
가장 풍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통신 디바이스와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액세스 요구, 기능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액세스 레이어 설계 옵션 중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액세스 레이어 시스템 설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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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모듈형/스택형 시스템 설계 

● 모듈 방식: 인프라를 변경할 필요 없는 능률적인 와이어링 클로짓(Wiring Closet)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여 
투자를 보호합니다. 

● 유연성: 새로운 네트워크 모듈 또는 스택 구성 스위치를 운영 중단 없이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복원력:  

◦ Cisco Catalyst 4500E: 듀얼 슈퍼바이저 엔진으로 동급 최고의 시스템 레벨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Cisco는 모범 사례로서 SSO(Stateful Switchover) 기술을 사용하여 싱글 홈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려면 
이중화된 슈퍼바이저를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ISSU(In-Service Software Upgrade)와 같은 계획된 중단 
또는 비정상적인 슈퍼바이저 장애가 발생한 동안 싱글 홈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가용성과 성능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 Cisco Catalyst 3850/3650 StackWise®: 프로토콜 이중화와 분산 포워딩 아키텍처를 갖춘 포워딩 스테이트 
머신(forwarding state machines)을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StackWise 기술이 SSO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단, 스택 구성 스위치에서 개별적인 장애가 발생한 동안 싱글 홈 엔드포인트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 Cisco Catalyst 3850 Cisco StackPower®: 네트워크 관리자는 스택에서 Cisco Catalyst 3850 그룹 간에 
전원 이중화를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Cisco Catalyst 3850은 외부 정전이나 전원 공급 장치 
장애와 같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무중단 포워딩을 제공합니다. 

액세스 레이어 시스템 이중화 모범 사례 
모듈식 스위치와 고정 구성(fixed-configuration) 스위치에서의 시스템 레벨 이중화 지원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Cisco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례에 따라 설계하고 구축할 경우 중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통신이 
유지되는 복원력 높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Supervisor 및 StackWise 모범 사례 
표 2에서는 듀얼 슈퍼바이저 엔진 모듈이 장착된 Cisco Catalyst 4500E와 StackWise 모드로 구축된 Cisco Catalyst 
3850/3650 Series 고정 구성((fixed-configuration) 스위치에 SSO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레벨 이중화를 구축하기 
위한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설명합니다. 

표 2.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복원력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4500/3850/3650 

듀얼 슈퍼바이저 엔진 모듈을 사용하여 구축된 Cisco Catalyst 4500E 
시스템에 SSO 활성화(기본값) 

4500E(config)#redundancy 
4500E(config-red)#main-cpu 
4500E(config-r-mc)#mode sso 

StackWise로 구축된 3850/3650 시스템에 SSO 활성화(기본값) 3850-Stack(config)#redundancy 
3850-Stack(config-red)#mode sso 

FlexStack 및 FlexStack Plus 모드의 Cisco Catalyst 3750-X StackWise-Plus 및 2960 Series 플랫폼은 SSO 기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tackWise 소프트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모범 사례 
StackWise 모드로 스태킹된 경우 Cisco Catalyst 3850/3650의 소프트웨어 복원력은 Cisco IOS® Software 고가용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 차세대 고정 구성 스위치는 4500E와 같은 모듈급 플랫폼으로 1+1 고가용성 
SSO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1+1 이중화 기능과 N:1 ACTIVE 스택 시스템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려면 각 스택 
구성 스위치에 일관된 Cisco IOS Software와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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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는 새로운 3850/3650을 현재 실행 중인 버전을 사용하는 스택 링에 연결하면 해당 
스위치로 인해 스택 링이 RPR(Route Processor Redundancy) 상태로 다운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스템은 완전히 
다운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새로 연결된 스위치가 ACTIVE 스위치에서 자동으로 일치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받아 
사용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표 3에는 새로 연결된 스위치에 일치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한 간단한 명령줄(command line)이 나와 있습니다. 

표 3. Cisco Catalyst 3850/3650 Software 자동 업그레이드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3850/3650: StackWise 

스택 링의 새로 연결된 스위치에 일치하는 Cisco IOS Software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Cisco Catalyst 3850/3650 StackWise 스위치에서 
소프트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활성화 

3850-Stack(config)#software auto-upgrade enable 

Cisco StackPower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3850 및 3750-X Series 플랫폼은 고정 구성 스위치에 전원 이중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Cisco StackPower 기술을 지원합니다. Cisco StackPower는 스위치에 설치된 개별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합하고 전력 
풀을 구성하여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특수한 Cisco 전용 Cisco StackPower 케이블을 사용하여 Cisco 
StackPower 스택에 최대 4개까지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StackPower 케이블은 StackWise 데이터 
케이블과 다르며 모든 Cisco Catalyst 3850/3750X 모델에 사용 가능합니다. Cisco StackPower 기술은 두 가지 
모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모드: 모든 입력 전원을 전력 로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택에서 모든 스위치(최대 
4개)의 총 집합 전력은 하나의 큰 전원 공급 장치로 취급됩니다. 스택의 모든 스위치는 이 공유 전원을 
PoE(Power over Ethernet) 포트에 연결된 모든 전원 공급 디바이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전원 공급 장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예약되는 전력 없이 전체 가용 전력을 전력 예산 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원을 공급받는 디바이스와 스위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작동 모드입니다.  

● 이중화 모드: 시스템에서 용량이 가장 큰 전원 공급 장치가 전력 예산에서 제외되고 예비 전력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PoE 디바이스에 사용 가능한 총 전력량이 줄지만, 전원 공급 장치 장애 발생 시에 백업 
전원이 제공됩니다. 전원 풀에서 스위치와 전원을 공급받는 디바이스에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 작아지지만, 
정전이나 극단적인 전원 로드가 발생했을 때 스위치 또는 전원을 공급받는 디바이스를 종료해야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필요한 전력의 예산을 수립하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중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춘 Cisco 
Catalyst 3850/3750-X 스위치를 스택에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중화 모드를 사용하면 전원 공급 장치 중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중화된 전원이 백업으로 제공됩니다. 

스택 링 전반에 더 나은 전원 이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Cisco에서는  모범 사례로서 Cisco StackPower를 이중화 
모드로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Cisco StackWise-480을 사용할 경우 스택 링에 최대 9개의 3850 Series 스위치를 그룹화할 수 있기 때문에, Cisco 
StackPower은 최대 4개의 스위치를 지원하려면 2개의 전원 스택 그룹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표 4의 샘플 구성은 
이중화 모드로 Cisco StackPower를 구축하고 전원 스택 그룹에 스택 구성을 그룹화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새로운 전원 구성을 적용하려면 스택 링의 모든 스위치를 리로드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9/3 페이지 

표 4. Cisco Catalyst 3850/3750-X Cisco StackPower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3850/3650: StackWise 

Cisco StackPower 기술을 구축하여 3850 Series 스위치에 무손실 전원 
스위치오버(hitless power switchover) 기능 제공. 이중화 모드 권장 

3850-Stack(config)#stack-power stack PowerStack-1 
3850-Stack(config-stackpower)#mode redundant 
3850-Stack(config)#stack-power switch 1 
3850-Stack(config-switch-stackpower)#stack PowerStack-1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Stack-MAC 모범 사례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 보기를 제공하려면, StackWise의 레이어 3 인터페이스(물리적, 논리적, 
SVI(Switch Virtual Interface), 포트 채널)의 MAC 주소가 스택의 마스터 스위치의 이더넷 MAC 주소 풀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StackWise 스위치에서 엔드포인트(IP 폰, PC, 서버, 핵심 네트워크 시스템 등)로의 모든 레이어 
3 통신은 마스터 스위치의 MAC 주소 풀을 기반으로 합니다.  

StackWise 모드로 구축된 Cisco Catalyst 3850/3650 Series의 stack-mac 주소는 ACTIVE 스택 스위치오버를 
실행하는 동안에 stack-mac을 유지합니다. 초기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stack-mac 지속 타이머(persistent timer)는 
무한대로 설정되어 있어 레이어 3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초기 설정을 
유지하고 stack-mac 구성을 수정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표 5. Cisco Catalyst 3850/3650 및 3750X Stack-MAC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3850/3650: StackWise 

Cisco Catalyst 3850/3650 StackWise 스위치의 초기 stack-mac 지속 
설정 유지 

3850-Stack(config)#default stack-mac persistent timer 

기본적으로 Cisco Catalyst 3750X StackWise-Plus 및 2960 S/X/XR Series 스위치는 Cisco Catalyst 3850/3650와 
달리 stack-mac 주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범 사례로서 stack-mac 지속 타이머를 0(무한대)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에서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및 라우팅 중단을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표 6. Cisco Catalyst 3750X 및 2960-XR/S Stack-MAC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3750-X: StackWise 

Cisco Catalyst 3750X 및 2960 S/X/XR Series 스위치의 기본 stack-
mac 지속 타이머를 무한대로 수정 

3750-Stack(config)#stack-mac persistent timer delay 0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설계 권장 사항 
디스트리뷰션 또는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는 레이어 2 와이어링 클로짓 네트워크와 레이어 3 라우팅 캠퍼스 코어 
네트워크 사이에 네트워크 경계 한계선입니다. 스패닝 트리와 같은 기존 레이어 2 기술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운영,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는 
Cisco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크게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며 네트워크 성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tier 모델로 강력한 캠퍼스 네트워크 토대를 구축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에지 정책을 적용하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차세대 고정(fixed) 및 모듈급 Cisco Catalyst 스위칭 포트폴리오는 고성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활발하게 스케일업(scale-up)과 스케일 아웃(scale-out) 할 수도록 해줍니다. 미션 크리티컬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합한 Cisco Catalyst 스위칭 제품을 분석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림 4는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구축하는 두 가지 시스템 
레벨 설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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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규모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설계 대안 

 

주요 혜택: 모듈식 및 확장형 고정 시스템 설계: 

● 모듈식: Multiterabit 스위칭 백플레인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원활하게 네트워크 
포트 및 처리량을 확장함으로써 기존 투자를 보호합니다. 

● 유연성: 스위치의 새로운 혼합 미디어 네트워크 모듈을 현재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의 운영 중단 없이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복원력:  

◦ 슈퍼바이저 모듈: 무중단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하고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Cisco 
SSO 기술은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계획된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소프트웨어 장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운영 중단이 발생한 동안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호합니다. Cisco Catalyst 6880X는 Cisco 
VSS(Virtual Switching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섀시 간 SSO를 지원합니다. 

◦ 네트워크 모듈: 시스템 다운타임 없이 신규 설치 또는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듈의 온라인 
삽입 및 제거 절차가 지원됩니다. 

◦ 전원 공급 장치: 예비 전원 공급 장치는 시스템에서 정전 또는 전원 공급 장치 장애로부터 환경을 
보호합니다. 모듈식 전원 이중화 설계 덕분에 네트워크 다운타임 없이 장애가 발생한 장치를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됩니다. 

◦ 팬 트레이: 운영중 교체 가능한(Hot-swappable) 이중화 팬 트레이는 냉각 지원 성능이 더 뛰어나며, 
네트워크 다운타임 없이 오류가 발생한 트레이를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 Cisco Catalyst 4500E/4500X 또는 3850 StackWise를 구축하여 소규모 및 중간 규모 
네트워크 구축 환경의 요구사항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모범 사례 문서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역할을 하는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 지침을 설명합니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이중화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Series 스위치는 최고의 엔터프라이즈급 고성능, 확장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역할과 코어 레이어 역할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Cisco Catalyst 6880X 스위치는 
강력한 Cisco Catalyst 6500 Series Supervisor Engine 2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만들어졌으나 소형 폼 팩터 
제품으로 공간이 제약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성능과 규모를 일관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 7에서는 권장 Cisco VSS 모드 또는 기존 독립형 모드로 구축되고 시스템 레벨 이중화를 위한 듀얼 슈퍼바이저 
모듈이 장착된 Cisco Catalyst 6807-XL Series 스위치의 모범 사례 지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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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복원력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슈퍼바이저 모듈 
듀얼 슈퍼바이저 엔진 모듈이 구축된 시스템에 SSO 활성화(기본값) 

Dist(config)#redundancy 
Dist(config-red)#main-cpu 
Dist(config-r-mc)#mode sso 

네트워크 모듈 
모듈을 서비스에서 제거하기 전에 네트워크 모듈을 먼저 종료하여 더 큰 
데이터 손실을 줄임 

VSS 컨피그레이션 모드 

Dist(config)#no power enable switch [1 | 2] module [slot id] 

독립형 컨피그레이션 모드 

Dist(config)#no power enable module [slot id]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 
심각한 정전 또는 전원 공급 장치 장애가 발생한 동안 1:1 전원 이중화 
보호 기능 활성화(기본값) 

VSS 컨피그레이션 모드 

Dist(config)#power redundancy-mode switch [1 | 2] redundant 

독립형 컨피그레이션 모드 

Dist(config)#power redundancy-mode redundant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 설계 권장 사항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 설계 대안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기술 ,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추어 다양한 설계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어떤 설계 옵션으로 구축해도 무방합니다. 네트워크 설계자는 
네트워크 설계와 주요 기술 요건에 따라 엔드 투 엔드 통합 액세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설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 5.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 설계 대안 

 

앞서 소개한 모든 디스트리뷰션 설계 모델은 시스템 레벨에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고가용성, 유연한 확장성과 
네트워크 확장성을 일관되게 제공합니다. 확장성, 성능, 운영 및 복원력 요건을 비교하여 각 설계 옵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설계 옵션 1: VSS 모드 

이 구축 모델은 Cisco VSS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에서 중간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합니다. Cisco Catalyst 6800은 사용자 레벨의 복잡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무중단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멀티테라비트(Multiterabit) 고성능 어그리게이션 블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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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에 1차적으로 권장되는 구축 모드입니다. 

●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설계 옵션 2: 독립형 모드 

독립형 모드는 다년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기본 모드입니다. Cisco Catalyst 6800E 
시스템은 STP(Spanning Tree Protocol)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구축하도록 
디스트리뷰션 및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에 첨단 미세 조정된 독립형 모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확장되면 구축과 트러블슈팅을 하기에 네트워크 운영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에 2차적으로 권장되는 구축 모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구축 모드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설계 옵션 3: 축소된 코어/디스트리뷰션 모드 

이 구축 모드는 소규모 캠퍼스 또는 원격 지사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모든 Cisco Catalyst Series 스위치는 
레이어 2 네트워크와 레이어 3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경계를 제공하도록 축소된 코어 및 디스트리뷰션 
역할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을 위한 이 구축 모드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VSS(Virtual Switching System) 복원력 
가상 스위칭 도메인 및 모범 사례 
도메인 ID 모범 사례 
2개의 독립형 물리적 섀시를 갖춘 VSS 구현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전 첫 번째 단계로서 VSS 도메인 식별자(ID)를 
정의합니다. VSS 도메인 ID 값은 1에서 255 사이이 입니다. VSD(Virtual Switch Domain)에는 2개의 물리적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통의 도메인 ID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멀티티어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로 VSS를 구현할 때는 서로 다른 VSS 쌍 간에 고유한 도메인 ID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토콜 충돌을 막고 네트워크 운영, 트러블슈팅 및 관리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6.   VSS 도메인 ID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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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VSS 스위치 도메인 및 ID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SW1 Cisco Catalyst 6800: SW2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SW1 

Dist-1(config)#switch virtual domain 10 
Dist-1config-vs-domain)#switch 1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SW2 

Dist-2(config)#switch virtual domain 10 
Dist-2(config-vs-domain)#switch 2 

코어 레이어: SW1 

Dist-1(config)#switch virtual domain 20 
Dist-1config-vs-domain)#switch 1 

코어 레이어: SW2 

Dist-2(config)#switch virtual domain 20 
Dist-2(config-vs-domain)#switch 2 

VSS 스위치 우선 순위 모범 사례 
2개의 스위치가 부팅되면 가상 스위치의 컨트롤 플레인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해 스위치 우선 순위가 협상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가상 스위치가 컨트롤 플레인 소유권을 차지하고 낮은 우선 순위의 스위치는 이중화 모드로 
부팅됩니다. 기본(default) 스위치 우선 순위는 100입니다. 이보다 낮은 스위치 ID는 양쪽의 가상 스위치 노드가 
모두 기본 설정으로 구축되었을 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범 사례로서,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2개의 가상 스위치 노드를 구축하여 중앙 집중식 컨트롤 및 
매니지먼트 플레인으로 분산 포워딩 아키텍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가상 스위치 노드에서 
컨트롤 플레인 작업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본 스위치 우선 순위를 수정하는 것은 옵션 설정이며, 각 가상 스위치 노드는 네트워크 및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업을 제공하므로 기본값이 유지됩니다.  

라우팅된 MAC 모범 사례 
핫스탠바이(hot-standby) 스위치가 액티브 스위치가 되면 스위치오버 이벤트가 발생하는 동안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 할당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섀시가 동시에 다시 부팅되고 액티브 스위치의 순서가 바뀌면(이전 
핫스탠바이 스위치가 먼저 부팅되어 액티브 스위치가 됨) 전체 VSS 도메인에 해당 스위치의 MAC 주소 풀이 
사용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인터페이스의 MAC 주소가 새로 고쳐지거나 시간 초과될 때까지 네트워크 통신에서 
불필요한 ARP를 지원하지 않는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Cisco는 이러한 중단을 방지하려면, VSS와 함께 제공되는 구성 옵션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은 
레이어 2 및 레이어 3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가 예비 풀에서 파생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상 스위치 도메인 ID의 
장점을 활용하여 MAC 주소를 구성합니다. VSS 도메인의 MAC 주소는 부팅 순서에 관계없이 가상 MAC 주소의 
사용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모범 사례로서, VSS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라우팅된 MAC을 구현하여 시스템이 여러 차례 다시 
부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우팅된 MAC 주소 없이 VSS가 이미 구현된 경우 다음 재부팅 주기에 
적용할 새 가상 MAC 주소를 가져오기 위한 다운타임을 계획합니다. 

표 9. VSS 라우팅된 MAC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SW1 Cisco Catalyst 6800: SW2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SW1 

Dist-1(config)#switch virtual domain 10 
Dist-1config-vs-domain)#mac-address use-virtual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SW2 

Dist-2(config)#switch virtual domain 10 
Dist-2(config-vs-domain)#mac-address use-virtual 

스탠바이 섀시 복원 
가상 스위치의 ACTIVE 슈퍼바이저는 완벽한 분산형 포워딩 기능을 제공하도록 피어(peer) HOT_STANDBY 
슈퍼바이저 모듈과 로컬/원격 DFC(Distributed Forwarding Card) 라인 카드에 동적 포워딩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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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티브 동기화(active synchronization)는 대체 연결된 경로로 신속하게 스위치오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스템은 복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위해 
장애가 발생한 장치를 복원할 수 있으며, 실제 포워딩 정보가 현재 ACTIVE 스위치에서 재동기화되기 전에 재초기화 
상태에서 모듈 및 포트가 작동합니다. 

재연결된 가상 스위치의 이러한 부분적 작동 상태는 포워딩 정보가 진행 중인 동안 아직 피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플레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복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네트워크 레벨에서 실제 시스템 
손실보다 더 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Cisco에서는 부트팅 시간에 운영 가능하게 되도록 스탠바이 섀시 포트에 지연 타이머(delay time)를 
구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탠바이 섀시가 피어 디바이스의 사용자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데 사용되기 
전에 ACTIVE 스위치에서 포워딩 테이블을 먼저 동기화할 시간이 충분하게 됩니다. 

표 10. VSS 라우팅된 MAC 모범 사례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VSS 

스탠바이 지연 타이머를 300초로 구성 Dist(config)#switch virtual domain 10 
Dist(config-vs-domain)#standby port delay 300 
Dist(config-vs-domain)#standby port bringup 1 2 

가상 스위칭 슈퍼바이저 HA 모범 사례 
Cisco VSS 기술에는 철저히 검증된 SSO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단일 시스템을 넘어 확장되는 슈퍼바이저 
모듈 이중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Catalyst 6800 Series VSS 시스템의 차세대 Supervisor Engine 2T는 
슈퍼바이저 모듈 및 섀시 리셋이나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멀티디맨션(multidimension) 이중화를 지원합니다. 그림 
7에는 단순하고 복원력이 높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슈퍼바이저 이중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7.   듀얼 및 쿼드 슈퍼바이저 이중화 

 

● 듀얼 슈퍼바이저(Dual-supervisor) 이중화 모드: 각각의 Cisco Catalyst 6807-XL 모듈식 시스템에 싱글 
Supervisor Engine 2T 모듈을 장착하는 구축 방법입니다. 시스템은 듀얼 홈 방식으로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에 무중단 통신을 제공하는 섀시 간 SSO 이중화로 제한됩니다. 가상 스위치 시스템 중 하나라도 
슈퍼바이저 리셋이 되면 전체 섀시가 리셋됩니다. 리셋 원인, 장애 유형 등에 따라 네트워크 모듈의 성능은 
절반 수준으로 저하되고 복구 시간이 길어집니다. 

VSS 모드의 고정 구성 Cisco Catalyst 6880X는 시스템 아키텍처로 인해 이 이중화 모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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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슈퍼바이저(Quad-supervisor) 이중화 모드: VSS 모드에서 시스템마다 2개의 6807-XL 시스템에 
2개의 Supervisor Engine 2T 모듈을 사용하여 구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총 4개의 Supervisor Engine 2T 
모듈을 사용하여 시스템 레벨 이중화가 4배가 되므로 계획 또는 무계획 네트워크 중단 시에 네트워크 
가용성과 기능이 보호됩니다. 또한 이 이중화 모드는 Cisco Catalyst 6807-XL VSS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모든 싱글 홈 네트워크 디바이스에도 이중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계획 또는 무계획 네트워크 중단 시에 네트워크 가용성과 기능을 지원해야 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기술 요구사항 때문에 업계 최고 수준의 복원력을 갖춘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쿼드 슈퍼바이저 이중화 
모드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스위칭 링크 설계 및 모범 사례 
Cisco VSS 기술은 2개의 물리적 섀시를 하나의 논리적 개체로 클러스터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싱글 섀시 
내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멀티섀시 레벨로 확장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각각의 가상 스위치는 백플레인 
커뮤니케이션 바운더리(VSL[Virtual Switch Link}이라고 알려짐)를 확장하는 직접적 물리적 링크를 사용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VSL은 2개의 가상 스위치 노드를 서로 연결하는 레이어 1 물리적 링크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VSL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인접성을 설정할 수 
없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테이블을 작성할 때 제외됩니다.  

VSL 물리적 링크 연결 모범 사례 
지원되는 모든 10G 또는 40G 네트워크 모듈에서 Cisco Catalyst 6807-XL 또는 6880X는 VSL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 시스템 간의 VSL 물리적 연결은 최상의 이중화 레벨로 다양한 외부 또는 내부 장애 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Cisco에서는 Supervisor Engine 2T와 네트워크 모듈 사이에 
VSL 파이버 연결을 균등하게 다각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림 8은 VSS 모드로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이 구축된 VSL 연결 모범 사례를 보여 줍니다. 

그림 8.   Cisco VSS VSL 모범 사례 

 

VSL 용량 계획 모범 사례 
Cisco VSS는 가상 스위치에서 트래픽을 스위칭할 로컬 포워딩 경로를 찾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VSL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 플레인을 포워딩합니다. VSL 인터페이스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VSL 용량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VSL 인터페이스의 운영 로컬 경로 장애 발생 시에 
사용자 데이터 플레인을 다시 라우팅하기에 충분한 총 대역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VSL 대역폭 용량을 
계산할 때 다음 네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각 가상 스위치 노드 별로 총 네트워크 업링크 대역폭 용량을 예를 들어, 같은 원격 코어 시스템에 2개의 
10GE로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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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홈(single-homed) 디바이스 연결로 네트워크 설계(MEC[Multichassis EtherChannel] 없음). 싱글 홈 
네트워크 디바이스 연결은 권장되지 않음  

● 스위치 구성원 중 하나에서 다른 가상 스위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원격 SPAN(Switched Port Analyzer)  

● 통합 서비스 모듈(ASA-SM, WiSM2 등)을 사용하여 6807-XL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서비스 모듈 포워딩 설계 
및 기능에 따라 VSL 번들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 

VSL EtherChannel 인터페이스는 최대 8개의 10G/40G 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SL 구성원 링크 간의 트래픽 
로드 공유를 최적화하려면 2의 배수(2, 4, 8)로 VSL 구성원 링크를 번들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VSL 이중화 모범 사례 
VSL EtherChannel은 섀시 간 제어 트래픽, 네트워크 컨트롤 플레인 및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여 시스템 
가상화를 지원하는 확장된 백플레인 링크로 작동합니다. 통합 컨트롤 플레인 프로토콜과 분산 포워딩 개체의 상태 
시스템은 2개의 가상 스위치 노드 간에 동적으로 동기화됩니다. VSL 구성 요소에서 트리거된 장애는 시스템 
가상화를 중단시키고 네트워크에서 듀얼 액티브(Dual Active)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림 9에는 이러한 장애 상태를 
탐지하여 네트워크와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두 가지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9.   듀얼 액티브 탐지 모범 사례 

 

● 듀얼 액티브 패스트 헬로(Dual active fast hello) 모범 사례:  

◦ 링크 유형과 속도에 관계없이 최대 4개의 포트를 쌍으로 사용하여 듀얼 액티브 패스트 헬로(dual active 
fast hello) 탐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트를 하나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듀얼 액티브 패스트 헬로는 슈퍼바이저 및 네트워크 모듈 포트에서 지원됩니다. 듀얼 슈퍼바이저 
네트워크 설계의 경우 온보드 슈퍼바이저 1G 포트를 패스트 헬로(fast hello)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드 
슈퍼바이저 네트워크 설계의 경우 네트워크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포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슈퍼바이저 
모듈 중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더 수준 높은 이중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듀얼 액티브 패스트 헬로는 ePAgP(enhanced Port Aggregation Protocol)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구현하여 이중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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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듀얼 액티브 패스트 헬로 구현 

Cisco Catalyst 6800: VSS 

Dist(config)#interface range Gig 1/3/1, Gi2/3/1 
Dist(config-if-range)#dual-active fast-hello 

● Enhanced PAgP+ 모범 사례:  

◦ 듀얼 액티브 탐지 방식에는 많은 수의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 PAgP 지원 EtherChanne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소 2개의 신뢰할 수 있는 듀얼 액티브 ME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레이어 2 MEC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 레이어 스위치를 
레이어 3 MEC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의 듀얼 액티브 트러스트 설정(dual-active trust)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인터페이스가 관리 종료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범 사례로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짧은 
다운타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12. PAgP MEC에서 VSS Dual-Active Trust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VSS 듀얼 액티브 PAgP VSS 클라이언트 

Dist(config)#interface range Port-Channel 101-102 
Dist(config-if-range)#shutdown 

컨피그레이션 필요 없음 

Dist(config)#switch virtual domain 1 
Dist(config-if-range)#dual-active detection pagp trust channel-group 101 
Dist(config-if-range)#dual-active detection pagp trust channel-group 102 

Dist(config)#interface range Port-Channel 101-102 
Dist(config-if-range)#no shutdown 

● 듀얼 액티브 제외 모범 사례:  

◦ 듀얼 액티브 상태에서는 네트워크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 섀시가 모든 포트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각 가상 스위치 섀시에서 레이어 3 OOB(Out of Band) 관리 포트를 
제외하여 추가 트러블슈팅 및 디버깅 작업을 위해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관리 포트는 슈퍼바이저 및 네트워크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슈퍼바이저 네트워크 
설계의 경우 온보드 슈퍼바이저 1G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드 슈퍼바이저 네트워크 설계의 경우 
네트워크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포트를 선택해야 슈퍼바이저 모듈 중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더 
수준 높은 이중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외된 관리 포트는 코어 라우팅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레이어 2/레이어 3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각 레이어 3의 제외된 인터페이스에서 시작되는 정적 경로는 로컬 서브넷을 지나 네트워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표 13. VSS 듀얼 액티브 트러스트 제외 인터페이스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6800: VSS 

Dist(config)#interface Gig1/3/2 
Dist(config-if)#ip address <address> <mask> 
Dist(config-if)#no shutdown 

Dist(config)#interface Gig2/3/2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18/3 페이지 

Cisco Catalyst 6800: VSS 
Dist(config-if)#ip address <address> <mask> 
Dist(config-if)#no shutdown 

Dist(config)#switch virtual domain 1 
Dist(config-if-range)#dual-active exclude interface Gi1/3/2 
Dist(config-if-range)#dual-active exclude interface Gi2/3/2 

Dist(config)#ip route <network> <mask> <gateway-1> 
Dist(config)#ip route <network> <mask> <gateway-2>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결 모범 사례  
캠퍼스 네트워크 오버서브스크립션 모범 사례 
스위칭 성능 요구사항은 모든 네트워크 레이어의 확장 요인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멀티티어 아키텍처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는 오버서브스크립션(Oversubscription)됩니다. 에지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경우 항상 캠퍼스 코어 스위칭 용량을 새로 고쳐야 하지만, 차세대 와이어링 클로짓 네트워크에서 프로필 10G를 
사용하면서 오버서브스크립션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고속 스위칭 용량 요구사항은 1G 데스크톱과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 무선 802.11AC, 비디오,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집니다. 확장성 및 
성능 요구사항이 높아지더라도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IT 담당자가 캠퍼스 네트워크의 
주요 병목 지점 두 곳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병목 지점은 4:1의 오버서브스크립션율을 유지하기 위해 10G 
물리적 연결 및 코어 스위칭 용량을 통합하는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서 발생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캠퍼스 및 데이터 센터 코어의 확장 및 성능 문제를 줄이고 4:1의 오버서브스크립션율을 유지하기 
위해 Cisco Catalyst 6800-E 및 Cisco Nexus® 7000 시스템의 40G 이더넷은 10G 기반 코어 인프라에서 쉽고 
원활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는 디스트리뷰션-액세스 네트워킹 
블록에서 20:1의 오버서브스크립션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IDF(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의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 용량이 10배씩 확장되는 경우 네트워크 설계자는 통합 스위치, 모듈 및 포트가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식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설계에서 업계 최고의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은 10G 포트 어그리게이션을 위해 Cisco Catalyst 6904 또는 6816 라인 카드 모듈과 함께 차세대 Supervisor 
Engine 2T를 사용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네트워크 오버서브스크립션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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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레이어 네트워크 연결 모범 사례 
다양한 액세스 레이어 모델 스위치에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업링크 네트워크 연결 설계는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네트워크 탄력성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범 사례를 따르면 모든 시스템 
리소스를 최적화된 상태로 활용하도록 사용자 데이터 플레인의 로드 밸런싱이 효율적으로 되고, 다양한 유형의 계획 
또는 무계획 네트워크 중단 발생 시에 신속하게 스위치오버 되도록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이중화된 포워딩 경로가 
구축됩니다. 

Cisco Catalyst 4500-E 이중화된 슈퍼바이저 업링크 권장 사항 
이중화 모드에서 Cisco Catalyst 4507R+E 또는 4510R+E 섀시는 듀얼 Supervisor Engine 8-E또는 7-E 모듈을 
사용하여 이중화된 SSO 구성으로 구축됩니다. 각 슈퍼바이저 모듈에 있는 4개의 1G/10G 업링크 포트는 포트 그룹 
1(포트 1 및 2)과 포트 그룹 2(포트 3 및 4)라는 2개의 포트 그룹으로 나뉩니다. Cisco Catalyst 4500E 시스템에서 
이중화된 모듈이 섀시에 설치된 것을 탐지하면 포트 그룹 2가 두 슈퍼바이저 모듈에서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그림 11에 나와 있듯이 모범 사례로서, 두 슈퍼바이저의 업링크 포트 4개를 모두 이중화된 Cisco Catalyst 6800 
Series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VSS 시스템에 활용하십시오. 두 슈퍼바이저 모듈은 모두 이중화된 업스트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트 그룹 1을 균등하게 다각화함으로써 이중화되지 않은 모드와 동일한 일관된 대역폭 용량, 로드 밸런싱 
및 링크 이중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4500-E 이중화된 슈퍼바이저 업링크 권장 사항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업링크 권장 사항 
Cisco Catalyst 3850/3650, 3750-X 및 2960 Series 스위치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를 연결하기 위한 물리적 
업링크 포트를 최대 4개까지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이어링 클로짓에서 최적의 로드 밸런싱과 이중화를 
구현하기 위해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에서 물리적 업링크 인터페이스가 최대 2개 구축됩니다.  

이러한 스위치가 스택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구축된 경우 이중 스택 구성 시스템과 동일한 업링크 연결 설계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택 링에 9개의 Cisco Catalyst 3850 스위치가 구축된 경우 업링크 포트가 
스위치 1에 2개, 그리고 스위치 9에 2개로 다각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7개의 스위치는 고속 스택 
백플레인을 사용하여 코어로 데이터를 포워딩합니다. 

이 권장 업링크 포트 설계는 애플리케이션 성능부터 사용자의 경험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스택 구성 Cisco Catalyst 스위치 간에 분산된 여러 개의 고속 10Gbps 업링크를 사용하여 총 스택 스위칭 
용량을 높임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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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링 내에서 그리고 모든 분산된 업링크 물리적 포트에 걸쳐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데이터 로드를 
공유함으로써 양방향 트래픽 엔지니어링 개선 

● 버퍼, 대기열, TCAM(Ternary Content-Addressable Memory) 등 하드웨어 리소스에 분산된 포워딩 
아키텍처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 스택 및 네트워크 레벨 이중화 보호 및 액세스 레이어나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서 중대한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분산된 어그리게이션 시스템 간의 혼잡 최소화 

그림 12.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업링크 권장 사항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스위치 우선 순위 권장 사항 
Cisco는 여러 세대의 스위칭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StackWise 및 FlexStack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의 새로운 세대가 발표될 때마다 확장성, 성능, 복원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네트워크의 환경은 
간소화하는 더욱 발전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스택 기술은 모든 스택 구성 스위치에서 컨트롤 플레인과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링에서 동적으로 선택된 단일 
스위치로 중앙 집중화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완전히 분산된 포워딩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스택 백플레인과 
업링크 파이버 포트, TCAM 등의 다각화된 모든 시스템 리소스를 통해 활용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스위칭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StackWise 및 FlexStack에서 컨트롤 플레인 및 매니지먼트 플레인의 운영과 업링크 포트 운영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스택 구성 스위치의 스위치 ID를 정적으로 할당하면 됩니다.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스위치가 스택 링에서 ACTIVE/마스터 역할로 확정적으로 선택됩니다. 신속한 재선택을 위해 보조 
스위치에 다음으로 낮은 우선 순위 레벨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범 사례는 스택에서 ACTIVE/마스터 
스위치가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네트워크 리컨버전스 시간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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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스위치 우선 순위 권장 사항 

 

표 14에는 Cisco Catalyst 3850/3650, 3750-X 및 2960 Series 스위치의 스위치 우선 순위를 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표 14. Cisco StackWise 스위치 우선 순위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StackWise 및 FlexStack 스위치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스위치 우선 순위 

3850-Stack#switch 1 priority 1 
! Switch 1 with Uplink ports 
3850-Stack#switch 2 priority 11 
3850-Stack#switch 3 priority 12 
3850-Stack#switch 4 priority 13 
3850-Stack#switch 5 priority 15 
3850-Stack#switch 6 priority 14 
3850-Stack#switch 7 priority 10 
3850-Stack#switch 8 priority 9 
3850-Stack#switch 9 priority 2 
! Switch 9 with Uplink ports 

3750X-Stack#config terminal 
3750X-Stack(config)#switch 1 priority 1 
! Switch 1 with Uplink ports 
3750X-Stack(config)#switch 2 priority 11 
3750X-Stack(config)#switch 3 priority 12 
3750X-Stack(config)#switch 4 priority 13 
3750X-Stack(config)#switch 5 priority 15 
3750X-Stack(config)#switch 6 priority 14 
3750X-Stack(config)#switch 7 priority 10 
3750X-Stack(config)#switch 8 priority 9 
3750X-Stack(config)#switch 9 priority 2 
! Switch 9 with Uplink ports 

표 15. Cisco FlexStack 스위치 우선 순위 모범 사례 

Cisco Catalyst StackWise 및 FlexStack 스위치 Cisco StackWise 및 FlexStack 스위치 우선 순위 

2960XR-Flex#config terminal 
2960XR-Flex(config)#switch 1 priority 1 
! Switch 1 with Uplink ports 
2960XR-Flex(config)#switch 2 priority 11 
2960XR-Flex(config)#switch 3 priority 12 
2960XR-Flex(config)#switch 4 priority 13 
2960XR-Flex(config)#switch 5 priority 15 
2960XR-Flex(config)#switch 6 priority 14 
2960XR-Flex(config)#switch 7 priority 10 
2960XR-Flex(config)#switch 8 priority 2 
! Switch 8 with Uplink ports 

2960S-Flex#config terminal 
2960S-Flex(config)#switch 1 priority 1 
! Switch 1 with Uplink ports 
2960S-Flex(config)#switch 2 priority 14 
2960S-Flex(config)#switch 3 priority 15 
2960S-Flex(config)#switch 4 priority 2 
! Switch 4 with Uplink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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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 연결 모범 사례 
일반적으로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및 코어 레이어 시스템에는 슈퍼바이저 모듈에 처리 기능이 중앙 
집중화되고 고속 네트워크 모듈에 포워딩 기능이 중앙 집중화된 모듈식 하드웨어가 사용됩니다. 다각화되고 
분산되며 이중화된 물리적 경로를 사용하여 복원력이 높은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를 구축하는 데 기본 사항은 역할, 
시스템 또는 구축된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각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서 코어로의 물리적 
업링크 연결에는 싱글 또는 듀얼 업링크 레이어 3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일 링크는 최적의 로드 
밸런싱 및 이중화를 제공하지 않은 사각형의 물리적 토폴로지를 구축합니다. 또한 계획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레벨 장애가 발생할 때 네트워크 복구 속도가 느려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범 사례로서, 일반적인 물리적 레이어 네트워크 설계 원칙에 따라 그림 14와 같이 네트워크 계층의 모든 레벨에 
이중화된 풀 메시(full-mesh) 물리적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14.   풀 메시 분산 코어 레이어 연결 모범 사례 

 

Cisco 멀티섀시 레이어 2 EtherChannel 모범 사례 
기존에는 독립형 네트워크 시스템과 ECMP(Equal Cost Multipath)를 사용하여 캠퍼스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로컬에서 단일 개체로 작동하는 이중화된 디바이스 또는 경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설계를 
간소화하는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isco Catalyst 스위칭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VSS, StackWise, FlexStack 
등의 혁신적인 Cisco의 시스템 가상화 기능으로 3개 계층(Tier) 모두에서 재설계 기회가 제공되면서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가상화 기술을 통해 여러 물리적 시스템을 하나의 
크고 통합된 논리적 시스템으로 클러스터링되는 동시에, 분산된 여러 개의 병렬 물리적 경로를 두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포인트-투-포인트 EtherChannel 인터페이스로 바인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리적 모드로 작동하도록 
캠퍼스 디바이스 또는 링크가 구현된 경우에도 풀 메시(full-mesh) 물리적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두 시스템 간에 EtherChannel을 사용한 멀티레이어 또는 캠퍼스 백본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소화: 여러 ECMP 경로를 논리적 EtherChannel로 번들링함으로써 이중화된 프로토콜의 인접성, 라우팅 
데이터베이스 및 포워딩 경로가 감소합니다.  

● 최적화: 컨트롤 플레인 작업 수가 감소하고 CPU/메모리 등의 시스템 리소스 활용도가 최적화됩니다. 레이어 
2에서 레이어 4까지 유연하게 구축하여 로드를 지능적으로 공유하고 번들링된 각 인터페이스 전체에 걸쳐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에 모든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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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성 해소: 네트워크 운영 작업을 간소화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디버깅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및 
트러블슈팅 작업량을 줄입니다.  

● 용량 증대: 멀티레이어 설계에서 번들링된 레이어 2 업링크 전체의 리소스(대역폭, 대기열, 버퍼 등)를 모두 
활용하여 프로토콜로 인한 제한을 없애고 스위칭 용량을 2배로 늘립니다.  

● 복원력 제공: 원활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결정적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링크 
장애와 같은 사소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라우팅 데이터베이스 재계산 및 토폴로지 변경을 
최소화합니다.  

멀티섀시 EtherChannel 모범 사례  
Cisco MEC 기술은 여러 물리적 스위치에 걸쳐 논리적 포인트-투-포인트 EtherChannel을 생성하여 VSS 도메인에 
복원력이 높은 가상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VSS를 사용하여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 MEC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EtherChannel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 외에, MEC의 분산된 포워딩 아키텍처가 네트워크 대역폭 용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기존 EtherChannel 기술과 달리 단일 장애 지점으로 인한 제한을 없애 네트워크 신뢰도를 높입니다.  

● 여러 개의 개별적인 병렬 물리적 경로가 아니라 번들링된 단일 논리적 인터페이스 내에서 네트워크 컨트롤 
플레인, 토폴로지 및 시스템 리소스를 간소화합니다.  

● MEC는 네트워크 확장성에 관계없이 1초 미만의 결정적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복구 성능을 제공합니다.  

● VSS 모드의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에서 MEC 기술은 원격 피어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레이어에서 병렬 경로를 논리적 EtherChannel 또는 MEC로 번들링하도록 캠퍼스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형 캠퍼스 코어 레이어 시스템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논리적으로 바인딩할 수 없는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캠퍼스 네트워크는 하이브리드 EtherChannel 및 ECMP 네트워크 설계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에는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운영을 간소화하는 권장 엔드 투 엔드 EtherChannel/MEC 네트워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5.   멀티섀시 EtherChannel 권장 사항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24/3 페이지 

Cisco Enhanced PAgP 및 LACP 모범 사례 
EtherChannel은 로컬 물리적 포트와 원격 시스템에서 포트별 신호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다양한 파라미터 검사에 
링크 번들링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EtherChannel의 구성원 링크는 Cisco Enhanced PAgP 또는 업계 표준 IEEE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포트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Enhanced PAgP 또는 LACP의 경우 디스트리뷰션 블록 또는 코어 
레이어에 EtherChannel을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16.   Cisco Enhanced PAgP 및 LACP 권장 사항 

 

두 프로토콜은 동일한 링크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Cisco Enhanced PAgP 프로토콜의 경우 듀얼 액티브 
탐지라는 추가적인 솔루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구현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 두 시스템 간의 링크 어그리게이션 파라미터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 어그리게이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로컬 및 원격 EtherChannel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런타임 변경 사항과 장애에 동적으로 대응합니다.  

● EtherChannel 번들에서 단향 링크와 멀티드롭(multidrop) 이더넷 연결을 탐지 및 제거합니다.  

모든 Cisco Catalyst 스위칭 플랫폼은 Cisco Enhanced PAgP 프로토콜과 업계 표준 LAC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표 
16에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른 두 시스템 간의 Cisco Enhanced PAgP 및 LACP 프로토콜 구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표 16. Cisco Catalyst Enhanced PAgP 및 LACP 모범 사례 

권장 프로토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 

Enhanced PAgP Cisco Catalyst 6800 VSS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protocol pagp 
  channel-group <id> desirable 
! 

Cisco Catalyst 4K/3K/2K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protocol pagp 
  channel-group <id> desirable 
! 

IEEE LACP Cisco Catalyst 6800 VSS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protocol lacp 
  channel-group <id> active 
! 

Cisco Catalyst 3750-X Stack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protocol lacp 
  channel-group <id> active 
! 

Cisco Catalyst 6800 VSS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protocol lacp 
  channel-group <id> active 
! 

Cisco Catalyst 2960 Series FlexStack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protocol lacp 
  channel-group <id> a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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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EtherChannel 모범 사례 
현재 대부분의 차세대 Cisco 및 타사 네트워킹 디바이스는 동적 EtherChannel 링크 번들링을 위한 Enhanced PAgP 
또는 IEEE LACP를 지원합니다. 단, Cisco ISRs, Cisco 5508 WLC 등 특정 유형의 시스템은 동적 컨피그레이션 
모드가 아니라 정적 또는 비협상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EtherChannel 기능을 지원합니다. 정적 모드 
EtherChannel은 구성원 링크 구성, 파라미터 및 기능 일관성에 대한 오류 탐지 기능은 제공할 수 없지만, 동적 
EtherChannel로서 로드 밸런싱 및 이중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이러한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버전과 최신 EtherChannel 기능을 점검하여 PAgP 또는 LACP가 
지원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경우 정적 모드 대신 동적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의 양쪽 끝에서 정적 모드 EtherChannel 구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링크 유형, 구성 및 기능이 
EtherChannel의 구성원 링크 전체에 걸쳐 최상의 로드 공유 및 이중화 상태를 일관되게 보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 17. 정적 EtherChannel 모범 사례 

권장 프로토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 원격 EtherChannel 디바이스 

정적 Cisco Catalyst 6800 VSS  

interface range <sw1-id> - <sw2-id> 
  channel-group <id> on 
! 

원격 디바이스 

interface range <id> - <id> 
  channel-group <id> on 
! 원격 디바이스의 정적 EtherChannel 구성은 OS/CLI 지원에 따라 다름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마다 애플리케이션의 수와 그 기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운영, 캠퍼스 보안, 개방형 액세스 기능을 위한 공용 플랫폼으로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경우에 그 차이가 더욱 큽니다. 
모든 가용 네트워크 리소스의 활용도를 최적화하려면 전송 레이어 패킷 검사 및 로드 공유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 
링크의 인텔리전스를 높여야 합니다. 

EtherChannel 및 MEC 인터페이스를 세부 조정하면 여러 로컬 구성원 링크 경로 간의 프로토콜 인식 
이그레스(egress) 포워딩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컴퓨팅 인텔리전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튜닝은 각 트래픽 흐름마다 소스 호스트(레이어 2 - 레이어 4)에서 가져온 여러 레벨의 변수 정보를 사용하여 
이그레스 경로 선택 절차를 최적화합니다.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방식은 Cisco Catalyst 스위칭 및 라우팅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그림 17에는 권장되는 엔드 투 엔드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7.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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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port-channel load-balance vlan-src-dst-mixed-ip-port 

액세스 Cisco Catalyst 4500E 

4500E(config)#port-channel load-balance src-dst-ip 

Cisco Catalyst 3850/3650 

3850(config)#port-channel load-balance src-dst-mixed-ip-port 

Cisco Catalyst 3750-X/3560-X  

3750(config)#port-channel load-balance src-dst-ip 

Cisco Catalyst 2960 S/X/XR 

2960(config)#port-channel load-balance src-dst-ip 

캠퍼스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설계 모범 사례 
멀티레이어 VLAN 네트워크 설계 권장 사항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규모에 관계없이 널리 구축되는 전통적이며 단순한 시나리오입니다. 캠퍼스 
네트워크 에지 인터페이스의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는 다양한 유형의 엔드포인트와 상호 작용하며 인텔리전트 
레이어 1/레이어 2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는 레이어 2 트렁크를 통해 디스트리뷰션 스위치에 
상호 연결되며,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distribution-layer aggregation switch)를 사용해 
인텔리전트 레이어 3 포워딩을 하고 정책 및 액세스 제어를 설정합니다.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를 번들링하는 설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V자 모양의 물리적 
네트워크 설계로 구축해야 하며, 루프 프리 토폴로지(loop-free topology)를 제공하도록 구축해야 합니다.  

● 플랫(Flat):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액세스 유형의 경우 단일 와이어링 클로짓 스위치보다 광범위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설계는 확장된 별 모양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단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해 확장성, 성능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성과 배선이 잘못되어 스패닝 트리 
루프가 발생하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그먼트화(Segmented): 조직의 부서와 기업 업무 부문마다 고유한 VLAN을 제공하여 부서별로 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및 관리 그룹 간의 모든 네트워크 통신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 정의된 라우팅 및 포워딩 정책을 통해 전달됩니다.  

● 하이브리드(Hybrid): 하이브리드 논리적 네트워크 설계는 여러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에 걸쳐 있지 않은 
VLAN 작업 그룹을 세분화하고 특정 VLAN(예: 네트워크 관리 VLAN)이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블록 전체에 
걸쳐 연결되도록 합니다.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설계 방식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플랫 레이어 
2 통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서브넷 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 18에는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의 세 가지 고유한 VLAN 설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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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캠퍼스 멀티레이어 VLAN 네트워크 설계 대안 

 

모범 사례로서, 하이브리드 멀티레이어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블록 설계에서 작은 브로드캐스트 크기로 루프 
프리(loop-free)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제공하고, 디바이스 VLAN과 같이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액세스 
스위치에 걸쳐 있는 VLAN이 제한된 장애 도메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모범 사례 
기존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는 몇 개의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나 지사 네트워크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성능이 높은 어그리게이션 블록을 구축합니다. 각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동적 주소 지정, 최적의 포워딩 테이블 
또는 고가용성 기능을 구성하여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보장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하위 섹션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와 액세스 레이어에 신뢰성이 높은 레이어 2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구축 지침을 제공합니다. 

VLAN Trunking Protocol 권장 사항 
VTP(VLAN Trunking Protocol)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VLAN의 추가, 삭제 및 이름 변경을 관리하는 Cisco 전용 
레이어 2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Cisco의 VTP는 스위칭된 네트워크에서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VTP는 서버, 
클라이언트 및 투명 모드의 세 가지 모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VTP를 투명 모드로 구축하여 VLAN 제어 성능, 보안 및 관리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표 19. Cisco VTP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vtp domain <name> 
6800-VSS(config)#vtp mode transparent 
6800-VSS(config)#vtp version 2 
6800-VSS(config)#vtp password <password> 

액세스 Cisco Catalyst 4K/3K/2K 

4500E(config)#vtp domain <name> 
4500E(config)#vtp mode transparent 
4500E(config)#vtp version 2 
4500E(config)#vtp password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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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Dynamic Trunking Protocol) 권장 사항 
Cisco DTP(Dynamic Trunk Protocol)는 모든 레이어 2 이더넷 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Cisco DTP 
프로토콜은 구성된 캡슐화 유형, 네이티브 VLAN, 하드웨어 기능 등의 IEEE 802.1Q 프레임 전송과 관련한 다른 
파라미터가 트렁크의 양끝 중 하나의 스위치에서 합의되도록 합니다. 또한, Cisco DTP는 포트와 
네이버(neighbor)가 일관된 상태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심각한 보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태그된 
프레임으로 넘쳐나는 논트렁크(nontrunk) 포트로 부터 보호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Cisco는 레이어 2 트렁크 포트의 DTP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스위치, 라우터, 무선 LAN 컨트롤러, 방화벽 등 피어링 디바이스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표 20. Cisco Dynamic Trunking Protocol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range <sw1-id> - <sw2-id> 
6800-VSS(config-if)#switchport 
6800-VSS(config-if)#switchport mode trunk 
6800-VSS(config-if)#default switchport nonegotiate 

액세스 Cisco Catalyst 4K/3K/2K 

4500E(config)#interface range <id> - <id> 
4500E(config-if)#switchport 
4500E(config-if)#switchport mode trunk 
4500E(config-if)#default switchport nonegotiate 

VLAN 트렁크 설계 권장 사항 
일반적인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에서 단일 액세스 스위치는 데이터 VLAN, 음성 VLAN 등 두 가지 이상의 VLAN을 
사용하여 구축됩니다. 디스트리뷰션 및 액세스 디바이스 사이의 레이어 2 네트워크 연결은 트렁크 
인터페이스입니다. 트렁크 전반에 걸쳐 VLAN 간의 논리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VLAN 태그가 추가됩니다. 

협상 모드가 아니라 정적 모드로 802.1Q 트렁크 캡슐화를 구현하여 신속한 링크 연결 성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 VLAN 모범 사례 
포트 채널에서 레이어 2 트렁크를 활성화하면 액세스 레이어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간 모든 액티브 VLAN의 
통신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에서 다른 액세스 스위치로 전달되는 과다 트래픽을 수신하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 2 트렁크 
포트에서는 액티브 VLAN을 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트래픽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된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렁크 포트에서 할당된 VLAN만 허용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표 21. 레이어 2 트렁크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range <sw1-id> - <sw2-id> 
6800-VSS(config-if)#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range> 

액세스 Cisco Catalyst 4K/3K/2K 

4500E(config)#interface range <id> - <id> 
4500E(config-if)#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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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VLAN 모범 사례 
기본적으로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각 레이어 2 트렁크 포트의 네이티브 VLAN은 VLAN 1로 설정되며, VLAN 
데이터베이스에서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네이티브 VLAN은 모든 액세스 스위치 레이어 2 포트에서 
액티브 상태를 유지합니다. 웜, 바이러스, 데이터 도난 같은 몇 가지 보안 위험 요소를 방지하려면 기본 네이티브 
VLAN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VLAN 1에서 시작된 모든 악성 트래픽은 액세스 레이어 네트워크의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VLAN 호핑(VLAN-hopping) 공격을 통해 VLAN 1에 상주하지 않는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액세스 스위치와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간에 레이어 2 트렁크에 사용되지 않는 고유 VLAN ID를 
네이티브 VLAN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 보안 위험 요소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 스위치 
1과 디스트리뷰션 스위치에 VLAN 801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두 스위치의 기본 네이티브 VLAN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때부터는 동일한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블록에서 VLAN 801을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 22. 네이티브 VLAN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range <sw1-id> - <sw2-id> 
6800-VSS(config)#desc Connected to Access SW-1 
6800-VSS(config-if)#switchport trunk native vlan <id-1> 

6800-VSS(config)#interface range <sw1-id> - <sw2-id> 
6800-VSS(config)#desc Connected to Access SW-2 
6800-VSS(config-if)#switchport trunk native vlan <id-2> 

Access(SW1) Cisco Catalyst 4K/3K/2K 및 다른 모든 디바이스 

4500E(config)#interface range <id> - <id> 
4500E(config-if)#switchport trunk native vlan <id-1> 

Access(SW2) Cisco Catalyst 4K/3K/2K 및 다른 모든 디바이스 

3850(config)#interface range <id> - <id> 
3850(config-if)#switchport trunk native vlan <id-2> 

STP(Spanning Tree Protocol) 권장 사항 
STP(Spanning Tree Protocol)는 링크가 이중화된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논리적 루프를 방지하는 레이어 2 프로토콜입니다. 
보더리스 캠퍼스 설계에서는 액세스 레이어와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간에 EtherChannel 또는 MEC(포인트-투-포인트 
논리적 레이어 2 번들) 연결을 사용합니다. 이 연결은 기본적으로 STP 토폴로지와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이 포인트-투-
포인트 네트워크 설계의 경우 STP 작업은 논리적 EtherChannel 포트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할당된 모든 VLAN에 대해 
이 포트가 포워딩 상태로 자동 할당됩니다. STP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발전했습니다.  

● PVST+(Per-VLAN Spanning Tree Plus): 네트워크의 각 액티브 VLAN별로 별도의 802.1D STP를 제공합니다.  

● IEEE 802.1w-rapid PVST+: VLAN별로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802.1w)의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구현하기가 쉽고,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에서 최대 3000개의 논리적 포트를 
지원하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검증되었으며, 네트워크 복원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 IEEE 802.1s MST(Multiple Spanning-Tree): 최대 16개의 RSTP(802.1w)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물리 및 
논리 토폴로지가 동일한 여러 VLAN을 공용 RSTP 인스턴스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설계에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과 각 액세스 레이어 시스템에 Rapid 
PSVT+ S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규모 디스트리뷰션 블록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가 스패닝 
트리 인스턴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체 솔루션으로 IEEE MST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성 요소에서 물리적 
레이어 2 네트워크의 통합 지점을 제공하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은 모든 확장 VLAN 범위에 대해 STP 루트 
스위치로서 정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액세스 레이어의 STP VLAN 우선 순위는 기본값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이 수정된 경우에는 표 23과 같이 기본 우선 순위로 되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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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Cisco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모드 및 루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spanning-tree mode rapid-pvst 
6800-VSS(config)#spanning-tree vlan 1-4094 root primary  

액세스 Cisco Catalyst 4K/3K/2K 

4500E(config)#spanning-tree mode rapid-pvst 
4500E(config)#default spanning-tree vlan 1-4094 root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권장 사항 
레이어 1 기능과 함께 작동하면서 링크의 물리적 상태를 결정하는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는 레이어 2 
프로토콜입니다. 레이어 1에서는 자동 협상을 통해 물리적 신호 처리와 장애 탐지가 처리됩니다. UDLD는 네이버의 
ID를 탐지하고 잘못 연결된 포트를 종료하는 등 자동 협상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동 협상과 
UDLD를 모두 사용할 경우 레이어 1 및 레이어 2 탐지 방식이 함께 작동하여 물리적/논리적 단방향 연결 및 
프로토콜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UDLD 프로토콜은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 물리적 포트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프로토콜 레벨의 모범 사례로서, 다음 권장 사항에 따라 두 시스템 간의 단방향 통신을 구축해야 합니다.  

● 레이어 2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독립형 또는 EtherChannel 기반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액세스 스위치와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간의 트렁크 포트 레벨에서 UDLD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레이어 3 ECMP: 레이어 3 ECMP 기반 캠퍼스 코어 또는 라우팅된 액세스 네트워크 설계에서 두 시스템 간의 
단방향 통신은 물리적 인터페이스별로 작동하므로 UDLD가 아니라 레이어 3 라우팅 프로토콜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 레이어 3 EtherChannel: 권장 EtherChannel 기반 네트워크 설계에서 2개의 레이어 3 시스템 간에 UDLD를 
구현해야 합니다. 레이어 3 구성원 링크에 대해 UDLD를 활성화하면 단방향 포워딩 경로를 탐지하여 
MEC에서 해당 포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UDLD는 시스템 레벨에서 전역적으로 다음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 일반 모드(권장): 양방향 UDLD에 정보가 시간 초과되었다고 표시되면 네트워크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UDLD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고 포트가 STP 
상태에 따라 동작합니다. UDLD 메시지 시간을 기본값으로 유지하여 CPU 사용량이 많을 때의 오탐(false-
positive) 상황, 인터페이스 혼잡 또는 슈퍼바이저 스위치오버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그레시브 모드(Aggressive mode): 양방향 UDLD에 정보가 시간 초과된 것으로 표시되면 UDLD는 
포트의 링크가 작동 상태인 것으로 탐지되는 경우 포트의 상태 재설정을 시도합니다. UDLD 네이버와의 
통신을 재설정하지 못할 경우 포트가 err-disable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거나, 지정된 간격으로 자동 복구되도록 구성된 경우에는 스위치에 의해 자동 복구됩니다.  

표 24. Cisco UDLD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udld enable 
6800-VSS(config)#default udld message 

액세스 Cisco Catalyst 4K/3K/2K 

4500E(config)#udld enable 
4500E(config)#default udld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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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 MAC 주소 테이블 동기화 권장 사항 
Cisco VSS ACTIVE 시스템은 피어링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엔드포인트와 통신하며 완전 분산된 포워딩 아키텍처를 
계속 유지합니다. 추가 구성과 작업자 레벨의 복잡성 없이 MAC 주소 정보가 양쪽 섀시에 걸쳐 전역적으로 
동기화됩니다. 이 MAC 주소 동기화 프로세스를 MAC OOB(out-of-band) 동기화라고 합니다. 이 포워딩 정보는 로컬 
스위칭 결정 프로세스를 위해 라인 카드와 슈퍼바이저 PFC(Policy Feature Card)의 DFC에 동적으로 
프로그래밍됩니다. 기본적으로 MAC 주소 정보는 160초마다 피어 슈퍼바이저 및 DFC 지원 라인 카드 모듈에 
동기화됩니다. 

모범 사례로서, 기본 MAC OOB 타이머 설정인 160초로 유지하고 에이징 타이머를 임계값인 480초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25. Cisco VSS MAC OOB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mac address-table synchronize activity-time 160 

캠퍼스 코어 레이어 네트워크 설계 모범 사례 
코어 업링크 설계 권장 사항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 연결 모범 사례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과 코어 레이어 
시스템 간에 풀 메시 물리적 네트워크 설계를 구축하면 캠퍼스 백본에서 최고 수준의 로드 밸런싱과 복원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계획 또는 무계획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무중단으로 완료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해야 합니다. 엄격한 
고가용성 요건으로 인해 가상화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너무 복잡하게 구성하여 운영 복잡성을 가중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 Cisco IOS Software에 다양한 인텔리전스 레벨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범 사례로서, 동일한 풀 메시 물리적 인터페이스 집합을 코어 및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 간에 설치하여 
용량과 복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 멀티섀시 레이어 3 EtherChannel 모범 사례 
Cisco VSS 시스템은 피어링 디바이스와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대규모 단일 논리적 시스템으로 인식됩니다. 로드 
밸런싱과 이중화를 최적화하려면 동적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디스트리뷰션 및 코어 레이어 
시스템 간에 설치된 각각의 병렬 경로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Cisco Express Forwarding 로드 밸런싱 
해시 알고리즘은 유니캐스트 IPv4 또는 IPv6 패킷의 레이어 3 및 레이어 4 투플을 합산해 고유값을 추가로 
계산함으로써 각 레이어 3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포워딩 결과를 확인합니다. 멀티레이어 환경에서 STP를 
간소화하기 위해 레이어 2 MEC를 적용한 것처럼 레이어 3 MEC로 이 분산 및 핵심 네트워크 설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성능, 복원력이 뛰어나고 고도로 간소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서, 디스트리뷰션 및 코어 
레이어 시스템 간에 레이어 3 MEC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어 3 MEC 설계는 코어 레이어 시스템 설계가 
Cisco Catalyst 6800 Series VSS 모드인지 아니면 기존 독립형 모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림 19에는 코어 
레이어에서 두 가지 시스템 모드의 레이어 3 MEC 설계 권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은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네트워크에 VSS 모드로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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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멀티섀시 레이어 3 EtherChannel 모범 사례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설계 권장 사항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는 밸런싱된 하이브리드 라우팅 프로토콜로, 자동 시스템별로 
네이버 인접성 및 플랫 라우팅 토폴로지를 구축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에 설계 및 구축할 때는 공용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모범 사례를 지원함으로써 EIGRP 성능을 최적화하고 장애 상태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라우팅 인접성과 복원력이 높은 설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 시스템(Autonomous System) 및 네트워크 모범 사례 
모범 사례로서,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및 코어 레이어 네트워크에 EIGRP를 구현하기 전에 다음의 중요 설계 작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EIGRP 자동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인프라는 단일 EIGRP 자동 시스템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영 
작업이 줄고 경로 재분배, 루프 및 기타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방지됩니다. 신뢰성과 
확장성이 높은 라우팅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다중 EIGRP 자동 시스템 및 경로 재분배는 지양해야 합니다. 

● EIGRP 라우터 ID: 네트워크의 각 EIGRP 시스템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고유한 정적 라우터 ID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로컬 루프백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EIGRP 지원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EIGRP 자동 요약: 클래스가 없는 모든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자동 라우트 요약을 수행하지 않고 EIGRP 
시스템에 의해 네이버에 알려집니다. 모범 사례로서, 네트워크에 중복되는 요약 엔트리를 생성하여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 라우트 요약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요약은 
비활성화되며, 이 기본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 26. EIGRP 자동 시스템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eigrp <AS ID> 
6800-VSS(config-router)#eigrp router-id <loopback_ip_address> 
6800-VSS(config-router)#no auto-summary 
6800-VSS(config-router)#eigrp log-neighbor-changes 
6800-VSS(config-router)#network <address> <wildcard_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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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라우팅 모범 사례 
모범 사례로서, 엔드 투 엔드로 EIGRP 라우팅 인접성을 보호하여 네트워크 레벨의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IGRP 도메인을 보호하면 신뢰할 수 있고 관리되는 피어 디바이스가 있는 라우팅 인접지가 보호 및 
제어되고 결정적 순서로 작동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피어의 인접성은 MD5(Message Digest Algorithm 5) 키를 
사용하여 네이버(neighbor)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네이버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부 시스템으로 EIGRP 인접성을 보호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프라 효율성과 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 EIGRP 네이버 제어: 네트워크에서 PC, 무선 LAN 컨트롤러 등 비 EIGRP 디바이스에 연결된 물리적 또는 
논리적 인터페이스에 패시브 모드 구성을 사용하여 EIGRP 네이버 처리를 차단하십시오. 이 모범 사례는 
CPU 사용률을 낮추고,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가 있고 EIGRP 인접성이 보호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 27에는 모든 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블록에 
EIGRP 프로토콜 통신을 설정하는 모범 사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권장 모범 사례는 네트워크의 모든 
EIGRP 레이어 3 시스템에 적용해야 합니다. 

표 27. EIGRP 네이버 제어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eigrp <AS ID> 
6800-VSS(config-router)#passive-interface default 
6800-VSS(config-router)#no passive-interface <L3 Interface ID> 

● 네트워크 보안: LAN/WAN 네트워크의 각 EIGRP 네이버는 네트워크의 각 EIGRP 지원 시스템에서 MD5 인증 
방식을 사용하여 신뢰되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원격 네이버와의 통신에 보안을 설정하기 위해 각 
비패시브 EIGRP 인터페이스에 EIGRP MD5 인접성 인증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장 모범 사례는 
네트워크의 모든 EIGRP 시스템에 적용해야 합니다. 

표 28. EIGRP 네이버 인증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key chain <name> 
6800-VSS(config-router)#key <ID> 
6800-VSS(config-router)#key-string <password>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ip authentication mode eigrp <AS> md5 
6800-VSS(config-if)#ip authentication key-chain eigrp <AS> <key-chain-name> 

네트워크 라우트 요약 모범 사례 
Cisco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이버에 알리기 전에 여러 개별 네트워크와 인접 
네트워크를 단일 요약 네트워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 요약은 네트워크의 각 라우터가 라우팅 토폴로지를 
동기화하도록 하는 개별 네트워크의 장애를 숨김으로써 네트워크 성능, 안정성 및 컨버전스 성능을 개선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손쉬운 확장, 더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및 트러블슈팅을 위해 정형 IP 서브넷 계획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 없는 네트워크를 클래스 있는 고유한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캠퍼스 백본 네트워크에 표시하기 위한 계층으로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가 권장됩니다. 
표 29에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의 레이어 3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는 각 EIGRP에 대한 EIGRP 라우트 요약 
구축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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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EIGRP 라우트 요약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ip summary-address eigrp <AS> <network> <address> 

고가용성 모범 사례 
기존에는 신속하게 네트워크 장애를 탐지하고 토폴로지 변경 사항을 전파하고 네트워크를 재통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복원력에 따라 캠퍼스 네트워크 탄력성이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 설정은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오탐(false positive)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그러나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복구 프로세스가 느려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고급 
파라미터를 세부 조정하여 복구 시간을 단축하려면 네트워크 설계와 프로토콜 레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VSS를 기반으로 캠퍼스 네트워크가 구축된 경우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VSS에는 프로토콜 구성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장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복구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하드웨어 기반 인텔리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IGRP 프로토콜 타이머 
EIGRP는 각 피어와의 라우팅 인접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머의 hello and hold를 지원합니다. 권장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에서 레이어 3 인터페이스는 2개의 EIGRP 네이버 간에 직접 연결되며, 상호 단절된 백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중간 디바이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폴로지의 경우 각 시스템의 장애 탐지 및 복구 기능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로컬 경로 장애를 탐지하고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 다음으로 사전 설치된 경로로의 포워딩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복구 프로세스는 장애 발생 시에 결정적인 1초 미만의 네트워크 통합 시간을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EIGRP hello and hold 타이머를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고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IGRP 
타이머를 과감한 속도로 변경하면 VSS 섀시에서 SSO를 처리하는 동안 시스템 복구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 30. EIGRP hello and hold 타이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default ip hello-interface eigrp <AS> 
6800-VSS(config-if)#default ip hold-time eigrp <AS> 

무중단 포워딩을 위한 EIGRP Graceful Restart 
SSO 이중화 모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NSF(NonStop Forwarding) 기술을 구현하면 네트워크 중단이 캠퍼스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컨트롤 플레인 처리 모듈(슈퍼바이저/라우트 프로세서)이 
재설정되는 기간 동안에도 고가용성이 보장됩니다. 장애 발생 시에는 기반 레이어 3 NSF 지원 프로토콜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재동기화를 수행합니다. 이중화 프로세서 또는 분산 라인 카드 하드웨어에 사전 설정된 포워딩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어 네트워크 패킷을 계속 스위칭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가용성은 MTTR(Mean Time To 
Repair)을 대폭 단축하고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를 늘려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가용성을 실현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VSS 지원 시스템의 경우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NSF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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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IGRP Graceful Restart NSF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eigrp <AS> 
6800-VSS(config-router)#nsf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Routing Protocol) 설계 권장 사항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Routing Protocol)은 이기종 벤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IETF 표준 
링크 상태 및 적응형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광범위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OSPF 네트워크는 EIGRP와 달리, 여러 
영역에 정형 네트워크 경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요약된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텔리전트 포워딩 결정을 위한 OSPF 데이터베이스 계산을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영역 및 네트워크 설계 모범 사례 
OSPF는 라우팅 경계를 단일 코어 백본 영역에 연결되는 비백본 영역으로 분할합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관리를 
간소화하고 네트워크 트래픽과 리소스의 사용률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SPF 프로토콜은 다양한 유형의 
영역을 지원합니다. 이 모범 사례 설명서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에 다음 두 가지 영역 유형을 구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백본 영역: 캠퍼스 코어 레이어는 네트워크 백본의 핵심으로, 모범 사례로서 OSPF 백본 영역을 사용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캠퍼스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시스템은 코어 백본 영역과 액세스 레이어 백본 영역 OSPF 
시스템에 상호 연결되는 ABR(Area Border Router) 역할에 구현해야 합니다. OSPF 라우팅 및 백본 영역을 
연속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텁(Stub)/토털리 스텁(Totally Stub) 영역: 캠퍼스 액세스 레이어 네트워크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시스템에서 전달되는 간결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와 기본 경로를 필요로 
합니다.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엔드 스테이션으로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에 
의해 서비스되는 반면, 그 사이의 레이어 2 스위치는 투명한 전송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와 액세스 레이어 간의 non-OSPF 백본 영역은 스텁 영역 또는 토털리 스텁 영역 모드로 구성해야 
합니다. 비백본 영역만 스텁 또는 토털리 스텁 영역 모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OSPF는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및 설계 유형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몇 가지 네트워크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는 OSPF 프로토콜의 기본 네트워크 유형은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이더넷은 여러 OSPF 네이버를 단일 레이어 2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는 멀티액세스 
네트워크입니다.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 모범 사례로서, 각 OSPF 시스템은 로컬 루프백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기준으로 라우터 ID를 
정적으로 할당하여 라우팅 도메인에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2개의 레이어 3 OSPF 시스템은 서로 직접 
상호 연결되어 직접 포인트-투-포인트 통신을 구성합니다. Cisco IOS Software를 실행하는 시스템과 모든 지원 
피어링 디바이스에서는 기본 OSPF 네트워크 유형을 브로드캐스트에서 포인트-투-포인트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OSPF 포인트-투-포인트 네트워크는 DR/BDR 처리를 없애고 모든 OSPF 지원 시스템 간의 라우팅 
복잡성을 줄여 인접성을 최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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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OSPF 영역 및 네트워크 설계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router-id <Loopback_IP_Address> 
6800-VSS(config-router)#network <core_network> <wildcard_mask> area 0 
6800-VSS(config-router)#network <loopback_network> <wildcard_mask> area 0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network <access_network> <wildcard_mask> area <non-backbone-area-id> 
6800-VSS(config-router)#area <non-backbone-area-id> stub no-summary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ip ospf network point-to-point 

보안 라우팅 모범 사례 
EIGRP 라우팅 설계 권장 사항 섹션의 보안 라우팅 모범 사례 하위 섹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OSPF 라우팅 
인접성을 엔드 투 엔드로 보호하여 네트워크 레벨의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OSPF 도메인이 보호되면 
신뢰할 수 있고 관리되는 피어 디바이스가 있는 라우팅 네이버가 보호 및 제어되고 결정적 순서로 작동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피어의 인접성은 MD5 키를 사용하여 네이버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네이버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 및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부 시스템으로 OSPF 인접성을 보호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프라 
효율성과 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 OSPF 네이버 제어: 네트워크에서 PC, 무선 LAN 컨트롤러 등 비 EIGRP 디바이스에 연결된 물리적 또는 논리적 
인터페이스에 패시브 모드 구성을 사용하여 OSPF 네이버 처리를 차단하십시오. 이 모범 사례는 CPU 사용률을 
낮추고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로 OSPF 인접성이 보호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 
32에는 모든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블록과 신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OSPF 프로토콜 통신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권장 모범 사례는 네트워크의 모든 OSPF 레이어 3 시스템에 적용해야 합니다. 

표 33. OSPF 네이버 제어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passive-interface default 
6800-VSS(config-router)#no passive-interface <L3 Interface ID> 

● 네트워크 보안: LAN/WAN 네트워크의 각 OSPF 네이버는 네트워크의 각 OSPF 지원 시스템에서 MD5 인증 
방식을 구현하고 검증하여 신뢰되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원격 네이버와의 통신에 보안을 설정하기 
위해 구현된 모든 OSPF 영역에 OSPF MD5 인접성 인증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장 모범 사례는 
네트워크의 모든 OSPF 레이어 3 시스템에 적용해야 합니다. 

표 34. OSPF 네이버 인증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area 0 authentication message-digest 
6800-VSS(config-router)#area <non-backbone-area-id> authentication message-digest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ip ospf message-digest-key <key>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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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라우트 요약 모범 사례 
모범 사례로서, OSPF 백본 및 통합된 여러 백본을 연결하는 ABR에서 OSPF 라우트 요약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BR 라우터는 캠퍼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입니다. 라우트 요약의 주된 이점은 OSPF 백본 영역에 
알리기 전에 여러 개별 네트워크와 인접 네트워크를 단일 요약 네트워크로 요약한다는 점입니다. 라우트 요약은 
네트워크의 각 라우터가 라우팅 토폴로지를 동기화하도록 하는 개별 네트워크의 장애를 숨김으로써 네트워크 성능, 
안정성 및 컨버전스 성능을 개선합니다. 

표 35. OSPF 라우트 요약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area <non-backbone-area> range <network> <mask> 

고가용성 모범 사례 
NSF의 OSPF Graceful Restart 
Cisco IOS Software 기반 시스템의 OSPF NSF 기능과 헬퍼 기능은 NSF 시스템에서 SSO 스위치오버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OSPF 인접성 및 동적으로 학습한 경로가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기본적으로 Cisco IOS Software를 
실행하는 모든 OSPF 시스템에는 NSF 헬퍼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OSPF 그레이스플 리스타트(Graceful 
Restart) 복구 프로세스를 위해 모든 VSS 또는 듀얼 슈퍼바이저 OSPF 시스템은 OSPF 라우팅 프로세스에서 NSF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NSF 신호 처리는 Cisco 전용 모드와 IETF 표준 기반 모드의 두 가지 모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Cisco VSS 시스템에서 Cisco IOS Software를 실행하는 피어 시스템과 OSPF를 페어링하는 경우 "nsf cisco" 또는 
"nsf"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어 시스템이 Cisco NSF를 지원하지 않지만 IETF NSF는 지원하는 경우 
피어링 IETF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상 복구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nsf 
ietf"를 구성해야 합니다. 

표 36. NSF의 OSPF Graceful Restart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 원격 OSPF 시스템이 Cisco 디바이스인 경우 "nsf cisco" 구성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nsf cisco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 원격 OSPF 시스템이 Cisco 이외의 디바이스이고 IETF NSF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nsf ietf" 구성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nsf ietf 

OSPF Autocost 및 정적 인터페이스 코스트 
OSPF 인터페이스의 메트릭을 기준으로 대상에 대한 메트릭 또는 코스트가 더 낮은 경로가 최적의 포워딩 경로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Cisco IOS Software를 실행하는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OSPF 인터페이스의 메트릭 
또는 코스트는 고정 수식(108/대역폭[bps])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0Gbps 링크의 OSPF 
코스트는 1로 계산됩니다. 레이어 3 EtherChannel/MEC 기반 네트워크 설계에서 여러 10Gbps 또는 40Gbps 링크를 
하나의 논리적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로 번들링하면 총 대역폭이 동적으로 증가합니다. 단, 전체 시스템에 걸쳐 
전역적으로 사용되는 고정 및 정적 오토코스트(Autocost) reference 대역폭 수식 때문에 OSPF 코스트는 1로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Cisco IOS Software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값과 다른 값을 생성하도록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기본 OSPF 코스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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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로서, 글로벌 라우팅 프로세스 레벨과 포트별 레벨에서 오토코스트 reference 대역폭을 기본값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기본 1G 코스트는 조정되거나 OSPF 토폴로지가 데이터베이스를 재계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 전파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의 포워딩 경로가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표 37. OSPF Autocost 및 정적 인터페이스 코스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default auto-cost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default ip ospf cost 

OSPF 프로토콜 타이머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OSPF는 네트워크에서 장애 탐지, 전파 및 복구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 및 
데이터베이스 타이머를 지원합니다. 기본값은 OSPF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에서든 시스템 또는 인터페이스 레벨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레이스플 리스타트하여 OSPF 라우팅 도메인을 안정화하고 오탐(false positive) 
상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4번의 간격 또는 40초의 데드 타임 이내에 hello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면 OSPF 라우터는 
10초마다 hello 패킷을 전송하고 OSPF 인접성을 종료합니다. 이 최적화된 모범 사례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Cisco 
VSS 및 피어링 디바이스를 실행하는 모든 OSPF 지원 플랫폼에서 기본 OSPF hello and hold 타이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그레시브 hello 처리 타이머와 데드 타임을 구현하면 VSS 시스템 또는 듀얼 슈퍼바이저 독립형 
시스템과 같은 이중화된 캠퍼스 레이어 시스템에서 정상 복구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 38. OSPF 프로토콜 타이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default ip ospf hello-interval 
6800-VSS(config-if)#default ip ospf dead-interval 

Cisco VSS와 마찬가지로 로컬 장애 탐지 및 복구 프로세스가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OSPF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Cisco VSS는 기본 
OSPF 값을 사용하여 1초 미만의 결정적 컨버전스를 제공하므로 고급 OSPF 데이터베이스 기능 또는 파라미터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표 39. OSPF 데이터베이스 타이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router ospf <ID> 
6800-VSS(config-router)#default timers lsa arrival 
6800-VSS(config-router)#default timers throttle lsa 
6800-VSS(config-router)#default timers throttle 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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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권장 사항 
유니캐스트 통신은 일대일 포워딩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신 주소 조회를 수행하고. 포워딩 테이블을 
검색하여 이그레스(egress) 경로를 결정하고 트래픽을 스위칭하기 위한 라우팅 및 스위칭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유니캐스트 라우팅 및 스위칭 기술에서는 동일한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사용자에게 복제해야 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IP 멀티캐스트는 소스 또는 수신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여 
여러 수신자에게 소스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데이터 복제는 포워딩 테이블을 동적으로 
구축하는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지원 시스템에서 수행됩니다.  

PIM Sparse Mode 모범 사례 
네트워크에서 엔드 투 엔드 동적 멀티캐스트 작업을 지원하려면 멀티캐스트 수신자와 소스 사이의 각 중간 시스템이 
멀티캐스트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멀티캐스트는 유니캐스트 라우팅 및 스위칭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포워딩 
테이블을 개발합니다. 멀티캐스트에서 통신을 지원하려면 특정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과 동적 그룹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설계는 소스의 서브넷과 멀티캐스트 그룹의 구성이 포함된 각 서브넷 간에 고유 포워딩 경로를 
지정하는 패킷 분산 트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산 트리 구성에서 가장 주된 목표는 패킷마다 1개의 
복제본만 트리의 각 브랜치에 포워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PIM 프로토콜은 두 가지 멀티캐스트 분산 트리 유형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다음 2개 모드로 분할됩니다.  

● Dense Mode: 네트워크에 있는 대부분의 라우터가 각 멀티캐스트 그룹에 대한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분산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예: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호스트가 각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함). Dense 
Mode의 PIM은 처음에는 전체 네트워크를 플러딩한 다음 수신자 없이 적은 수의 경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분산 트리를 구축합니다.  

● SM(Sparse Mode): 네트워크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라우터가 각 멀티캐스트에 관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룹에 속한 호스트는 WAN을 통한 대부분의 멀티캐스트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분산됩니다. 따라서 
PIM-SM은 빈 분산 트리로 시작하여 분산에 참여하기 위한 명시적인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요청의 결과로서만 브랜치를 추가합니다. 

PIM 모드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멀티캐스트 분산 트리를 구축하는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선택됩니다. 통합 액세스 캠퍼스 네트워크 인프라의 일대다 멀티캐스트 통신에 대한 멀티캐스트 확장 요인과 중앙 
집중식 소스 구축 설계에 따라, 정적 PIM-SM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캐스트 분산 트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지능적이기 때문입니다. 

표 40. IP 멀티캐스트 PIM 정적 Rendezvous 포인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p multicast-routing 
6800-VSS(config)#ip pim rp-address <RP_IP_Address> 

6800-VSS(config)#interface loopback <ID> 
6800-VSS(config-if)#ip pim sparse-mode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ip pim sparse-mode 

6800-VSS(config)#interface VLAN <ID> 
6800-VSS(config-if)#ip pim sparse-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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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멀티캐스트 모범 사례 
모범 사례로서,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에 IP 멀티캐스트를 설계하고 구축할 때에는 안전한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관리자가 다음 두 가지 주요 보안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 비인가(Rogue) 멀티캐스트 소스: PIM-SM 네트워크에서 원치 않는 트래픽 소스가 pim accept-register 
구성을 통해 제어될 수 있습니다. 소스 트래픽이 첫 번째 홉 라우터에 도달하면 첫 번째 홉 라우터(DR)는 
(S, G) 상태를 생성하고 rendezvous 포인트에 PIM 소스 레지스터 메시지를 보냅니다. rendezvous 
포인트에 구성된 accept-register 필터 목록에 소스가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rendezvous 포인트에서 
레지스터를 거로드고 즉각적인 레지스터 중지 메시지를 DR에 보냅니다. 이 소스 필터링 방식은 
rendezvous 포인트에 대한 pim accept-register 명령을 사용하더라도 소스의 첫 번째 홉 라우터에 여전히 
PIM-SM (S, G) 상태가 생성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래픽이 소스에 대해 로컬이고 소스와 
rendezvous 포인트 사이에 위치한 수신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im accept-register 명령은 
rendezvous 포인트의 컨트롤 플레인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조 레지스터 메시지로 rendezvous 포인트에 
과로드를 일으켜 DoS(denial-of-service) 상태를 유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간단한 ACL(access-control list)을 rendezvous 포인트에 적용하여 accept-register 구성과 
결합된 소스 주소만 필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rendezvous 포인트에 확장된 ACL을 사용하여 소스 및 그룹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표 41. IP PIM 비인가 멀티캐스트 소스 보안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코어 또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PIM 
rendezvous 포인트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p access-list extended <ACL_NAME> 
6800-VSS(config-ext-nacl)#permit ip <MCAST_SRC_IP_Subnet> <wildcard_mask> <MCAST_GRP_Address> 
<wildcard_mask> 
6800-VSS(config-ext-nacl)#deny ip any any 

6800-VSS(config)#ip pim accept-register list <ACL_NAME> 

● 비인가 PIM rendezvous 포인트: 멀티캐스트 소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라우터든 잘못 구성되거나 
악의적으로 스스로를 네트워크의 유효한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가 있는 멀티캐스트 rendezvous 포인트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정적 rendezvous 포인트 구성에서는 멀티캐스트 소스에 정적 rendezvous 포인트를 
사용하고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다른 모든 자동 rendezvous 포인트 또는 BSR(Bootstrap Router) 
멀티캐스트 라우터 알림을 재지정하도록 네트워크의 각 PIM 지원 라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캠퍼스 네트워크의 각 PIM 지원 시스템은 정적 rendezvous 포인트에서 전달되는 PIM 알림만 
수락하고 네트워크의 다른 관리되지 않는 rendezvous 포인트에서 전달되는 동적 멀티캐스트 그룹 알림은 
무시해야 합니다. 

표 42. IP PIM 비인가 Rendezvous 포인트 보안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모든 레이어 3 시스템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p access-list standard <ACL_NAME> 
6800-VSS(config-std-nacl)#permit 224.0.1.39 
6800-VSS(config-std-nacl)#permit 224.0.1.40 
6800-VSS(config-std-nacl)#deny any 

6800-VSS(config)#ip pim rp-address <RP_IP_Address> <ACL_NAME> over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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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모범 사례 
VSS 모드 또는 듀얼 슈퍼바이저 모드로 구축된 Cisco Catalyst 6800 Series 시스템은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과 동일한 SSO 기술을 사용하여 스테이트풀 IP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이중화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IP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상태 시스템과 분산 포워딩 엔트리 정보는 보조 슈퍼바이저 모듈과 무중단으로 동기화되어 
계획 또는 무계획 네트워크 중단 시에 멀티캐스트 플로우를 정상적으로 스위치오버합니다. 특정 네트워크 설계 및 
토폴로지의 경우 신속한 장애 탐지를 위해 PIM 네이버 인접성 및 라우팅 타이머를 조정하고 멀티캐스트 포워딩 
테이블을 재구축하는 복구 프로세스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SS 지원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장애 탐지 및 
복구 프로세스는 모든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SSO를 실행하는 동안의 IP 멀티캐스트 라우팅 타이머와 네이버 query 타이머를 기본값으로 
유지하여 슈퍼바이저 스위치오버 시에 VS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슈퍼바이저에 
대해 복구 프로세스가 실행되지만, 마지막으로 알려진 정상적인 포워딩 엔트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데이터가 계속 스위칭됩니다. 기본값을 어그레시브 레벨로 수정하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서 
오탐(false positive)이 발생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 43. IP PIM 타이머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default ip multicast redundancy routeflush maxtime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ID> 
6800-VSS(config-if)#default ip pim query-interval 

대규모 IP 멀티캐스트 환경의 포트에서 다른 VLAN 인터페이스로 대량의 멀티캐스트 그룹 트래픽이 전송되면 
고유한 이그레스 OIL(outgoing-interface list) 때문에 큰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포트가 구성된 EtherChannel에 참가하거나 EtherChannel에서 제거되더라도 IP PIM 멀티캐스트 포워딩 
토폴로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 재라우팅 결정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며, VSS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음 대체 포워딩 경로를 포트 채널로 가져오기 위해 새 포워딩 규칙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 재계산 
작업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컨버전스가 몇 초 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IP 멀티캐스트 캠퍼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의 멀티캐스트 복구 프로세스를 세부 조정하여 규모에 관계없는 결정적 
멀티캐스트 지원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복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44. IP 멀티캐스트 포워딩 빠른 리디렉션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Port-Channel <ID> 
6800-VSS(config-if)#platform multicast forwarding fast-redirect 

일반 라우팅 권장 사항 
ECMP(Equal Cost Multipath) 라우팅 모범 사례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는 다양한 IP 라우팅 설계로 구축됩니다. 캠퍼스 코어 레이어에 Cisco VSS 기술을 
구축한 경우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의 VSS를 백본의 단일 레이어 3 MEC와 결합해야 합니다. Cisco VSS의 
아키텍처는 네트워크 운영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막대한 
이점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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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우에 따라 Cisco VSS 기술을 캠퍼스 코어에 구축할 수 없으면 라우팅 인프라 설계가 변경됩니다. 물리적으로 
기존의 독립적인 컨트롤 플레인과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2개의 독립형 코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가 VSS에서 각 업스트림 독립형 코어 시스템으로의 다각화된 
파이버 연결을 사용하여 2개의 개별 레이어 3 MEC EtherChannel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설계는 
ECMP 라우팅 설계를 생성하며, 각 레이어 3 MEC에서의 이그레스(egress) 데이터 포워딩 결정이 Cisco Express 
Forwarding 로드 밸런싱과 MEC 로드 밸런싱이라는 이중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CMP 기반 레이어 3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로서, Cisco Express Forwarding 로드 밸런싱을 세부 조정하여 2개의 
업스트림 레이어 3 MEC 인터페이스 간에 이루어지는 최적의 포워딩 결정 프로세스의 첫 단계를 계산하고 
산출하도록 레이어 3 및 레이어 4 투플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레이어 3 MEC 로드 밸런싱의 모범 
사례는 멀티섀시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표 45. ECMP Cisco Express Forwarding 로드 밸런싱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Distribution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platform ip cef load-sharing full 

유니캐스트 IP 경로 엔트리 비우기 모범 사례 
기존에는 ECMP 기반 라우팅 설계에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경로 엔트리 설치 및 비우기 기능이 Cisco IOS 
Software 운영 체제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특정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더 빠른 컨버전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기본 동작은 라우팅 데이터베이스에서 RIB(routing information base)와 FIB(forwarding information 
base)에 차례로 다음의 최적 경로를 설치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컨버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최근의 Cisco IOS Software 릴리스에서는 기본 동작이 수정되었습니다.  

레이어 3 물리적 인터페이스 또는 전체 MEC 인터페이스가 다운되면 이제 동적 경로 엔트리 제거 프로세스가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으로 실행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LSDB(Link-State Database)가 계산하고 토폴로지 변경 사항을 
OSPF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OSPF LSA(Link-State Advertisement)/SPF(Shortest 
Path First) 타이머를 세부 조정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유니캐스트 데이터 플레인 네트워크 복구 시간은 네트워크의 
모든 시스템에서 라우팅 프로세스에 적용된 고급 OSPF 튜닝에 크게 좌우됩니다. 

앞서 권장했듯이,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가 물리적으로 풀 메시이고 Cisco VSS 및 MEC 기술을 
사용하여 로컬로 가상화된 컨트롤 및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포함할 경우 포워딩 및 재라우팅 결정 프로세스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사례로서, 간단한 구성과 복원력이 높은 기본 Cisco VSS 기술을 
사용하여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고급 세부 조정 없이 1초 미만의 결정적 컨버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모든 레이어 3 ECMP 네트워크에 다음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기존 Cisco IOS Software 기반 경로 설치 및 비우기 동작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표 46. 유니캐스트 IP 경로 엔트리 비우기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모든 ECMP 라우팅 시스템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no ip routing protocol purge-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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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벤트 댐프닝 
부실한 신호 처리 또는 느슨한 연결로 인해 불안정해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은 연속 포트 플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계를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에 요약한다는 모범 사례 지침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단일 인터페이스 플랩이 전체 캠퍼스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가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우트 요약은 장애가 발생한 도메인을 격리하고 로컬 네트워크 장애를 도메인 내부로 국한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IP 이벤트 댐프닝을 사용하여 모든 레이어 3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포트 플랩이 발생한 동안 로컬 네트워크 도메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IP 이벤트 댐프닝에는 BGP(Border Gateway Protocol) 댐프닝과 동일한 기본 원칙이 
사용됩니다. 레이어 3 인터페이스가 플랩할 때마다 IP 댐프닝 기능을 통해 플랩 이벤트가 추적 및 기록됩니다. 다중 
플랩 시에는 논리적 패널티가 포트에 할당되어 포트가 안정화될 때까지 IP 라우팅으로의 링크 상태 알림이 일시 
중지됩니다.  

모범 사례로서, 표 47과 같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레이어 3 포트의 IP 이벤트 댐프닝을 튜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47. IP 이벤트 댐프닝 모범 사례 

네트워크 레이어 Cisco Catalyst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Port-Channel <id> 
6800-VSS(config-if)no switchport 
6800-VSS(config-if)dampening 

코어 Cisco Catalyst 6800 VSS 

6800-VSS(config)#interface Port-Channel <id> 
6800-VSS(config-if)no switchport 
6800-VSS(config-if)dampening 

요약 
Cisco Unified Access 덕분에 가능하게 된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워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원활하고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제공하여 장소, 사용하는 디바이스, 대상 리소스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사용자든 
연결하는 Cisco의 차세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통합 환경은 글로벌 워크스페이스의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된 강력하고 복원력이 높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Cisco가 지원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은 이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모빌리티, 보안, 미디어 인식, 위치 및 Cisco EnergyWise®와 
같은 보더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에지에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설계를 
구축하면 모빌리티가 제공되고 협업 및 전반적인 인프라 백본이 보호되며, 일관되고 가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사용자 
경험을 위한 네트워크 차원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Cisco Unified Access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여 고객 만족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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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보더리스 캠퍼스 설계 가이드 
http://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Campus/Borderless_Campus_Network_1-
0/Borderless_Campus_1-0_Design_Guide.pdf 

Cisco VSS 설계 가이드 
http://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Campus/VSS30dg/campusVSS_DG.pdf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QoS(Quality of Service) 
http://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WAN_and_MAN/QoS_SRND/QoS-SRND-Book.pdf 

보안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security/index.html 

캠퍼스 LAN Cisco Validated Design 
http://www.cisco.com/c/dam/en/us/td/docs/solutions/CVD/Aug2014/CVD-CampusWiredLANDesignGuide-
AUG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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