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alyst 9300/9400 스위치와
DNA Advantage 및 Premier 라이선스

Catalyst 9000 Switches
ThousandEyes 퀵스타트 가이드

현재 여러분께서 Catalyst 9300/9400 스위치와 DNA Advantage 또는 Premier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이용해 사내망과 인터넷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ThousandEye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절차를 완료하시고 지금 바로 ThousandEyes의 강력한 기능을 체험해 보세요.

Step 1. ThousandEyes 크레딧을 활성화하세요. 

시스코 Smart Software Manager 사이트에서 부여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 권한을 요청하면

잠시 후 ThousandEyes 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크레딧 활성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Step 2. Catalyst 9300/9400 IOS 를 업데이트하세요. 

ThousandEyes 에이전트를 탑재하기 위해 Catalyst 9300은 17.3.3 이상, Catalyst 9400은

17.5.1 이상의 IOS 버전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후, 스위치에 충분한 여유 메모리(500M 이상)와

플래시 공간(4GB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Step 3. ThousandEyes 에이전트를 스위치에 설치하세요.

ThousandEyes 포털에서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자동 설정 템플릿을

이용하여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Step 4. ThousandEyes 에이전트가 인터넷에 연결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ThousandEyes를 이용하여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DNS로 접속이 가능해야

하고(TCP&UDP 53), NTP 서버 접속(UCP 123)과 ThousandEyes 플랫폼과의 연결(TCP 443)이

가능해야 합니다.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연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해 주세요.

Step 5. ThousandEyes 에이전트를 이용해 테스트를 수행해봅니다.

하나의 DNA Advantage 또는 Premium 라이선스에는 한 가지의 네트워크 테스트 또는 웹 테스트를 매

5분마다 수행할 수 있는 크레딧(22 유닛)을 제공하며, 라이선스 보유 수량에 따라 최대 11만 개의 유닛을

매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여기를 클릭하여 첫 번째 테스트를 수행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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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가요?
ThousandEyes의 대시보드, 리포트, 테스트, API 스크립팅, 경보 기능 또는 추가적인 크레딧(유닛) 구매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시스코 파트너 또는 시스코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thousandeyes.com/product-documentation/global-vantage-points/enterprise-agents/configuring/firewall-configuration-for-enterprise-agents


Step 1. ThousandEyes 크레딧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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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co Software Central에서 Smart Software Manager를 선택합니다.

(2) 사용 권한을 신청할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Cisco ThousandEyes Demo

회사의 가상 어카운트(Virtual 

Account)를 선택합니다.

thousand 키워드로라이선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lick!

(3) 사용할 라이선스의 수량을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Cisco ThousandEyes Demo

(4) 잠시 후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자 확인 및

초기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ThousandEyes 

포털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

https://software.cisco.com/


Agent가 사용할 DNS IP를

입력합니다.

Agent가 사용할

Gateway IP를 입력합니다.

(1) ThousandEyes 포털에서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하고 스위치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2) 템플릿 생성을 위한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Agent가 위치할

VLAN을 입력합니다.

Agent에게 할당할 IP와

Netmask를 입력합니다.

Agent Name을

정해줍니다.

(3) 자동 설정 템플릿 생성 : 자동으로 생성된 템플릿을 참고하여 스위치에 configuration을 적용합니다.

Agent에게 할당할 호스트명을

입력합니다.(선택)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스위치의

플래시에 저장합니다.

(4) 잠시 후 ThousandEyes 포털에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ThousandEyes 에이전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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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경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 단계에서플래시에 복사한 파일의 경로로 수정합니다.

예) flash:thousandeyes-enterprise-agent-4.0.2.cisco.tar

◁첫 페이지로 이동

https://app.thousandeyes.com/login


Step 5. ThousandEyes 에이전트를이용한 웹 테스트

(1) www.cisco.com 사이트를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수행해 봅니다.

Cisco.com Test

앞에서 생성한 에이전트의

Agent Name을 선택합니다.

(2) 테스트 결과를 확인합니다.

(3)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여 14일 이상 장기간 결과를 모니터링해봅니다.

테스트 결과는 기본적으로 14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를 공유(Sharing)하면

영구히 보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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