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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Cisco ISR 4000 Serie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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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SR 4000 Series에서 Cisco Umbrella Branch 기능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Cisco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 Security K9 라이센스 
● ROM 모니터(ROMMON) 버전 16.2(1r) 이상: ROMMON 버전을 릴리스 16.2(1r)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 -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IOS XE Denali 16.3 이상 
● Cisco ISR 4000 Series에 구성된 기본 DNS 서버 게이트웨이: DNS 트래픽이 Cisco 

ISR 4000 Series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 Cisco ISR 4000 Series에 구성된 네임 서버(ip name-server x.x.x.x) 및 도메인 
조회(ip domain-lookup): FQDN을 성공적으로 확인하고 Cisco Umbrella Branch 
포털에 태그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 Cisco Umbrella Branch 등록을 위한 인증 기관(CA): Cisco ISR 4000 Series로 
인증서를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장치의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다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고객 이름 
• Cisco ISR 4000 Series 모델명 
• Cisco ISR 4000 Series의 지리적 위치 
• 시스코 서비스 제공 관리 담당자(지정된 경우)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SKU 설명 

UMB-BRAN-4321 Cisco ISR 4321용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UMB-BRAN-4331 Cisco ISR 4331용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UMB-BRAN-4351 Cisco ISR 4351용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UMB-BRAN-4431 Cisco ISR 4431용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UMB-BRAN-4451 Cisco ISR 4451용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UMB-BRAN-4321 Cisco ISR 4321용 Umbrella Branch 라이센스 

 

 
이 가이드는 Cisco Umbrella 대시보드에 네트워크 장치로 등록하고 장치 ID와 태그를 
기반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Cisco ISR 4000 Series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록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ISR을 Umbrella 대시보드에 인증하려면 Umbrella 
대시보드에서 API 토큰을 가져와 ISR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치의 명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고 아래 단계에 따라 ISR을 구성하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ISR이 해당 Umbrella 대시보드에 장치로 등록되고 ISR 또는 
추가 태그에 대해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ISR에서 Umbrella Branch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API 토큰 얻기 
● CA 가져오기 및 API 토큰 추가 
● Umbrella Branch 태그 등록 

 

 API 토큰 얻기 
Umbrella 대시보드에서 네트워크 장치 API 토큰을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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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mbrella Branch 구성 1 사전 조건 

 [Identities(ID)]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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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가져오기 및 API 토큰 추가 
Umbrella 서버에 장치를 등록하기 위한 통신에는 HTTPS가 이용됩니다. 이를 위해 
ISR에 루트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ISR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터미널 구성 모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SR에 API 토큰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샘플 구성입니다. 

 

2-2  [Network Devices 
(네트워크 장치)]를 
클릭합니다. 

 
 
 
 
 
 
 

 [GET MY API TOKEN(내 
API 토큰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파일 아이콘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API 
토큰을 클립보드나 텍스트 
파일에 복사합니다. 

 configure terminal (conf t) 
명령을 입력합니다. 

 crypto pki trustpool 
import 명령을 입력합니다. 

시스코에서 직접 인증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PEM 가져오기가 
성공적인지 확인합니다. 

인증서를 가져온 후에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API TOKEN> 변수를 
해당 토큰과 대체합니다(2-
1( )단계에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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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Branch 태그 등록 
태그는 본질적으로 ISR 뒤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로, Umbrella 대시보드에 자체 장치 
ID가 주어지고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VLAN 또는 실제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동일한 API 토큰을 사용하므로 새로 태그가 추가된 인터페이스를 
등록할 때 최소한의 추가 구성만 필요합니다. 태그는 고유하지 않지만 모델 + MAC 
주소 + 태그의 조합은 조직 내에서 고유합니다. 

Umbrella Branch 태그를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SR을 패스스루 서버로 구성 
선택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우회할 트래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R에서 
이러한 도메인을 정규식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ISR에서 가로챈 DNS 쿼리가 
구성된 정규식 중 하나와 일치하면 Umbrella Branch 클라우드로 리디렉션하지 않고 
쿼리가 지정된 DNS 서버로 우회됩니다. 

이 샘플 구성은 원하는 도메인 이름과 정규식을 사용하여 regex parameter-map을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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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FQDN을 성공적으로 확인하려면 ISR에 네임 서버(ip name-server x.x.x.x)와 도메인 조회(ip domain-
lookup)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모 

Cisco ISR 4000 Series의 경우, 호스트 이름과 OpenDNS 
태그의 길이는 49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OpenDNS In 명령을 구성하기 전에 OpenDNS Out 명령을 구성하십시오. 포트 443이 열린 상태이고 
트래픽이 기존 방화벽을 통과하도록 허용되는 경우에만 등록에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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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인터페이스에서 
OpenDNS Out을 
구성합니다. 

 LAN 인터페이스에서 
OpenDNS In을 
구성합니다. 

opendns in mydevice_tag 명령을 
사용하여 태그와 함께 
OpenDNS In을 구성한 후 ISR은 
이 태그를 Umbrella Branch 
포털에 등록하고 
api.opendns.com을 확인하여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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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Branch 구성 확인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Umbrella Branch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ter# show opendns config 

 

출력 샘플: 

 
 
Device# show opendns deviceid 
 

출력 샘플: 

 

Device# show opendns dnscrypt 
 

출력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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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mbrella Branch 기능은 Cisco IOS XE Denali 16.3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IOS XE 이미지를 해당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OS XE 이미지를 Denali 16.3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IOS XE 이미지를 3.16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 ROM 모니터(ROMMON) 이미지를 16.2(1r) 이상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Cisco.com에서 각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tftp, scp 또는 usb 키를 사용하여 
플래시에 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IOS XE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는 ROMMON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장치를 재부팅 하십시오. show platform 명령을 실행하여 ROMMON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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