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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DNA Center 3 노드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 지원되
는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기사를 읽고 3노드 Cisco DNA Center 클러스터 및 고가용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십시
오.

Cisco DNA Center 설치 가이드 - 이 설명서에서는 3노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
명합니다.

Cisco DNA Center 1.2.x 관리자 설명서

Cisco DNA Center 1.2.10 관리자 가이드

설명

Cisco DNA Center 1.2.8 버전부터 Base Automation 및 SD-Access Automation에 대해 3노드 고가
용성 클러스터가 지원됩니다.1.2.8/1.2.10에서 고가용성은 보증 베타 릴리스에 있습니다.

Cisco DNA Center의 고가용성(HA)은 노드 또는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링크가 다운될 때 더 우수한
복원력을 제공하고 다운타임을 줄입니다.장애가 발생하면 이 프레임워크는 네트워크를 이전 운영
상태로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Cisco DNA Center는 주의가 필요한 문제
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언제든지 Cisco DNA Center의 HA 프레임워크에서 클러스터 노드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을 확인
하고 다른 노드와 이 변경 사항을 동기화합니다.지원되는 동기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ent/en/us/td/docs/clou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dna-center/1-2-8/install/b_dnac_install_128_M5/b_dnac_install_128M5_chapter_011.html
/content/en/us/td/docs/clou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dna-center/1-2/admin/b_dnac_admin_guide_1_2/b_dnac_admin_guide_1_2_chapter_0110.html
/content/en/us/td/docs/clou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dna-center/1-2-10/admin/guide/b_dnac_admin_guide_1_2_10/b_dnac_admin_guide_1_2_10_chapter_011.html


컨피그레이션, 성능 및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된 업데이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변경.●

보고서 구성, 구성 템플릿, TFTP 루트 디렉토리, 관리 설정, 라이센싱 파일, 키 저장소 등의 파
일 변경.

●

현재 Cisco DNA Center 소프트웨어는 고가용성을 위해 최소 3노드 클러스터를 지원합니다.클러스
터가 설정되면 단일 노드 장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쿼럼을 설정하려면 최소 2개의 노드가 필요합
니다.2노드 쿼럼이 없으면 클러스터가 중단됩니다.SD-Access Fabric을 사용하는 경우 클러스터 장
애로 인해 자동화 프로비저닝 실패만 발생하지만 DNA Center에서 제어 또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SD-Access 패브릭 사용자 네트워크 트래픽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양한 장애 지점을 살펴보고, 클러스터가 다운타임을 완화하여 Cisco DNA
Center를 항상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주로 3노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연결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서비스 및 기타 모든 정보는 설치 및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

Cisco DNA Center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합니다.

1. 10Gbps 클러스터 링크

2. 1Gbps GUI/관리 링크

3. 1Gbps 클라우드 링크(선택 사항)

4. 10Gbps 엔터프라이즈 링크

5. 1Gbps CIMC 링크

올바른 intra-cluster-IP-ARP 확인이 수행되고 3개 노드 간에 연결이 보장된다고 가정합니다.또한 모
든 시나리오에서 클러스터 링크 사이에 <10ms RT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류 시나리오 및 클러스터 동작: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서비스 재배포는 다음 조건에서 수행됩니다.

1. 단일 노드가 작동 중지됨:서비스는 나머지 2개 노드에 배포되며 클러스터는 계속 작동합니다.

2. 단일 노드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링크가 다운됩니다.서비스 재배포가 없습니다.장애가
발생한 노드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3. 클러스터 네트워크 링크가 다운됩니다.서비스는 나머지 2개 노드로 재배포되며 클러스터는 계속
작동합니다.

4. 단일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 링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네트워크 링크가 다운됩니다.노드는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지만 모든 서비스 및 클러스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5. 단일 노드에서 서비스 실패:서비스가 다시 시작하려고 시도합니다.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동일
한 노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시도하지만 현재 어떤 노드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드에 대한 선
호도가 없습니다.

6. 네트워크 스위치 작동 중지:토폴로지의 유형에 따라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서비스
가 재배포되거나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물리적 토폴로지 옵션-1

초기 Engineering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다음에 제안했습니다.Picture-1 및 Picture-2는 모두 모든 노
드의 각 네트워크 링크 유형이 동일한 물리적 스위치에 연결된 연결을 제공합니다.예:모든 3개 노드
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링크가 동일한 물리적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그림-1

그림-2



위 토폴로지는 클러스터가 계속 작동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1. 단일 노드 실패

2.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링크 장애

3. 클러스터 링크 실패

4. 서비스 실패

위의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링크 중 하나에 대한 전체 스위치를 다운할 수 없습니다.

실패 조건 영향/클러스터 상태

단일 노드 다운 나머지 2개 노드에서 클러스
터가 계속 작동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링크에 대한
단일 링크 다운

클러스터는 계속 정상적으
로 작동합니다.서비스는 클
러스터 링크가 중단된 경우
에만 배포됩니다.

스위치가 다운됨 클러스터는 자동화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토폴로지 옵션-2(가장 권장)

그림 3은 동일한 노드의 모든 네트워크 링크가 동일한 물리적 스위치에 연결된 연결을 제공합니다
.노드의 모든 링크는 VLAN을 사용하여 분리되는 동일한 물리적 스위치에 연결되거나 다른 스위치
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예:Node-1의 링크는 Switch-1에 연결되고 Node-2의 링크는 Switch-2에 연결
됩니다.

그림-3



위 토폴로지는 클러스터가 계속 작동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1. 단일 노드 실패

2. 단일 노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링크 실패

3. 단일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 링크 실패

4. 단일 노드에 대한 서비스 실패

5. 단일 노드에 대한 단일 네트워크 스위치 장애

실패 조건 영향/클러스터 상태

단일 노드 다운 나머지 2개 노드에서 클러스
터가 계속 작동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링크에 대한
단일 링크 다운

클러스터는 계속 정상적으
로 작동합니다.서비스는 클
러스터 링크가 중단된 경우
에만 배포됩니다.

단일 스위치가 다운됨 나머지 2개 노드에서 클러스
터가 계속 작동합니다.

물리적 토폴로지 옵션-3(데이터 센터 유형 환경용)

이 토폴로지는 게이트웨이에 3개의 레이어 2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옵션 2와 유
사합니다.모든 정보는 옵션 2와 유사합니다.

물리적 토폴로지 옵션-4(권장되지 않음)

그림 4는 다른 노드가 다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동일한 스위치에 2개의 노드가 연결된 연



결을 제공합니다.여러 링크가 연결된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하면 클러스터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토폴로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 토폴로지는 클러스터가 계속 작동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1. 단일 노드 실패

2. 단일 노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링크 실패

3. 단일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 링크 실패

4. 단일 노드에 대한 서비스 실패

위의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링크 중 하나에 대한 전체 스위치를 다운할 수 없습니다.

실패 조건 영향/클러스터 상태

단일 노드 다운 나머지 2개 노드에서 클러스
터가 계속 작동합니다.

클러스터 링크를 제외한 모
든 네트워크 링크에 대한 단
일 링크 다운

클러스터는 계속 정상적으
로 작동합니다.

단일 클러스터 링크 다운 서비스는 다른 두 노드에 배
포되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단일 스위치가 다운됨
여러 링크가 있는 스위치가
다운되면 클러스터가 다운
될 수 있습니다.

Cisco DNA Center 1.2.10용 관리자 가이드에서 다루는 일부 추가 장애 시나리오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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