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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자동화 워크플로:LAN 자동화 워크플로는 4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A) 계획:LAN 자동화 도메인에서 서로 다른 역할 및 지원되는 디바이스 목록을 이해합니다.또한 시
드 디바이스에 필요한 사이트 및 IP 풀 계획 및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B) 설계:글로벌 사이트 설계 및 구축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및 사이트 로컬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
성합니다.전역 디바이스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전역 IP 주소 풀 설계 및 LAN 자동화 풀 할당

C) 검색:시드 디바이스 검색

D) 프로비저닝:이 단계는 1) 시작 LAN 자동화의 두 가지 하위 단계로 구성됩니다.임시 컨피그레이
션을 시드 디바이스에 푸시하고,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초기 컨피그레이
션을 검색된 디바이스에 푸시합니다. 2) LAN 자동화를 중지합니다.모든 포인트-투-포인트 링크를
레이어3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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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nP- 

PnP-Agent는 공장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Cisco Catalyst 스위치입니다.이 스위치는 내장형 day-0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통합 PnP 서버 기능을 지원하는 Cisco DNA Center와 통신합니다.Cisco DNA
Center는 PnP 프로필 및 컨피그레이션 세트를 동적으로 구축하여 완전한 day-0 자동화를 구현합니
다.아래 그림은 시드에 대한 PnP-Agent 물리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그림 2 - PnP 에이전트 디바이스 역할



c)  :

일반적으로 Cisco는 모든 네트워크 계층에서 확장성과 이중화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에 구조화된 계층적 네트워크 설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트
워크에서는 3-Tier 아키텍처가 검증되었지만 엔터프라이즈의 네트워크 설계는 전체 네트워크 크기,
물리적 연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관리자는 초기 계획의 일환으로 Cisco
Lan Automation을 사용하여 자동화해야 하는 물리적 토폴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DNA Center의 Cisco Lan 자동화는 초기 자동화 경계 포인트 디바이스에서 최대 2개의 홉을 지원합
니다.즉, Cisco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액세스 레이어까지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네트
워크 관리자가 코어 또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서 자동화 경계를 시작해야 합니다.두 개의 홉을
초과하는 추가 네트워크 장치는 검색될 수 있지만 lan 자동화를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LAN 자동화는 직접 연결된 인접 디바이스에서만 시작됩니다.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십시오.

시나리오 1:사용자는 3계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스트리뷰션 및 액세스 레이어 스위
치를 LAN에 자동화하고자 합니다.시드에 직접 연결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가 LAN 자
동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와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 모두 검색되고
LAN이 자동화됩니다.

●

시나리오 2:사용자는 3계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스트리뷰션 및 액세스 레이어 스위
치를 LAN에 자동화하고자 합니다.사용자는 이미 LAN 자동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중에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며, 이를 LAN에서 자동화하기를 원
합니다.이 경우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는 이미 LAN을 자동화하고 레이어 3로 변환된 링크이므로
Tier 1 스위치를 시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이 시나리오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시드로
선택해야 합니다.

●

아래 그림에는 Cisco lan 자동화가 지원하는 자동화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 - LAN 자동화 경계 지원 

그림 4 - Tier-2 및 Tier-3 네트워크 설계

2.      

그림 5 -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시드 및 PnP 에이전트에 대해 지원되는 디바이스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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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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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500-32C C9500-
32QC
C9500-24Y4C C9500-
48Y4C

16.11.
x 이상

1.3개
월

PnP-

C9500-12Q
C9500-24Q
C9500-40X
C9500-16X

   2

PnP-
C9404R
C9407R
C9410R

Sup-13

Sup-1XL3

Sup-1XL-Y3
  

PnP-

C9300-24T
C9300-24P
C9300-24U
C9300-48T
C9300-48P
C9300-48U
C9300-24UX
C9300-48UXM
C9300-48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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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450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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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4507R+E
WS-4510R+E

Sup9-E3

Sup8-E
    

WS-C3850-24T     



PnP-

WS-C3850-48T
WS-C3850-24P
WS-C3850-48P
WS-C3850-48F
WS-C3850-24U
WS-C3850-48U
WS-C3850-24XU
WS-C3850-12X48U
WS-C3850-12S
WS-C3850-24S
WS-C3850-12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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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3850-48XS

PnP-

WS-C3650-24TS
WS-C3650-48TS
WS-C3650-24PS
WS-C3650-48PS
WS-C3650-48FS
WS-C3650-24TD
WS-C3650-48TD
WS-C3650-24PD
WS-C3650-24PDM
WS-C3650-48PD
WS-C3650-48FD
WS-C3650-8X24PD
WS-C3650-12X48FD
WS-C3650-48TQ
WS-C3650-48PQ
WS-C3650-48FQ
WS-C3650-48FQM
WS-C3650-8X24UQ
WS-C3650-12X48UQ
WS-C3650-12X48UR
WS-C3650-12X48UZ

    

1 = 전용 관리 포트는 Cisco LAN Auto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2= Cisco LAN Automation에서는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40G 업링크는 16.11.1부터 지원됩니다(16.11.1 이전 및 이후에 40G 포트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기타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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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     ,     .     ISIS   L3  .          .            .     /30  (4IP) .  4    LAN  L3    16 IP .참고:릴리스 1.3.0부터 LAN 자동화가 구
성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 /31 서브넷을 사용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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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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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릴리스 1.3.0을 시작하면 /31을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서 LAN Automation이 구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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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LI/SNMP 

LAN    CLI  SNMP v2 /  SNMP v3  .   UI .LAN          .         .        LAN         .

6a.  

 mtu 9100 ●

  IP   .●

DNAC LAN IP    IP     DNAC    .●

PNP 에이전트에 연결된 시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는 IP 주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
다.대부분의 경우 기본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야 합니다.이 작업은 "default interface <interface>"
명령을 실행하고 인벤토리 재동기화를 수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LAN 자동화는 포트가 L2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cat6k 및 9500H의 경우 포트는 기본적으로
L3입니다.LAN 자동화를 시작하기 전에 L2로 변환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동기화합니다.

●

    SNMP      .●

  L3    DNAC  IP    .●

  VLAN 1    DHCP      .●

      LAN     ●

LAN             .●

    .LAN       .●

6b.     

          :                        PNP     .

:   23  Floor-1  Floor-2 PNP  . Floor-1  Gig 1/0/10~Gig 1/0/15  Floor-2  Gig 1/0/16~Gig 1/0/20  . Floor-1    Gig 1/0/16~Gig 1/0/20     .   Floor-2  PNP   

DHCP  IPIPIP   . .       PNP    . Floor-2       PNP    /     .           

●

/ :,      ,   DHCP IP        .LAN       .

:1.2.10 /     . Lan Automation        .

●

7. PNP-agent  

LAN을 자동화할 디바이스가 DNA ADVANTAGE 라이센스 레벨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일부 명령이 푸시되지 않습니다.●

PNP-agent는 공장 기본값을 갖게 되며 LAN 자동화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           .

- PNP  LISP, ISIS   CTS  CLI       .        "show license"  .

- PNP     ,         .

- Bswicth       

●



[CLI config mode] no pnp profile pnp-zero-touch no crypto pki certificate pool Also remove any other crypto certs shown by "show
run | inc crypto" crypto key zeroize config-register 0x2102 or 0x0102 (if not already)
 do write
end [CLI exec mode] delete /force nvram:*.cer delete /force stby-nvram:*.cer (if a stack) delete /force flash:pnp-reset-config.cfg
write erase reload (enter no if asked to save)

B) 2 - 

    1.
        .2.
    .3.
 IP         Lan   .4.

Design -> Network Hierarchy .

 ●

 ●

 ( )●



Design() -> Network Settings( ) -> Device Credentials(  ) .

 

 ADD   CLI   .●

 SNMP     SNMPV2C Read(SNMPV2C )   SNMP   .●

:       Global()  .

:  "cisco"  .

:   .  CSCvm15743   enable    .

Design() -> Network Settings( ) -> IP Address Pools(IP  ) .

Global()     IP   .●

:                  .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m15743


 DNAC → Design → Network Settings → Site → Reserve IP Pool(IP  ) .

  IP  ."type"  LAN  .●

C) 3:

         .     .

DNAC     "box matrix"   Discovery()  Discovery()  . DNA Center     Tools  Discovery() .

New Discovery( )     .

 -  

 - IP Address(IP )(IP  DNA Center      L3      .IP     ,          .)

 -  (1  CLI  SNMP   )

 - Advanced() - SSH / Telnet( ssh   ) .

●

 .        .●



   .   .    ●

        .Device Inventory( )      "Device Status( )" "Reachable( )"  "Last Inventory Collection Status(   )" "Managed()  .●

Managed()       .Provision() -> Devices() -> Inventory() .  Actions() "Assign Device to Site(  )" .●

     :DNA Center 1.2.6             (     ).



     Apply() .●

       "   "      ●



LAN auto     

1a) DNAC IP    

LAN   PNP    LAN  .DNAC LAN   IP    . , lan  192.168.10.0  DNAC        .        SVI  DNAC   ping   .:

[On seed device] Switch(config)#interface vlan1 Switch(config-if)#ip address 192.168.99.1 255.255.255.0 Switch(config-if)#end [On
DNAC CLI console] [Sat Jun 23 05:55:18 UTC] maglev@10.195.192.157 (maglev-master-1) ~ $ ping 192.168.99.1 PING
192.168.99.1 (192.168.99.1) 56(84) bytes of data. 64 bytes from 192.168.99.1: icmp_seq=1 ttl=252 time=0.579 ms 64 bytes from
192.168.99.1: icmp_seq=2 ttl=252 time=0.684 ms 64 bytes from 192.168.99.1: icmp_seq=3 ttl=252 time=0.541 ms [On seed
device] Switch(config)#default int vlan 1 Interface Vlan1 set to default configuration
Ping    DNAC     .

1b) LAN     

DNA Center          .  , IP      'Cisco Digital Network Architecture Center Appliance  ' .   DNA Center
IP       .     DNA Center     LAN       .

그림 6 - 싱글 홈 및 멀티 홈 설계를 위한 DNA 센터 IP 주소 지정



그림 7 - DNA Center 고정 IP 라우팅 설계

IP           DNAC    .  DNA Center     maglev       (route      API     linux route   ).

     DNAC   .

DNAC    :

1. Issue “sudo maglev-config update” from the DNAC console. The wizard will show up. 2. Enter the static route, then hit ‘next’
(Please ensure that correct interface is selected for adding the static route, otherwise use 'next' till it shows up the interface on
which the route should be configured). 3. Wizard will validate and configure host networking 4. It will ask for Network Proxy where
leave it blank. It will fail validating the proxy. Then it will have option to skip the proxy setting. 5. The wizard is ready. Hit ‘proceed’
to apply the changed to controller. It may give some warning about starting services etc. This can be ignored. It takes about 5-6



minutes to add a static route.
    .

2) LAN    PNP   

1. PNP  Lan auto   "   "  . yes  no  .    .

FIPS: Flash Key Check : Key Not Found, FIPS Mode Not Enabled
cisco C9300-24T (X86) processor with 1418286K/6147K bytes of memory.
Processor board ID FCW2137G032
2048K bytes of non-volatile configuration memory.
8388608K bytes of physical memory.
1638400K bytes of Crash Files at crashinfo:.
11264000K bytes of Flash at flash:.
0K bytes of WebUI ODM Files at webui:.

Base Ethernet MAC Address          : f8:7b:20:48:d8:80
Motherboard Assembly Number        : 73-17952-06
Motherboard Serial Number          : FOC21354B06
Model Revision Number              : A0
Motherboard Revision Number        : A0
Model Number                       : C9300-24T
System Serial Number               : FCW2137G032

%INIT: waited 0 seconds for NVRAM to be available

         --- System Configuration Dialog ---

Would you like to enter the initial configuration dialog? [yes/no]:
:        device config-register("show ver ) | inc register" cli).    0x142  . config-register  0x102  0x2102   .cli   "Configuration register is 0x142 (will be 0x102 in
next reload)" .

: 0x102  0x2102        config-register,  "no system ignore startupconfig switch all"  config   .

2.   



        UP     .  UP   LAN    ●

LAN     .     ,   mac (      )    ,      .           .           mac      .      120        1      . (:  1)    2    .         mac    .●

                  .    15.     MAC     .    NVRAM   .  ROMMON   /  (:              .     "PNP-agent initial state"  .)

3850_edge_2#switch 1 priority ? <1-15> Switch Priority
3850_edge_2#switch 1 priority 14
WARNING: Changing the switch priority may result in a configuration change for that switch. Do you want to continue?[y/n]?
[yes]: y

:    Lan auto     .

:/      "   .  Enter   ."  . "System Configuration Dialog(   )"       .

●

:LAN auto       PNP-agent      .         

3)    

PNP      .PNP   (:  )  VLAN 1    DHCP       .●

4)    2 

PNP      2   .: catalyst 6500  9500H    3●

5) PNP      STP   

6)  (PNP-agent)   .

   LAN     .

 LAN            .●

  Inventory .     Actions()->Delete() .    ,          .●

7)   PnP   (PNP-agent)

   LAN     .

    LAN     PNP     PNP     .        .●

   Network Plug and Play .Devices    Unclaimed  . ( ) "Unclaimed( )"  .●



      pnp  .●

[on PNP-agent] 3850_edge_2#show run | sec pnp-zero-touch pnp profile pnp-zero-touch transport https ipv4 192.168.99.2 port 443
3850_edge_2#conf t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3850_edge_2(config)#no pnp profile pnp-zero-
touch 3850_edge_2

    " "    .     "Delete()" .●

8) PNP 상담원이 DNA ADVANTAGE 라이센스 수준을 실행 중인지 확인

9) PNP 에이전트가 LAN 자동화 중에 이미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도록 설치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자동화를 통한 이미지 업그레이드는 백그라운드에서 발생●

PnP    DNA Center     (catalyst 9300  3850)     .     ->   .●

          Lan       .   DNA Center       .●

Lan        INSTALL    .LAN      BUNDLE     .●

 BUNDLE     LAN    Design -> Image repository       .●

D) 4:

 lan    .    

1.    (Lan Automation )

LAN  

  isis       DHCP, VLAN 1     PNP     .●

  ●

      ●

 LAN   ,   PNP         .  PNP     ,  MTU, ip     PNP  .

:PNP-agent  SWAPS         .

2.  (LAN  ):

LAN  

       ,   ( 2)  --   3 .●

      DHCP  vlan 1   DHCP    lan   .●

1. LAN  

LAN 자동화는 기본 시드 디바이스, 피어 시드 디바이스, 시드 디바이스를 위한 사이트 선택, LAN IP
풀 선택 및 인터페이스 선택을 요청합니다.디바이스 접두사, 호스트 이름 CSV 파일, 구성 가능한



ISIS 비밀번호 등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

이는 새 디바이스 검색 및 L3 컨피그레이션에 참여하는 기본 시드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입니다.시
드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는 LAN 자동화 세션을 통해 온보딩될 수 있는 직접 연결된 PNP 에이전
트에 대한 필터를 제공합니다.디바이스-1~Gig1/0/10, 디바이스-2~Gig 1/0/11, 디바이스-3~Gig
1/0/12 및 디바이스-4~Gig 1/0/13과 같이 직접 연결된 PNP 에이전트 4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검색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Gig 1/0/11 및 Gig 1/0/12을 선택하면 LAN 자동화는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2만 검색합니다. 디바이스-3 및 디바이스-4가 PNP 플로우를 시작하려고 시도하면
NP를 통해 연결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는 것처럼 필터링됩니다. 자동화 세션.이 메커
니즘을 사용하면 검색 프로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선택을 위한 두 번째 사용법은 기본 시드와 L3 링크 컨피그레이션으로 구성해야 하는
피어 시드 간에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본 및 피어 시드 간에 여러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L3 링크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이러한 인터페이스 집합을 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인터페이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L3 링크 컨피그레이션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피어 시드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피어 시드와 PNP 에이전트 간의 인터페
이스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토폴로지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유추됩니다.토폴로지 정보는 디
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CDP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시드 디바이스 및 PNP 에이전트에 대해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시드 디바이스용 사이
트 하나와 PNP 에이전트용 사이트 하나가 있습니다.향후 릴리스에서는 기본 및 피어 시드가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LAN  :

PNP 에이전트 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LAN 풀이 선택됩니다.  특정 사이트에 대해 사용 가능한
LAN 풀 목록에서 LAN 풀 하나를 선택하여 LAN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여러 LAN 자동화 세
션에 대해 동일한 LAN 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하나의 검색 세션을 실행하고
첫 번째 디바이스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이 검색 세션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후속 LAN 자동화
세션에 대해 동일한 IP 풀을 다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하나의 검색 세션에 대
해 하나의 LAN 풀을 선택하고 두 번째 검색 세션에 대해 다른 LAN 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남은
용량이 충분한 LAN 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IS :

         .           .●

        .●

1:   ISIS    .
1a.  ISIS    LAN Automation PnP    ISIS  (      ).
1b.  ISIS      LAN  PnP       ISIS  
1c.    ISIS          LAN       PnP     

2: ISIS   .
2a.  ISIS   , LAN Automation PnP    ISIS  (        ).
2b.  ISIS       LAN  PnP       ISIS  
2c    ISIS     LAN  PnP       "cisco" 

호스트 이름 매핑:
:   Lan        .:-192-168-199-100●

장치 이름 접두사:디바이스 접두사는 검색된 디바이스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생성하는 데 사용
됩니다.LAN 자동화는 사이트 카운터를 유지하고 접두사 및 현재 사이트 카운터를 사용하여 이
름을 생성합니다(예: 디바이스 접두사가 Building-23-First-Floor인 경우 LAN 자동화는 Building-
23-First-Floor-1, Building-23-First-Floor-2 등).

●

호스트 이름 맵 파일 형식:DNA Center에서는 다음 예와 같이 호스트 이름과 일련 번호(호스트
이름, 일련 번호)가 있는 CSV 파일이 필요합니다.스택 LAN 자동화의 경우 CSV 파일을 사용하
여 한 행에 하나의 호스트 이름과 여러 개의 일련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일련 번호는 쉼표
로 구분해야 합니다.

●



Provision → Devices( )  'Lan Automation'  .

 그런 다음 위에 설명된 값을 입력하고 시작을 클릭합니다.

LAN   Lan Automation Status(LAN  )    .●



LAN        .●

    
! exec:
!
시스템 mtu 9100
!
ip 멀티캐스트 라우팅
ip pim ssm 기본
!
루프백 IP 및 ISIS 컨피그레이션(보조 시드가 구성된 경우 루프백 ip
및 isis 컨피그레이션으로 구성됨)

 0
   ip  10.4.210.123 255.255.255.255
       ID
 !
 isis
    49.0000.0100.0421.0123.00
     *
   ispf  1-2
    
  nsf ietf
     
   bfd  
   passive-interface 0
     
 !
  0
 ip  isis
clns mtu 1400
ip pim sparse mode
 
 !
DHCP 풀 정보

ip dhcp  nw_orchestration_pool

! exec:
!
시스템 mtu 9100
!
ip 멀티캐스트 라우팅
ip pim ssm 기본
!
  0
  ip  10.4.210.124 255.255.255.255
      ID
!
  isis
    49.0000.0100.0421.0124.00
     *
   ispf  1-2
     
   nsf ietf
     
   bfd  
   passive-interface 0
     
!
 0
ip  isis
clns mtu 4100
ip pim sparse mode

!



   10.4.218.0 255.255.255.192
   43 ascii 5A1D;B2;K4;I10.4.249.241;J80;
    10.4.218.1
 클래스 ciscopnp
   주소 범위 10.4.218.2 10.4.218.62
!
ip dhcp 클래스 ciscopnp
 옵션 60 hex 636973636f706e70
 !
 ip dhcp excluded address 10.4.218.1
 !
VLAN1 컨피그레이션

vlan 1
 !
 VLAN1
  ip  10.4.218.1 255.255.255.192
    
  ip  isis
 clns mtu 4100
   bfd  500 min_rx 500  3
   bfd  
 
 !
검색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의 스위치포트 컨피그레이션(기본 시
드 디바이스의 각 검색 인터페이스는 이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
다)

인터페이스 TenGigabitEthernet1/1/8
  스위치 포트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switchport access vlan 1
 !
인터페이스 TenGigabitEthernet1/1/7
   스위치 포트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switchport access vlan 1
 종료
멀티캐스트 구성(선택 사항:멀티캐스트 확인란이 활성화된 경우에
만 구성됨)
피어 시드가 구성된 경우 이러한 멀티캐스트 CLI도 피어 시드에서
푸시됩니다.꼭기본 및 피어 시드 모두에서 동일한 rp-address를 사
용하여 Loopback6000을 구성합니다.
인터페이스 루프백 6000
 ip 주소 10.4.218.67 255.255.255.255
 ip pim sparse mode
 ip 라우터 isis
ip pim register-source 루프백6000
ip pim rp-address 10.4.218.67
  

    PNP-agent   ( PNP-agent return  ).●

%INIT: waited 0 seconds for NVRAM to be available --- System Configuration Dialog --- Would you like to enter the initial



configuration dialog? [yes/no]: Press RETURN to get started! *Aug 2 23:13:50.440: %SMART_LIC-5-COMM_RESTORED:
Communications with the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or satellite restored *Aug 2 23:13:51.314: %CRYPTO_ENGINE-5-
KEY_ADDITION: A key named TP-self-signed-1875844429 has been generated or imported *Aug 2 23:13:51.315: %SSH-5-
ENABLED: SSH 1.99 has been enabled *Aug 2 23:13:51.355: %PKI-4-NOCONFIGAUTOSAVE: Configuration was modified. Issue
"write memory" to save new IOS PKI configuration *Aug 2 23:13:51.418: %CRYPTO_ENGINE-5-KEY_ADDITION: A key named
TP-self-signed-1875844429.server has been generated or imported *Aug 2 23:13:52.071: %LINK-5-CHANGED: Interface
GigabitEthernet0/0, changed state to administratively down *Aug 2 23:13:53.071: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GigabitEthernet0/0, changed state to down *Aug 2 23:14:00.112: %HMANRP-6-EMP_ELECTION_INFO: EMP active
switch 1 elected: EMP_RELAY: Mgmt port status DOWN, reelecting EMP active switch *Aug 2 23:14:00.112: %HMANRP-6-
EMP_NO_ELECTION_INFO: Could not elect active EMP switch, setting emp active switch to 0: EMP_RELAY: Could not elect
switch with mgmt port UP *Aug 2 23:14:02.000: %SYS-6-CLOCKUPDATE: System clock has been updated from 23:14:04 UTC
Thu Aug 2 2018 to 23:14:02 UTC Thu Aug 2 2018, configured from console by vty0. Aug 2 23:14:02.000: %PKI-6-
AUTHORITATIVE_CLOCK: The system clock has been set. Aug 2 23:14:02.462: %PNP-6-PNP_DISCOVERY_DONE: PnP
Discovery done successfully Aug 2 23:14:07.847: %PKI-4-NOCONFIGAUTOSAVE: Configuration was modified. Issue "write
memory" to save new IOS PKI configuration Aug 2 23:14:16.348: %AN-6-AN_ABORTED_BY_CONSOLE_INPUT: Autonomic
disabled due to User intervention on console. configure 'autonomic' to enable it. %Error opening tftp://255.255.255.255/network-
confg (Timed out) Aug 2 23:14:25.263: AUTOINSTALL: Tftp script execution not successful for Vl1.

  , DNA             .          Lan       .   DNA Center       .     .●

Oct  5 19:20:11.437: MCP_INSTALLER_NOTICE:

Installer: Source file flash:cat9k_iosxe.16.06.04s.SPA.bin is in flash, Install directly

Oct  5 19:20:12.450: %IOSXE-5-PLATFORM: Switch 1 R0/0: Oct  5 19:20:12 provision.sh: %INSTALL-5-

OPERATION_START_INFO: Started install package flash:cat9k_iosxe.16.06.04s.SPA.bin

Oct  5 19:20:22.778: %IOSXE-5-PLATFORM: Switch 1 R0/0: Oct  5 19:20:22 packtool.sh: %INSTALL-5-

OPERATION_START_INFO: Started expand package flash:cat9k_iosxe.16.06.04s.SPA.bin

Oct  5 19:21:26.034: %IOSXE-5-PLATFORM: Switch 1 R0/0: Oct  5 19:21:26 packtool.sh: %INSTALL-5-

OPERATION_COMPLETED_INFO: Completed expand package flash:cat9k_iosxe.16.06.04s.SPA.bin

Oct  5 19:22:09.861: %IOSXE-5-PLATFORM: Switch 1 R0/0: Oct  5 19:22:09 provision.sh: %INSTALL-5-

OPERATION_COMPLETED_INFO: Completed install package flash:{cat9k-

cc_srdriver.16.06.04s.SPA.pkg,cat9k-espbase.16.06.04s.SPA.pkg,cat9k-

guestshell.16.06.04s.SPA.pkg,cat9k-rpbase.16.06.04s.SPA.pkg,cat9k-

sipbase.16.06.04s.SPA.pkg,cat9k-sipspa.16.06.04s.SPA.pkg,cat9k-srdriver.16.06.04s.SPA.pkg,cat9k-

webui.16.06.04s.SPA.pkg,cat9k-wlc.16.06.04s.SPA.pkg}

***

*** --- SHUTDOWN NOW ---

***

Oct  5 19:22:20.950: %SYS-5-RELOAD: Reload requested by controller. Reload Reason: Image

Install.

                                                                                                

Chassis 1 reloading, reason - Reload command

                                                                                                

Oct  5 19:22:30.501 FP0/0: %PMAN-5-EXITACTION: Process manager is exiting: reload fp action

requested

Oct  5 19:22:

Initializing Hardware...

, DNA Center DNAC        .LAN Automation Status(LAN  ) "In Progress( )" , Discovered Devices( )       , "Devices()"      .●



   PNP-agent    .    Return   .Return   LAN auto     "Hostname Mapping"      ●

Aug  2 23:14:50.682: %LINK-3-UPDOWN: Interface GigabitEthernet1/0/3, changed state to up

Aug  2 23:14:51.487: %LINK-3-UPDOWN: Interface GigabitEthernet1/0/24, changed state to up

Aug  2 23:14:51.681: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GigabitEthernet1/0/3,

changed state to up

Aug  2 23:14:51.854: %LINK-3-UPDOWN: Interface GigabitEthernet1/0/23, changed state to up

Aug  2 23:14:52.487: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GigabitEthernet1/0/24,

changed state to up

Aug  2 23:14:52.855: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GigabitEthernet1/0/23,

changed state to up

000123: Aug  2 23:16:17.345: %CRYPTO_ENGINE-5-KEY_ADDITION: A key named dnac-sda has been

generated or imported

000124: Aug  2 23:16:17.423: Configuring snmpv3 USM user, persisting snmpEngineBoots. Please

Wait...

000125: Aug  2 23:16:17.474: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Loopback0, changed

state to up

000126: Aug  2 23:16:17.479: %CLNS-6-DFT_OPT: Protocol timers for fast convergence are Enabled.

000127: Aug  2 23:16:17.487: %PARSER-5-HIDDEN: Warning!!! ' ispf level-1-2 ' is a hidden

command. Use of this command is not recommended/supported and will be removed in future.

000128: Aug  2 23:16:17.489: %BFD-6-BFD_IF_CONFIGURE: BFD-SYSLOG: bfd config apply, idb:Vlan1

000129: Aug  2 23:16:18.423: %CLNS-3-BADPACKET: ISIS: LAN L1 hello, packet (9097) or wire (8841)

length invalid from f87b.2077.b147 (Vlan1)

000130: Aug  2 23:16:18.502: %BFD-6-BFD_SESS_CREATED: BFD-SYSLOG: bfd_session_created, neigh

204.1.183.1 proc:ISIS, idb:Vlan1 handle:1 act

000131: Aug  2 23:16:19.269: %BFDFSM-6-BFD_SESS_UP: BFD-SYSLOG: BFD session ld:1 handle:1 is

going UP

000132: Aug  2 23:16:19.494: %CLNS-5-ADJCHANGE: ISIS: Adjacency to 0100.1001.0001 (Vlan1) Up,

new adjacency

000133: Aug  2 23:16:20.289: %PNPA-DHCP Op-43 Msg: Op43 has 5A. It is for PnP

000134: Aug  2 23:16:20.289: %PNPA-DHCP Op-43 Msg: After stripping extra characters in front of

5A, if any: 5A1D;B2;K4;I172.16.1.100;J80; op43_len: 29

000135: Aug  2 23:16:20.289: %PNPA-DHCP Op-43 Msg: _pdoon.2.ina=[Vlan1]

000136: Aug  2 23:16:20.289: %PNPA-DHCP Op-43 Msg: _papdo.2.eRr.ena

000137: Aug  2 23:16:20.289: %PNPA-DHCP Op-43 Msg: _pdoon.2.eRr.pdo=-1

000138: Aug  2 23:16:30.010: %CLNS-5-ADJCHANGE: ISIS: Adjacency to 9324-SN-BCP-1 (Vlan1) Up, new

adjacency

   Discovered Devices( )  "Completed()"     .●



Inventory(인벤토리)로 이동하고 일련 번호로 필터링합니다.새로 검색된 스위치는 'Managed'(관리
됨)로 표시됩니다.



     .

!

archive

log config

logging enable

logging size 500

hidekeys

!

!

!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

service password-encryption

!

service sequence-numbers

!

! Setup NTP Server

! Setup Timezone & Daylight Savings

!

ntp server 10.4.250.104

!

! ntp update-calendar

!

! clock timezone <timezoneName> <timezoneOffsetHours> <timezoneOffsetMinutes>

! clock summer-time <timezoneName> recurring

!

! Disable external HTTP(S) access

! Disable external Telnet access

! Enable external SSHv2 access

!

no ip http server

!

no ip http secure-server

!

ip ssh version 2

!

ip scp server enable

!

line vty 0 15

! maybe redundant

login local

transport input ssh

! maybe redundant

transport preferred none

! Set VTP mode to transparent (no auto VLAN propagation)

! Set STP mode to Rapid PVST+ (prefer for non-Fabric compatibility)

! Enable extended STP system ID

! Set Fabric Node to be STP Root for all local VLANs



! Enable STP Root Guard to prevent non-Fabric nodes from becoming Root

! Confirm whether vtp mode transparent below is needed

vtp mode transparent

!

spanning-tree mode rapid-pvst

!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 spanning-tree bridge priority 0

! spanning-tree rootguard

! spanning-tree portfast bpduguard default

no udld enable

!

errdisable recovery cause all

!

errdisable recovery interval 300

!

ip routing

!Config below applies only on underlay orchestration

!

! Setup a Loopback & IP for Underlay reachability (ID)

! Add Loopback to Underlay Routing (ISIS)

!

interface loopback 0

description Fabric Node Router ID

ip address 10.4.218.97 255.255.255.255

ip router isis

!

!

! Setup an ACL to only allow SNMP from Fabric Controller

! Enable SNMP and RW access based on ACL

!

snmp-server view DNAC-ACCESS iso in

!

snmp-server group DNACGROUPAuthPriv v3 priv read DNAC-ACCESS write DNAC-ACCESS

!

snmp-server user admin DNACGROUPAuthPriv v3 auth MD5 C1sco123 priv AES 128 C1sco123

!

!

! Set MTU to be Jumbo (9100, some do not support 9216)

!

system mtu 9100

! FABRIC UNDERLAY ROUTING CONFIG:

!

! Enable ISIS for Underlay Routing

! Specify the ISIS Network ID (e.g. encoded Loop IP)

! Specific the ISIS domain password

! Enable ISPF & FRR Load-Sharing

! Enable BFD on all (Underlay) links

!

router isis

net 49.0000.0100.0421.8097.00

domain-password cisco

ispf level-1-2

metric-style wide

nsf ietf

! fast-reroute load-sharing level-1

log-adjacency-changes

bfd all-interfaces

! passive-interface loopback 0

!

!

!

interface vlan1

bfd interval 500 min_rx 500 multiplier 3



no bfd echo

!

!

!This config goes to subtended node

username lan-admin privilege 15 password 0 C1sco123

!

enable password C1sco123

!

!

hostname CL-9300_7

!

interface vlan1

ip router isis

!

!

end

Discovered devices( )  "Completed()"      "Managed()"  LAN Auto(LAN )   .●

Lan Auto    , Topology()           .       .  .●

참고:물리적 링크가 표시되지 않으면 물리적 링크가 연결되는 시드 디바이스를 다시 동기화합니다
.다시 동기화한 후 토폴로지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여 링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한 다음 Lan 자동 을
중지합니다.LAN auto를 중지한 후 보조 시드에 대한 링크가 구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이 추
가 단계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픽스는 1.2.4에 있습니다(CSCvk4711 )

2. LAN  

    .             .

Stop() .●

     --   2  3      ●

VLAN 1   vlan 1 ip  LAN   .●

 DNAC   .●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k44711


일단 중지되면 Lan Automation Status(LAN 자동화 상태)가 "STOP In Progress(STOP In
Progress)"로 표시됩니다.

●

   Lan      .

        Seed   PnP   RESYNC .    L2  L3  .        .

     L3  (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3

 description Fabric Physical Link

 no switchport

 dampening

 ip address 192.168.2.97 255.255.255.252

 ip router isis

 ip lisp source-locator Loopback0

 logging event link-status

 load-interval 30

 bfd interval 500 min_rx 50 multiplier 3

 no bfd echo

 isis network point-to-point

피어 시드와 검색된 디바이스 간의 링크를 포함한 모든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를 구성하면 해당
디바이스가 사이트에 추가되고 DNA 센터에 동기화됩니다.

●



Lan Automation Status(LAN 자동화 상태)에 Completed(완료됨)와 Lan Automation(LAN 자동
화)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

1. DNAC      LAN   

LAN   /    LAN        .    

 DNAC   (,    )1.
       /  ."show ver"  "show license right-to-use" 2.
    (: INSTALL( )  BUNDLE) .3.

9300_Edge_1#show ver | inc INSTALL

*    1 62    C9300-48U          16.6.3            CAT9K_IOSXE           INSTALL

     2 62    C9300-48U          16.6.3            CAT9K_IOSXE           INSTALL

     3 62    C9300-48U          16.6.3            CAT9K_IOSXE           INSTALL

     4 62    C9300-48U          16.6.3            CAT9K_IOSXE           INSTALL

4.

        POWER IT ON5.
2~3        (     )  ( 2     ).6.
"show ver"  "show switch"      ."show ver"     . 7.



        /   .8.
       .9.

       .     .10.
추가 전

2. DNAC    LAN   

    Lan (:  /) PNP          PNP /      .●

 :

-    DNA->Inventory     "Actions()" "Delete Device( )" .-           .         .

●

PNP :

 -      "pnp profile pnp-zero-touch"     "Device"  PNP   .

-           "pnp profile pnp-zero-touch"    "Device()"  PNP   .

●

3. LAN      

(a) 기본 및 피어 시드 디바이스 간 또는 lan auto가 중지된 후 배포 디바이스 간에 추가 링크를 구성



하려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b) 새로 추가된 스위치에서 스택으로, 기본 및 피어 시드로 업링
크

디바이스에서 LAN 자동 실행을 처음 실행할 때 '멀티캐스트 사용'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이 방법을 사
용하여 추가 링크를 구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아래 단계를 사용하고 LAN이 자동 중
지되면 최근에 구성된 레이어 3 포트로 이동하여 인터페이스 아래에 "ip pim sparse-mode"를 수동
으로 구성합니다.

"show cdp neighbor"         .   9300_Edge-7  Ten4/1/5     .    For     9500_border-6 1/0/1

9300_Edge-7#show cdp neighbors

Capability Codes: R - Router, T - Trans Bridge, B - Source Route Bridge

                  S - Switch, H - Host, I - IGMP, r - Repeater, P - Phone,

                  D - Remote, C - CVTA, M - Two-port Mac Relay

Device ID        Local Intrfce     Holdtme    Capability  Platform  Port ID

9500_border.cisco.com

                 Ten 1/1/5         173             R S I  C9500-12Q For 1/0/1

9500_border-6.cisco.com

                 Ten 4/1/5         136             R S I  C9500-12Q For 1/0/1

●

  (  Ten4/1/5  For1/0/1) L3   . ,           .●

    Lan  . "Primary Device( )"    ( 9500_border-6) ."Peer Device( )"    ( 9300_Edge-7) .●

,    (: PNP   )  (1/0/1 ).●

       LAN   .●

LAN auto .2    LAN   .        LAN     .LAN auto       LAN   IP  ●

LAN     LAN   3         ●

9300_Edge-7#show run int t4/1/5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325 bytes ! interface TenGigabitEthernet4/1/5 description Fabric Physical
Link no switchport dampening ip address 192.168.199.85 255.255.255.252 ip lisp source-locator Loopback0 ip router isis logging event link-status load-
interval 30 bfd interval 100 min_rx 100 multiplier 3 no bfd echo isis network point-to-point 9500_border-6#show run int Fo1/0/1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327 bytes ! interface FortyGigabitEthernet1/0/1 description Fabric Physical Link no switchport dampening ip address 192.168.199.86
255.255.255.252 ip lisp source-locator Loopback0 ip router isis logging event link-status load-interval 30 bfd interval 100 min_rx 100 multiplier 3 no bfd echo
isis network point-to-point end
: IP   API     .API      . LAN auto         .lan auto         IP   .API  IP      .API     "P-P  "  .



4.     

            .DTS:CSCvk40550●

5.    PNP  9500H 

:9500H( SKU:  PNP-Agent  1.2.x   . DNA Center 1.3  IOS 16.11.1  .     ,     .BU         .

16.11.x  9500H    3 . seed       2  DNAC .●

SKU C9500-32C  C9500-32QCas seed   16.9.x  .CSCvo40879  16.10.x  16.11.1  . . DDTS 16.11.1c  16.11.2  .●

C9500-24YC  C9500-48YC SKU  DNAC 1.2.10   25G  5G      .  DNAC       CSCvo42419   LAN    . .●

PNP  C9500-24YC  C9500-48YC  ,   2      3     16.11.x   ●

6. Catalyst 9400에서 40G 인터페이스 사용

16.11.1 이전에는 Catalyst 9400 수퍼바이저의 40G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수
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PNP 에이전트로 사용할 경우 40G 포트를 활성화하면 Day-0 기능이
중단되므로 PNP가 실패합니다.16.11.1 전에 PNP 에이전트에서 40G 포트가 작동하도록 하려
면 아래 몇 가지 수동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LAN 자동화 시작1.
9400의 전원을 켜고 초기 컨피그레이션 마법사에서 분리2.
수퍼바이저에서 40G 포트를 활성화합니다.예: 3/0/9 및 3/0/103.
터미널 구성 -> interface vlan1 -> ip 주소 dhcp -> no shut4.
DHCP 및 기본 경로를 통해 받은 vlan 1 ip 주소 확인5.
다음을 사용하여 pnp 프로필 구성
pnp 프로필 pnp-zero-touch
transport http ipv4 <dnac-ip-address> port 80(구성한 경우 가상 IP 사용)

6.

pnp 프로파일을 구성하면 디바이스 Call Home 및 LAN 자동화가 다음에서 선택됩니다.7.

16.11.1에서 IOS는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팅 시 40G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1. 스위치에는 Day 0/factory 기본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야 합니다(장치를 Day 0 컨피그레이션

●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k40550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o4087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o42419


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PNP-agent initial state(PNP-agent 초기 상태) 섹션 참조).
2. 단독감리원:10G/1G SFP는 SUP 포트(1-8)에 삽입하지 않아야 하며, 40G QSFP는 포트 9 또
는 10에 삽입해야 합니다.
3. 듀얼 슈퍼바이저의 경우10G/1G SFP는 SUP 포트(1-8)에 삽입하지 않아야 하며 40G
QSFP는 포트 9에만 삽입해야 합니다.
   

알려진 문제
피어 시드에 대한 호스트 이름(호스트 이름 + 도메인 이름)이 40자보다 클 경우 피어/보조 시드
에 연결된 링크가 LAN 자동화를 통해 구성되지 않습니다.CSCvp73666 cdp 제한으로 인해 발
생한 문제 .해결 방법은 피어/보조 시드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40자 미만으로 줄이고 재동기화
하는 것입니다.기본 시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기본 시드 호스트 이름이 40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 시드에 연결하는 링크는 계속 구성됩니다

●

인벤토리 또는 검색을 통해 LAN 자동 디바이스(시드 또는 엣지)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면 후
속 LAN 자동화 과정에서 IP 주소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해결 방법:LAN 자동화
를 통해 디바이스를 DNAC로 다시 가져옵니다.CSCvr78668 CSCvr77659

●

이전 LAN 자동화에 ISIS 비밀번호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DNAC 1.3.1.3 Lan Automation으
로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CSCvr89951

●

DNA Center1.3.0의 새로운 기능
새로운 장치 지원
- 9400 40G 포트 지원
- 시드 및 PnP 에이전트로서 9500 고성능 지원
- 시드 및 PnP 에이전트로 9600 지원

●

/30 대신 /31 지점 간 링크 주소를 구성하여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에 저장●

DNA 센터에서 LAN 서브넷 연결 확인
- DNA Center에 LAN 풀에 대한 경로가 없는 경우 LAN 자동화 상태 필드에 "오류:LAN 서브넷
에서 연결할 수 없는 기본 디바이스"
(LAN 서브넷 연결성을 수정하려면 'LAN 자동 연결 전 고려 단계' 1a 및 1b 절을 참조하십시오.)

●

 

아래는 LAN 자동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높은 수준의 플로우입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p73666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r78668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r7765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r89951


DNA Center 1.2 lan 자동화 관련 로그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션●

연결-관리자 서비스●

onboarding-service(1.1과 동일한 이전 pnp-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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