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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단일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구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Nexus
1000v 가상 스위치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고려 사항 및 단계를 제공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두 데이터 센터에서 단일 vCenter 인스턴스를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과 방법론은 서
로 다른 UCS POD/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서로 다른 vCenter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 센
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경우, 이 목적은 하나의 Cisco IAC 및 PNSC로 여러 Nexus1000v
가상 스위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IAC Service Resource Container는 여러 vCenter Datacenter에
서 잠시 동안 확장할 수 없으므로, 다중 vCenter Datacenter 인스턴스에 대한 IAC 워크플로 기반 컨
피그레이션은 현재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

Nexus 1000v가 여러 개인 Cisco IAC는 아래에 나열된 제품 버전에서 지원됩니다(반드시 최소 규모
는 아님). 전체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는 Cisco IAC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Cisco IAC 호환성 매트릭스

구성 방식

이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접근 방식은 관리자 중심의 IAC 워크플로 기반 방식과즉, 설치 컨
피그레이션은 관리자가 배포할 조직을 만들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적으로 수행됩니다
.관리를 수행하는 고객은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가상 시스템을 구축할 위치를 결정하고자 합
니다.더 구체적으로, 추가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컴퓨팅 및 네트워크 POD 추가, 서비스 리소스 컨
테이너 추가 중에 관리자는 조직 및 후속 가상 시스템을 구축할 데이터 센터에 초점을 맞춥니다.

/content/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intelligent-automation-cloud/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다중 데이터 센터 - 다중 vCenter 인스턴스

다음 예에서는 두 데이터 센터에서 단일 vCenter 인스턴스를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과 방법론은 서
로 다른 UCS POD/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서로 다른 vCenter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 센
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경우, 이 목적은 하나의 Cisco IAC 및 PNSC로 여러 Nexus1000v
가상 스위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경 정보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구축은 동일한 vCenter의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센터 아래에 두 개의
Nexus1000v를 포함하는 Cisco IAC를 구현합니다.다음 그림은 모든 영역이 함께 매핑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의 UCS POD가 있으며 각각 자체
vCenter가 있는 경우 하나의 Cisco IAC와 두 개의 Nexus1000v 가상 스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 고려 사항

제공된 샘플 단계는 실제 예제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 증명 테스트였습니다.목표는 두 개의
Nexus1000v 가상 스위치를 지원하는 구축을 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Cisco IAC 및
PNSC 인스턴스입니다.프로비저닝은 해당 조직의 Advanced Network Service 지원 조직 및 VDC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습니다.



단일 Cisco IAC 및 PNSC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등록했습니다.각 데이터 센터에 대해 선택
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적으로 POD 및 컨테이너와 함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최종 결과는
조직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IT/지원)에 구축한 다음 다른 데이터 센터(IT/Support-II)에 다른 조직을
구축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조직 모두 Cisco IAC와 PNSC의 관점에서 동일한 테넌트에 존재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자는 고급 네트워크 서비스 장치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 또는 다른 데이터 센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POD 및 컨테이너의 사전 예방적 설정을 통해 관리자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 또는 다른 데이터 센터에 고급 네트워크 서비스 장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VDC를 주문할 때 적절한 컴퓨팅 POD를 선택해야 합니다.VDC당 VM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저
장소 및 클러스터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나중에 설명). 이제 VM을 주문하고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
(부동 IP, 서버 로드 밸런서 바인딩)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Nexus1000v가 있는 두 번째 데이터센
터에 있는 것에 대한 종속성이 없습니다.

1.0 vCenter 설정

하나의 vCenter 내에서 두 개의 데이터 센터(지원 및 지원-II)가 사용 중입니다.각 데이터 센터에는
자체 VSM이 있으며 각 VSM에 대해 VEM 모듈 역할을 하는 단일 ESXi 호스트가 있습니다.

1.1 Nexus1000v 설치

Nexus 1000v는 먼저 Cisco IAC에서 검색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SNMP 사용자 이름, 인증 및 프라
이버시 프로토콜 및 SSH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MD5의 비밀번호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Unix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xus 1000v는 Cisco IAC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SNMP와 관련된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야 합
니다.

Cisco IAC에서 검색을 실행하고 Nexus1000v를 지정합니다.

1.2 Nexus 1000v 등록

검색 후 Setup -> Manage infrastructure에서 N1kv를 등록해야 합니다.등록은 장치에 친숙한 이름을
제공하고, 장치 역할을 정의하며, 현재 통합되고 있는 PNSC와의 연결을 식별합니다.

다음은 Nexus1000v용 IAC에서 등록 양식의 예입니다.

다음은 Nexus1000v 및 PNSC의 통합을 위해 이미 구축되어야 하는 nexus1000v 컨피그레이션 하
단에 있는 정책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의 예입니다.



다음은 PNSC와의 통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PNSC는 두 Nexus1kvs를 모두 볼 수 있음).

1.3 IAC에 네트워크 추가

Advanced Network Services를 포함하는 조직 구축의 경우 Cisco IAC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필수 네트워크는 각 Nexus1kv에 인프라, 서비스 및 인터넷 전송이 구성됩니
다.즉, 각 네트워크의 레이어 2 도메인(VLAN)이 두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각 Nexus1kv에는 ESXi 호스트의 vmnic에 바인딩된 업링크가 있으며, 이 업링크는 물리적 스위치
패브릭으로 다시 트렁킹됩니다.이렇게 하면 레이어 2 도메인이 전파되고 격리되지 않는 한 통신이
호스트 대 호스트, 클러스터 간 또는 데이터 센터 간에도 전달됩니다.엔터프라이즈, 로드 밸런서 및
테넌트 네트워크는 조직 및 VDC 생성 중에 Cisco IAC에서 동적으로 생성되므로 여기에서 언급되
지 않습니다.사용자 및 관리 네트워크는 이 대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프라, 서비스 또는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를 추가하면 네트워크 경로가 사용할 Nexus1kv와 사용
할 데이터 센터를 결정합니다.네트워크가 알려진 모든 인스턴스(예: 각 esxi 호스트의 vSwitch, 각
Nexus1kv)를 추가하는 대신 특별히 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Cisco IAC 워크플로에서 나중에 vnic를 VM에 할당할 때 데이터센터에서 Nexus1kv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데이터 센터당 Nexus1000v가 구축되므로 데이터 센터 간에
이러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 문서에서 사용 중인 두 가상 스위치의 vCenter 통합의 예입니다



포트 프로파일이 Nexus1000v에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vCenter 포트 그룹으로 동일한 네트워
크가 존재하며 (Cisco IAC에서 검색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vCenter 포트 그룹에는
Nexus1000v와 관련된 네트워크 경로가 있습니다.IAC는 나중에 VM에 할당된 vnic에서 사용할 적절
한 네트워크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 테이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포트 그룹 및 네트워크
매핑을 유지 관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dd Network(네트워크 추가)를 수행할 때 개념 증명에 사용되는 특정 항목을 선택
합니다.

1.4 인프라 네트워크 - Cisco IAC에 네트워크 추가



1.5 서비스 네트워크 - Cisco IAC에 네트워크 추가



1.6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 - Cisco IAC에 네트워크 추가

1.7 네트워크 POD 생성

물리적 및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하려면 네트워크 POD가 필요합니다.이 경
우 각 네트워크 POD에서 각 Nexus1kv를 식별하고 사용할 VLAN의 범위를 제공합니다.여기서는
IAC가 할당된 네트워크와 VLAN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



Nexus1000v 가상 스위치 중 하나를 지정하고 개별 컴퓨팅 POD와 리소스 컨테이너에 매핑하기 위
해 별도의 네트워크 POD가 있어야 합니다.데이터 센터별로 하나씩 제공합니다.

Cisco IAC에서 테넌트, 엔터프라이즈 트랜짓 및 로드 밸런서를 위한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하는 경
우 해당 조직의 CSR(가상 디바이스)에 연결된 포트 프로필(vCenter 포트 그룹)이 있는 Nexus1kv
내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A의
CSR이 관리를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와 Nexus1kv A의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로 프로비저닝된 경우,
Cisco IAC는 테넌트 네트워크와 동일한 Nexus1kv에 엔터프라이즈 트랜짓 및 로드 밸런서 네트워
크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용된 네트워크 POD 설정입니다.

1.8 컴퓨팅 POD 생성

컴퓨팅 POD는 기본 인프라 유형을 식별합니다(이 경우 vCenter와 OpenStack 또는 EC2). 또한
POD는 vCenter 데이터 센터 및 UCS Manager(이 클러스터/POD를 지원하는 B-Series h/w를 나타
냅니다).

두 컴퓨팅 POD가 동일한 UCS Manager와 동일한 vCenter(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지만,
Cisco IAC가 발견한 모든 UCS Manager 및 vCent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다른 클러
스터/POD의 Nexus1kv를 참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개념 증명 중에 사용된 설정의 예입니다.(이것은 이미 생성된 컴퓨팅 POD의 수정 보기입
니다.)



1.9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는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리소스의 연결을 식별하고 어셈블하는 마
지막 단계입니다.각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통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컴퓨팅 POD가 네트워크 POD를 참조하므로 가상 스위치 및 테넌트 VLAN 범위가 서비스 리소스 컨
테이너에서 알려집니다.데이터 센터는 이전에 구성된 컴퓨팅 POD를 선택하여 식별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개의 VMware 클러스터와 데이터 저장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이 항목은 구축 중에 가상 네트워크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
용됩니다.

이전에 정의한 네트워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네트워크가 추가되었고 데
이터 센터의 일부인 Nexus1000v를 비롯한 네트워크 경로를 기반으로 한 유일한 선택만 수행되었
음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 데이터 센터의 가상 머신은 Nexus1000v의 네트워크 경로에만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데
이터 센터의 경우 Nexus1000v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경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각 데이터센터에 대해 어셈블된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입니다.리소스 풀 CPU 및 메모리
예약, 공유 크기(CPU만 해당) 및 제한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10 네트워크 POD에 공용 서브넷 추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프로비저닝 측면은 퍼블릭 서브넷의 추가입니다.Day0 of Cisco IAC 컨피
그레이션 중에 초기 네트워크 POD는 물론 공용 주소 풀도 추가됩니다.공용 주소는 보호되지 않는
공용 영역의 가상 머신, 부동 IP(고정 NAT)를 통한 보호 영역의 가상 머신 및 로드 밸런서 가상
IP(VIP)에 대한 인터넷 연결성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Nexus1000v에 해당하는 두 번째 네트워크 POD가 추가되었으므로 조직 생성을 수행하기
전에 이 네트워크 POD에 대한 공용 주소 범위를 추가해야 합니다.



1.11 조직 만들기

조직을 만들 때 양식의 항목 중 하나가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선택 옵션은 관리자
가 CSR, VSG, VPX(Advanced Network Services Virtual Devices) 구축 위치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어떤 네트워크에 연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어셈블한 컨테이너의 세부 정보가 편리하게 표시되므로 관리자가 이전에 어셈블된 전체 매
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조직 생성 중에 선택한 사항입니다.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와 동일한 이름의 리소스 풀에 구축
됩니다.



1.12 가상 데이터 센터 생성

조직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다음 단계는 가상 데이터 센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Create Virtual
Datacenter(가상 데이터센터 생성) 양식의 선택 사항에는 컴퓨팅 POD, 클러스터 및 데이터 저장소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에는 가상 네트워크 장치가 조직 생성을 구축
할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Create Virtual Data Center(가상 데이터 센터 생성
)를 선택하면 vCenter에 테넌트 VM이 구축될 위치가 결정됩니다.이러한 VM은 VDC에 따라 공용 및
/또는 전용 영역에 추가된 새로운 '테넌트'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센터(Support-II)를 예로 들면 2-Zone Gold VDC가 생성되었습니다.이 예에서 이
VDC는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동일한 클러스터 및 데이터 저장소에 VM을 보유합니다."테넌트
"- "VDC"의 명명 규칙이 있는 새 리소스 풀이 생성됩니다.

선택한 컴퓨팅 POD는 사용할 데이터센터용 Nexus1kv의 네트워크 POD가 있는 것과 일치해야 합
니다.즉, 관리자는 선택한 컴퓨팅 POD와 연결된 네트워크 POD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서비
스 리소스 컨테이너에도 사용된 컴퓨팅 POD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데이터 센터 아래에 있
는 모든 클러스터와 데이터 저장소만으로는 충분하지만, 간소화를 위해 동일한 클러스터 및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했습니다.



1.13 추가 고려 사항

Nexus1kv 트렁크의 데이터 업링크는 각 ESXi 호스트의 물리적 vmnic를 통해 패브릭에 VLAN을 전
송합니다.인프라, 서비스, 인터넷 전송 및 네트워크 POD VLAN 범위(후속 테넌트, 로드 밸런서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특정 VLAN을 전달하려면 이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업링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13 로컬 템플릿 등록 필요



   

Nexus1kv 트렁크의 데이터 업링크는 각 ESXi 호스트의 물리적 vmnic를 통해 패브릭에 VLAN을 전
송합니다.인프라, 서비스, 인터넷 전송 및 네트워크 POD VLAN 범위(후속 테넌트, 로드 밸런서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특정 VLAN을 전달하려면 이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1.14 컴퓨팅 POD 고려 사항

VDC 생성 중에 선택한 컴퓨팅 POD에는 사용하려는 Nexus1000v 가상 스위치가 포함된 네트워크
POD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이 제작 시 CSCuo41679 Create VDC Compute Pod(VDC 컴퓨팅 포드
생성) 드롭다운 옵션을 사용하여 Compute POD 추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여러 컴퓨팅 POD가 정의되었습니다.예를 들어, 'stress2 pod" 컴퓨팅 POD는 Nexus1kv A가
있는 네트워크 POD와 다른 컴퓨팅 POD와 연결됩니다. 'Stress2 컴퓨팅 POD 지원 II'는 Nexus1kv
B가 있는 다른 네트워크 POD와 연결됩니다.

기본 조직이 "Stress2 compute POD Support II"를 참조하는 서비스 리소스 컨테이너로 생성되었으
므로 CSR은 이미 Nexus1kv A의 네트워크 경로를 참조하여 배포됩니다. 이 CSR에 VDC를 만들고
Nexus1kv B에서 VDC에 대한 테넌트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하려고 하면 CSR에서 해당 조직에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CSR이 데이터 센터 A에 있고, Nexus1kvA가 있는 컴퓨팅 및 네트워
크 POD에 해당하며, 이제 데이터 센터 A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Nexus1kv B에서 VDC 네트워크가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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