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IAC 4.0 네트워크 검색 문제 해결 가이드 
  

이 트러블슈팅 가이드에서는 Cisco IAC 4.0 네트워크 검색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

Cisco IAC    ●

      ●

  ●

    네트워크 검색 모듈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Process Orchestrator 연결 문제에 대한 IAC
래퍼서비스 항목을 만들 수 없음검색된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존재 검색인벤토리 검색토폴로지
검색

●

Cisco IAC의 네트워크 검색은 Cisco IAC에서 어떤 유형의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검색) 정보를 찾고
, 반환할 정보를 선택한 다음 사용할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Cisco IAC Network
Discovery의 상위 수준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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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AC    

Cisco IAC는 네트워크 검색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객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 /opt/cisco/XMP_Platform/discovery/conf/iac.properties Process Orchestrator와 상
호 작용하는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OVA를 구축하는 PowerCLI 스크립트에는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플랫폼 요소로 IAC Management Appliance를 등록하는 동안 동일한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로그 파일 /opt/cisco/XMP_Platform/logs/iac/discovery.log 로그 파일에 검색 프로세스 예외가
있습니다.로그가 회전됨연결할 수 없는 장치
/opt/cisco/XMP_Platform/discovery/output/unreachable.xml검색된 디바이스
/opt/cisco/XMP_Platform/discovery/output/devices.xml

2.

연결 매개변수 보기 "Service Portal/Setup/Connections/Update Cloud Infrastructure/로 이동
합니다. 플랫폼 요소 유형으로 "Cisco IAC Management Appliance"를 선택합니다.관리 어플라
이언스 IP 주소 선택"Service Item Manager(서비스 항목 관리자)"/ "Manage Service Items(서
비스 항목 관리)"로 이동하여 "Cloud Platform Elements(클라우드 플랫폼 요소)" 그룹을 확장
합니다. "Cisco IAC Management Appliance"로 이동합니다.

3.

연결 매개 변수 업데이트 "Service Portal/Setup/Connections/Update Cloud Infrastructure/로
이동합니다. 플랫폼 요소 유형으로 "Cisco IAC Management Appliance"를 선택합니다.관리 어
플라이언스 IP 주소 선택

4.

  

         :●

http://SERVER_HOST:8080/xmp-disc/disc/healthcheck●

 :●

http://SERVER_HOST:8080/xmp-disc/disc/healthcheck


http://SERVER_HOST:8080/xmp-disc/disc/version●

  ●

 /etc/appliance.version●

 :●

  ●

 /etc/appliance.manifest●

   

네트워크 검색 모듈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래퍼 응용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지 확인
Network Discovery Web 애플리케이션 xmp-disk.war이 $XMP_HOME/apache-tomcat-
7.0.40/webapps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는지 확인합니다.웹 응용 프로그램 배포 오류는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Startup.log을 참조하십시오.Apache Tomcat 디버그
레벨 $XMP_HOME/conf/logConfig/xmpmain_log4j.xml을 선택합니다(필요에 맞게 컨피그레이
션을 수정하고 수정한 후 네트워크 검색 모듈을 다시 시작).다음을 수행하여 Network
Discovery 모듈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xmp 상태필요한 경우 시작: 서비스 xmp 시
작관리 어플라이언스의 Tomcat 서버는 포트 8080을 수신 대기해야 합니다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Startup.log 로그 파일을 확인하여 네트워크 검색 모
듈이 오류 없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Process Orchestrator 연결 문제에 대한 IAC 래퍼 IAC 네트워크 검색 래퍼는 프로세스 검색 결
과를 전송하여 Process Orchestrator로 전송합니다.그런 다음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서비스 항
목이 생성됩니다.$XMP_HOME/discovery/conf/iac.properties 파일의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합
니다. Process Orchestrator 호스트 이름포트 이름 및 연결 프로토콜(HTTP 또는 HTTPS가 사
용 중인 것에 따라 다름)인증 유형(기본 또는 창)인증 유형이 Windows인 경우 인증 도메인자
격 증명관리에서 Process Orchestrator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Management
Appliance와 Process Orchestrator 간에 SSL을 사용하는 경우 SSL 컨피그레이션이 정확해야
합니다.통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Process Orchestrator to Management Appliance 컨
피그레이션과 동일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성 및 검증되어야 합니다.관리 대상 어플라이언스에
서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통신 오류가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iac/discovery.log에 기록됩니다.

2.

Process Orchestrator에서 서비스 카탈로그 - 서비스 항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Process
Orchestrator는 관리 어플라이언스에서 보낸 데이터와 네트워크 장치 서비스 항목에서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서비스 항목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합니다.일반적
으로 Process Orchestrator와 서비스 카탈로그 간의 통신 문제는 네트워크 검색과 관련이 없습
니다.그러나 서비스 항목을 만들지 못하면 네트워크 검색 모듈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카탈로
그가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etwork Discovery
모듈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DB가 현재 지속적이지 않으므로 Network Discovery
모듈을 다시 시작). 그런 다음 통신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 재검색을 수행하는 것입니다.누락된
서비스 항목이 생성되고 기존 항목이 네트워크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네트워크 검색
모듈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의 전체 재검색을 수행합니다.브라우저에서
http://<management_appliance>:8080/xmp-disk/disk/resync-topo로 전화합니다.Network
Discovery 모듈 저장소의 모든 토폴로지 링크는 Process Orchestrator로, 그런 다음 서비스 카
탈로그로 다시 전송됩니다.

3.

검색된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 존재 검색 로그 파일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existenceDiscovery.log에서 오류를 확인합니다
.$XMP_HOME/discovery/output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 devices.xml - 일치하는 자격 증명 및
기타 정보와 함께 모든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검색했습니다.unreachable.xml - 검색을 시도
했지만 실패한 모든 디바이스를 나열합니다.실패 이유를 확인합니다(<filterReason>).

4.

http://SERVER_HOST:8080/xmp-disc/disc/version


   

존재 검색 존재 여부 검색이 실행될 때마다 임시 구성 파일이
$XMP_HOME/discovery/conf/upload에 생성됩니다.디렉터리가 있고 쓰기 가능한지 확인하십
시오.이 디렉터리의 구성 파일을 확인하여 네트워크 검색 구성 및 입력 인수가 올바른지 확인
합니다("입력 매개 변수가 올바른지 확인" 참조).$XMP_HOME/discovery/conf에서 검색 구성
파일을 확인합니다.템플릿 파일은 IAC 소스 저장소의 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자동 검색을 실
행하기 전에 Mac 또는 Linux의 snmpwalk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SNMP 자격 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SNMP v2c:snmpwalk -v 3 -l authPriv -u snmpadmin -a MD5 -A
$PASSWORD -x AES128 -X $PASSWORD 10.10.10.10 1.3.6.1.2.1.1.5예: SNMP
v3:snmpwalk -v 3 -l authPriv -u admin -a MD5 -A $PASSWORD -x DES -X $PASSWORD
10.10.10.10 1.3.6.1.2.1.1.5인접 디바이스 검색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검색하려면 검색하려
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CDP 또는 LLDP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드 디바이스만
검색됩니다.Ping Sweep 검색에는 ICMP가 필요합니다. ICMP가 활성화되어 있고 디바이스가
ping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관리 어플라이언스의 IAC 사용자에게
$XMP_HOME/discovery/bin에서 fping 유틸리티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인벤토리 검색:검색된 디바이스에서 추가 인벤토리 정보(디바이스 유형, 시리즈 등)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대상 장치 유형에 대한 장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설치된 패키
지 목록은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devicePackageLoader.log을 참조하십시오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inventory.log에서 오류를 확인하십시오
.$XMP_HOME/conf/mdfdata.xml에 각 디바이스 유형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SSH를 통해, SNMP를 통해 v2c 또는 v3를 통해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자격 증
명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디바이스가 검색되었지만 인벤토리는 검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
니다.이는 일반적으로 디바이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디바이스 유형에 대
해 사용 가능/설치된 디바이스 패키지가 없습니다.또한 디바이스가 부분적으로 도달 가능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INFO 로그가 활성화되고(기본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인벤토리가 성
공적으로 읽힌 경우. 추가 인벤토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우
$XMP_HOME/instances/instance1/logs/iac/discovery.log에서 다음 행을 인쇄해야 합니다.예
:[정보] [XMPIceEventListener] 장치 2010에 대해 수집된 인벤토리

6.

토폴로지 검색 토폴로지 링크를 검색하려면 두 종료 지점 디바이스를 모두 검색해야 하며 인
벤토리를 성공적으로 쿼리해야 합니다.디바이스에서 CDP 또는 LLDP가 활성화되고 SNMP를
통한 인접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한 가지 일반적인 문제는 SNMP가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show cdp neighbors"도 수정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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