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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PDART(Cisco Prime Infrastructure Cisco DNA Center Assessment & Readiness Tool)는
Cisco Prime Infrastructure 구축을 분석하고 Cisco DNA Center가 현재 구축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PDART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Cisco Prime Infrastructure를 지원합니다.

활용 사례 - 150개 이상의 활용 사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활용 사례가 사용
중인지 또는 이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그런 다음 Cisco DNA Center에 대해 각 활용 사
례(사용/사용에만 해당)를 평가합니다.이러한 활용 사례가 현재 지원되는지, 지원되지 않는지,
아니면 Cisco DNA Center 로드맵에서 지원되는지를 평가합니다.수동 확인이 필요한 23개의
추가 활용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활용 사례가 보고서에 나열됩니다.

1.

배율 매개변수(Scale Parameters) - 9개의 배율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배율을 현재
구축에 대해 지원되는 최대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이러한 확장 매개변수를 다양
한 Cisco DNA Center 폼 팩터의 권장 범위와 비교합니다.

2.

보고서 - 툴에서 사용 및 예약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Cisco DNA3.



Center에서 사용 가능한 보고서와 비교하며, 이러한 보고서가 현재 지원되는지, 지원되지 않
는지, 로드맵에서 지원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디바이스 호환성 - 이 툴은 모든 관리되는 디바이스를 탐지하고 각 디바이스를 Cisco DNA
Center의 지원되는 디바이스 목록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하드웨어 호환성 및 소프트웨어 호환
성에 따라 각 디바이스를 평가합니다.

4.

플랫폼 확인 - 이 툴은 6개의 검사를 수행하고 Cisco Prime Infrastructure Appliance의 현재 상
태를 확인합니다.(검증이 곧 시작됩니다.)

5.

PDART는 읽기 전용이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용하기 쉬운 툴입니다.기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축
외부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도구의 출력은 다음을 포함하는 하나의 TAR GZ 파일입니다.

PDF 파일 - 현재 Cisco Prime Infrastructure 구축 및 Cisco DNA Center와의 매핑 요약 평가1.
로그 파일 - 콘솔 실행 로그가 들어 있습니다.2.
JSON 파일 - JSON 형식의 보고서를 포함합니다.3.

Cisco DNA Center Escalation Engineering, 영업 및 CX 센터 TAC Engines 팀과 협력하여 구축되었
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DNA Center 플랫폼 및 Cisco Prime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툴 요구 사항

Cisco Prime Infrastructure에서 실행되며 Cisco Prime Infrastructure 3.5 이상 버전에서만 작동
합니다.

●

Cisco DNA Center의 2.2.1.x 릴리스와 관련하여 구축을 평가합니다.●

사용자 'root'로 실행해야 합니다.●

툴 실행 방법

이 도구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 1:CLI에서 PDART 실행 파일 실행

1단계. Filezilla 또는 WinSCP와 같은 파일 전송 툴을 사용하여 Cisco Prime Infrastructure의 모든 디
렉토리로 'pdart' 실행 파일을 복사합니다.최신 버전의 pdart 실행 파일은 다음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CiscoDevNet/PDART/

2단계. 파일을 실행 파일로 변경합니다.

# chmod 755 pdart

3단계. CLI에서 파일을 실행하는 단일 명령입니다(사용자 'root'로 로그인했는지 확인).

# ./pdart

CLI의 샘플 출력입니다.

[root@pi ~]# ./pdart

####################################################

### ###

### Welcome to Cisco PDART ###

### version: 0.03 ###

### ###

####################################################

##

## Script Start Time: 2021-04-22_17:15:06

##

######

##

## Initiating Platform Checks ...

##

...

######

##

## All Checks completed, building the PDF ...

##

## Summary page built, working on the pages with the details...

## Report built for - Device compatibility checks...

## Report built for - Scale checks...

## Report built for - Use Case checks...

## Report built for - Reporting checks...

## Report built for - Platform checks...

##

## Script End Time: 2021-04-22_16:41:03

##

******

Cisco PDART Tool has successfully completed.

PDF report, run logs and a json of the results can be found at:

PDART tarfile - /localdisk/defaultRepo/pdart/PDART_2021-04-22_16-38-47.tar.gz

[root@pi ~]#

https://github.com/CiscoDevNet/PDART/


4단계. 툴에서 단일 TAR GZ 파일을 생성하며 '/localdisk/defaultRepo/pdart/'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Filezilla 또는 WinSCP를 사용하여 파일을 Prime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TAR GZ 파일은
복사 전후에 해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Cisco Prime Infrastructure에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선택적 단계).

[root@pi ~]# tar -xvf PDART_2021-04-22_16-38-47.tar.gz

PDART_report_2021-04-22_16-38-47.pdf

PDART_results_2021-04-22_16-38-47.json

PDART_runlog_2021-04-22_16-38-47.log

[root@pi ~]#

옵션 2:업데이트된 번들 파일(UBF 패키지)을 통해 PDART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출시 예정>

샘플 보고서

이 이미지에는 실행된 모든 검사를 요약한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가 포함됩니다.후속 페이지에는
실행된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툴 문제

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pdart-tool-support@cisco.com으로 문의하십시오.

mailto:pdart-tool-support@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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