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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GP(Border Gateway Protocol)와 함께 ip as-path access-list 명령에서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문서에서는 정규식을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합니다.정규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규식에 대한 Cisco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본 BGP 컨피그레이션입니다.자세한 내용은 BGP 사례 연구 및 BG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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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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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나리오

다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참조됩니다.

AS 4에서 시작된 네트워크만 라우터 1 입력 허용

라우터 1이 AS 4에서 시작되어 인터넷 경로가 없는 경로만 수신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라우터
1에 인바운드 액세스 목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p as-path access-list 1 permit ^4$

router bgp 1

 neighbor 4.4.4.4 remote-as 4

 neighbor 4.4.4.4 route-map foo in

route-map foo permit 10

 match as-path 1

이렇게 하면 AS 4에서 시작된 네트워크만 라우터 1에 허용됩니다.

AS 4를 통과한 네트워크만 AS 3에 진입 허용

AS 4를 통과한 네트워크만 라우터 3에서 AS 3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면 라우터 3에 인바운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ip as-path access-list 1 permit _4_

router bgp 3

 neighbor 2.2.2.2 remote-as 1



   

 neighbor 2.2.2.2 route-map foo in

route-map foo permit 10

 match as-path 1

ip as-path access-list 명령의 입력 문자열 및 출력 문자열로 밑줄(_)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예에
서는 고정(예: ^가 없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AS 4 앞뒤에 오는 자동 시스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S 4에서 시작된 Deny Networks(네트워크 거부) - AS 3 진입 및 기타 모든 네트워크
허용

AS 4에서 시작된 모든 네트워크를 거부하고 다른 모든 경로가 라우터 3에서 AS 3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라우터 3에서 인바운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ip as-path access-list 1 deny _4$

ip as-path access-list 1 permit .*

router bgp 3

 neighbor 2.2.2.2 remote-as 1

 neighbor 2.2.2.2 route-map foo in

route-map foo permit 10

 match as-path 1

AS 4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및 AS 4에 직접 연결된 AS만 라우터 1 입력

AS 1이 AS 4에서 시작된 네트워크와 AS 4의 직접 연결된 모든 AS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라우터
1에서 다음 인바운드 필터를 적용합니다.

ip as-path access-list 1 permit ^4_[0-9]*$

router bgp 1

 neighbor 4.4.4.4 remote-as 4

 neighbor 4.4.4.4 route-map foo in

route-map foo permit 10

 match as-path 1

ip as-path access-list 명령에서 캐럿(^)은 입력 문자열을 시작하고 "AS"를 지정합니다. 밑줄(_)은 문
자열에 "AS 4" 뒤에 null 문자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0-9]*는 유효한 AS 번호가 있는 연결된 모든
AS가 필터를 통과하도록 지정합니다.[0-9]* 구문을 사용하면 이 명령 문자열을 수정하지 않고 원하
는 수의 AS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AS-Regular Expression을 참조하
십시오.

관련 정보

BGP 지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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