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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Nexus 9000 Series 스위치에 Layer2 EVPN over Segment Routing MPLS를
구축/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BGP, OSPF, MPLS, LDP, RSVP, EVPN, SR(Segment Routing)에 대한 지식 필요

사용되는 구성 요소

9.3.(3)과 함께 실행되는 Cisco Nexus 스위치 93360YC-FX2

9.3.(3)과 함께 실행되는 Cisco Nexus 스위치 93240YC-F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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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레이어 2 VPN을 정의하고, VPLS/L2-EVPN은 IP/MPLS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 논리적 스위치드 아
키텍처에서 고객의 여러 지점을 연결하는 Multipoint-to-Multipoint Layer 2 VPN 서비스입니다.

레이어 2 EVPN-MPLS SR:

EVPN(RFC 7432)은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차세대 이더넷 서비스에 사용된 BGP
MPLS 기반 솔루션입니다.

●



EVPN은 기존 MPLS 기술의 'RD', 'RT', 'VRF'와 같은 여러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EVPN은 코어에서 컨트롤 플레인 기반 MAC 학습을 활성화하여 기존 VPLS와 대조적으로 작동
합니다.

●

EVPN에서 EVPN 인스턴스에 참여하는 PE는 MP-BG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컨트롤 플레인에
서 고객 MAC 경로를 학습합니다.

●

컨트롤 플레인 MAC 학습은 EVPN이 VPLS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
합니다. 여기에는 플로우당 로드 밸런싱을 통한 멀티홈(multihoming)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SR L2 EVPN은 NXOS 9.3(1)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이며 Nexus 9300 FX2 시리즈 플랫폼
에서 지원됩니다.

●

SR MPLS를 통한 L2 EVPN의 제한:

세그먼트 라우팅 레이어 2 EVPN 플러딩은 인그레스 복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함●

BUM 트래픽에 EVPN Type 3 경로를 사용합니다. ●

 MPLS 코어는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RP 억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PC의 일관성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L2 EVI와 L3 EVI를 함께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상위 레벨 구성 단계:

기능 설치●

IP 주소 구성 -언더레이●



IGP -OSPF 구성●

MP-BGP 구성●

VLAN 및 EVPN 오버레이 구성●

레이어 2에 대한 엔드 호스트 구성●



확인



참조

Cisco Nexus 9500, 9300, 9200, 3200 및 3100 플랫폼 스위치의 세그먼트 라우팅 백서

세그먼트 라우팅 MPLS를 통한 Layer2 EVPN 구성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nexus-9000-series-switches/white-paper-c11-737536.html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nexus9000/sw/93x/label-switching/b-cisco-nexus-9000-series-nx-os-label-switching-configuration-guide-93x/b-cisco-nexus-9000-series-nx-os-label-switching-configuration-guide-93x_chapter_01000.html#Cisco_Concept.dita_f9a89a6d-57f3-4a62-952f-c72173f1dfe0

	세그먼트 라우팅 MPLS를 통한 Nexus L2 EVPN 구현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배경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확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