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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NX-OS의 하위 비트(DN 비트) 무시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기능은
PE(Provider Edge) 라우터가 DN 비트가 설정된 CE(Customer Edge) 라우터에서 수신한 유형 3, 유
형 5 및 유형 7 LSA(link-state advertisement)를 무시하지 않고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경
로 계산에서 이러한 LSA를 고려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DN 비트는 PE-CE 시나리오에서
OSPF를 사용하는 L3VPN(Layer 3 VPN) 설정에서 라우팅 루프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기능
을 사용하면 PE 라우터의 허브-스포크 토폴로지와 같은 특정 특수 토폴로지에서 DN 비트 검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특정 토폴로지만 적용되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우팅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LI 명령

기능에 대한 CLI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down-bit-ignore

CLI 명령은 PE 라우터의 라우터 OSPF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모드에서만 볼 수 있
으며 PE 라우터의 라우터 OSPF 글로벌 모드(기본 VRF)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이 기능은 비 PE 라
우터의 라우터 OSPF VRF 모드에서 비활성화됩니다.

배경

OSPF가 PE와 CE 라우터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L3VPN 설정에서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클라우드에서 오는 MP-BGP(Border Gateway Protocol) 경로가 PE 라우터의
OSPF로 재배포되면 모든 LSA(유형 3, 유형 5 또는 유형 7)가 DN 비트 집합으로 생성됩니다.PE가
DN 비트가 설정된 유형 3, 5 또는 7 LSA를 CE 라우터에서 수신하면 LSA의 정보는 OSPF 경로 계
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LSA는 BGP 경로로 변환되지 않습니다.DN 비트 검사는 라우팅 루
프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OSPF PE-CE 설정의 허브-스포크 토폴로지(즉, 중앙 허브 PE 라우터에 모두 연결된 여러
PE 라우터가 있는 토폴로지)와 같은 특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한 스포크 PE의 LSA는 허브 PE와
CE 라우터에 연결되며, 이 라우터는 루프되어 다른 VRF로 돌아갑니다.그러나 이러한 LSA(유형 3,
5 또는 7)는 DN 비트 집합이 있으므로 OSPF 경로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LSA가 루프되고 허브
PE의 다른 VRF로 다시 들어올 때 처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스포크 PE로 전환되어야 합니
다.따라서 DN 비트 무시 기능은 PE 라우터에서 DN 비트 검사를 비활성화하는 노브를 제공했습니
다.

Hub-and-Spoke OSPF PE-CE 설정

VPN 태그와 DN 비트 무시 기능의 상호 운용성

Type 5 및 Type 7 LSA에는 외부 태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외부 경로 태그(VPN 태그)가 PE 하위
라우터에 할당된 도메인 태그와 다른 경우 PE 라우터에서 OSPF를 구현한 대부분의 OSPF는 유형
5 또는 유형 7 LSA를 수락합니다.DN 비트 무시 기능을 외부 경로 태그와 상호 운용하면 DN 비트
무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LSA의 외부 경로 태그가 하위 라우터에 할당된 도메인 태그와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만 PE 라우터가 DN 비트가 설정된 유형 5 또는 유형 7 LSA를 처리합니다.경로가 5 또는
7 유형인 경우 태그가 일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X-OS 동작과 Cisco IOS®의 비교.

Cisco IOS 동작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IOS는 "capability VRF-lite" 개념을 사용하여 다중 VRF CE 라우터의 DN 비트를 무시하
는 기능을 구현합니다.VRF-lite는 PE가 CE 라우터처럼 작동하는 기능과 DN 비트 무시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 모음입니다.Domain tag match와 같은 다른 검사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요약 경로를 처리합니다.

●

Cisco NX-OS에는 명시적 VRF-lite가 없습니다.일반적인 NX-OS VRF는 실제로 VRF-lite입니다
.

●

이 VRF 모드 명령은 Cisco IOS에서 사용됩니다.
# capability vrf-lite

●

결론적으로 이 기능을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그렇지 않으면 DN 비트를 무시하면 라우팅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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