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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Nexus 7000에서 ITD(Intelligent Traffic Director)를 트러블슈팅하고 확인하는 기본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서버 로드 밸런싱 구축을 사용하여 ITD와 관련된 개념을 설
명합니다.



IT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Cisco Intelligent Traffic Director 한눈에 보기●

Cisco Nexus 7000 Series NX-OS Intelligent Traffic Director 명령 참조●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ITD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Nexus 7000 Series 스위치●

Cisco NX-OS 버전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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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ITD는 ITD 노드로 구성된 다수의 디바이스 간에 특정 레이어 3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는 데 사용됩니다.

ITD는 NX-OS 버전 6.2(8) 이상에서 Nexus 7000에서 지원되며 버전 6.2(10)의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

ITD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라인 카드 유형, 섀시 유형 등)에 관계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ITD는 수퍼바이저 모듈 CPU에 부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ITD를 사용한 트래픽 흐름

이 문서의 정보는 이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합니다.이 시나리오에서 원하는 효과는 VLAN 40의 웹
서버로 주소가 지정된 VLAN 10의 호스트에서 Server 100과 Server 101 간에 로드 밸런싱되는 트래
픽입니다.

/content/dam/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nexus-7000-series-switches/at-a-glance-c45-732554.pdf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6_x/nx-os/itd/command/reference/n7k_itd_cmds/itd_cmds.html


ITD는 Nexus 7000에서 하드웨어에서 로드 밸런싱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기반 라우팅을 사용
합니다.ITD가 구성된 경우 ITD에 정의된 로드 밸런싱 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액세스
목록과 경로 맵이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

이러한 액세스 목록은 ITD 컨피그레이션에 구성된 인그레스 인터페이스에 생성 및 적용됩니다
.이 경우 VLAN 20에서 인그레스하는 트래픽은 액세스 목록 마스크에 의해 정의된 마지막 8진
수의 유효 비트를 기반으로 "bucket_1" 또는 "bucket_2"에 도달합니다.
N7k-2(config)# show ip access-lists

IP access list TEST_itd_vip_1_bucket_1

10 permit ip 1.1.1.0 255.255.255.127 192.168.30.1/32

IP access list TEST_itd_vip_1_bucket_2

10 permit ip 1.1.1.128 255.255.255.127 192.168.30.1/32

●

그런 다음 경로 맵은 인그레스 트래픽이 일치하는 절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전달합니다.이 예에
서는 "bucket_1"에 도달하는 트래픽이 192.168.40.100 노드로 포워딩되고 "bucket_2"에 도달하
는 트래픽이 192.168.40.101 노드로 포워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N7k-1(config)# show route-map TEST_itd_pool

route-map TEST_itd_pool, permit, sequence 0

Description: auto generated route-map for ITD service TEST

Match clauses:

ip address (access-lists): TEST_itd_vip_1_bucket_1

Set clauses:

ip next-hop verify-availability 192.168.40.100 track 2 [ UP ]

route-map TEST_itd_pool, permit, sequence 1

Description: auto generated route-map for ITD service TEST

Match clauses:

ip address (access-lists): TEST_itd_vip_1_bucket_2

Set clauses:

ip next-hop verify-availability 192.168.40.101 track 2 [ UP ]

●

IP 주소는 ITD에서 변환되지 않습니다.노드를 향해 Nexus 7000을 이그레스(egress)하는 트래
픽은 192.168.30.1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원래 소스 IP 주소를 유지합니다.

●

반환 트래픽은 ITD VIP 192.168.30.1의 소스 주소를 사용하여 원래 발신자에게 다시 유니캐스
트됩니다.

●



팁:인그레스 인터페이스당 주소 제품군당 하나의 PBR(Policy Based Routing) 인스턴스만 지
원됩니다.인터페이스를 ITD 인그레스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는 경우 ITD에서 로드 밸런싱 알고
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PBR을 사용하므로 이 인터페이스에서 추가 PBR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구성

이러한 기능은 ITD를 구성하는 VDC(Virtual Device Context)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N7k-1(config-itd)# show run | i feature

feature pbr

feature sla sender

feature sla responder

feature itd

1단계:ITD 장치 그룹 구성

ITD 디바이스 그룹은 웹 서버, 방화벽 등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될 노드 간 노드로 구성됩니다
.device-group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N7k-1(config)# itd device-group TAC-device-group

N7k-1(config-device-group)# node ip 192.168.40.100

N7k-1(config-device-group)# node ip 192.168.40.101

N7k-1(config-device-group)# probe icmp

프로브 컨피그레이션

프로브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면 다음 프로브 유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icmp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에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수신합니다.서버에서 응답을 반환하
면 ITD는 서버를 전달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dns 구성된 도메인을 서버로 전달하는 DNS(Domain Name Server)에 요청을 보냅니다.서버가 해당 도메인에
대해 구성된 IP 주소로 응답하면 ITD는 해당 주소를 up으로 표시합니다. 

udp 서버에 UDP 패킷을 전송하고 서버가 ICMP Port Unreachable 메시지를 반환하는 경우에만 서버를 실패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tcp
TCP 3-way 핸드셰이크를 시작하고 서버가 응답을 전송해야 합니다.핸드셰이크가 성공하면 ITD는 세션을
종료하기 위해 FIN을 보냅니다.응답이 유효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ITD는 서버를 실패한 것으로 표
시합니다. 

일반적으로 DNS, UDP 및 TCP 프로브는 노드 서버에서 실행되는 특정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인하
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브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면 다음 매개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빈도 - ITD는 x초마다 노드를 ping합니다.●

timeout - ITD는 y초 내에 노드에서 응답을 예상함●

retry-down-count - 노드가 "Probe Fail"로 표시되고 장애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 노드를 검색하
는 데 걸리는 시간

●

retry-up-count - 노드가 "OK(확인)"로 표시되고 풀에 다시 추가되기 전에 노드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이 컨피그레이션을 고려하십시오(프로브 icmp를 구성할 때 기본 컨피그레이션).

10초마다 노드를 ping합니다.1.
노드가 응답할 5초 허용2.
노드가 3번 응답하지 않으면 노드를 "Probe Fail"로 표시합니다.3.
노드가 3번 연속으로 응답한 후 노드를 "확인"으로 표시합니다.4.

이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ITD는 최소 35초(3 x 빈도 + 시간 제한) 후 도달 불가 상태가 되는 노드에
반응합니다.

노드 수준 대기

노드는 노드 레벨 또는 디바이스 그룹 레벨에서 대기 노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노드 수준 대기 는
연결된 활성 노드가 실패한 경우에만 트래픽을 수신합니다.디바이스 그룹 레벨 스탠바이 는 활성
노드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디바이스 레벨 대기 컨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7k-1(config-device-group)# node ip 192.168.40.100 standby 192.168.40.103

디바이스 그룹 대기 컨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7k-1(config-device-group)# node ip 192.168.40.106 mode hot-standby

2단계:ITD 서비스 구성

이 단계에서는 ITD 서비스가 정의되며, 즉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트래픽과 방법을 정의합니다.

ITD 서비스 구성

N7k-1(config)# itd TAC-ITD-service

디바이스 그룹 정의

이전에 구성한 디바이스 그룹을 참조합니다.

N7k-1(config-itd)# device-group TAC-device-group

인그레스 인터페이스 구성

이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트래픽은 ITD에 의해 로드 밸런싱됩니다.인그레스 인터페이스는 레이



어 3 인터페이스(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또는 SVI(Switched Virtual Interface))여야 합니다.

N7k-1(config-itd)# ingress interface vlan 20

각 레이어 3 인터페이스는 ITD의 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인그레스 인터페이스로 할당할 수 있습니
다.

주의:ITD 인그레스 인터페이스는 레이어 3 인터페이스여야 합니다.

ITD 가상 IP 주소 구성

ITD VIP(가상 IP 주소)는 호스트 및 노드와 다른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N7k-1(config-itd)# virtual ip 192.168.30.1 255.255.255.255 advertise enable

ITD VIP는 Nexus 7000 관점에서 의미 없는 인터페이스이며, 예를 들어, 스위치는 VIP로 보내진
ping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자동으로 생성되어 ITD 인그레스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경로 맵과
트래픽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팁:VIP 주소로 최종 노드를 구성할 때까지 ITD VIP에 ping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ITD 로드 밸런싱 방법 정의

load-balance method src ip buckets 2

로드 밸런싱 방법을 사용하면 로드 밸런싱 해싱 메커니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다음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소스 ip 소스 IP
src ip-l4port 소스 IP 및 L4 포트
dst ip 대상 IP
dst ip l4포트 대상 IP 및 L4 포트

팁:ITD 서비스 또는 디바이스 그룹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하려면 ITD 서비스가 종료 상태여야
합니다.

3단계:장애 조치 동작 정의

장애 조치 동작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TD가 노드 실패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N7k-1(config-itd)# failaction node reassign

ITD 관련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하려면 show run services 명령을 입력합니다.

N7k-2# show run services



!Command: show running-config services

!Time: Wed Apr 22 00:15:11 2015

version 6.2(10)

feature itd

itd device-group TAC

node ip 192.168.40.100

node ip 192.168.40.101

probe icmp frequency 10 timeout 5 retry-down-count 1 retry-up-count 1

itd TEST

device-group TAC

virtual ip 192.168.30.1 255.255.255.255 advertise enable

ingress interface Vlan20

failaction node reassign

load-balance method src ip buckets 2

no shut

4단계:노드 서버에서 ITD VIP를 루프백 인터페이스로 구성

서버가 ITD VIP로 주소가 지정된 트래픽을 처리하려면 서버의 루프백 인터페이스에서 IP 별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서버는 VIP 대상 주소에 대한 요청을 수락하고 ITD VIP 주소에서 응답을 제공합니
다.

Linux에서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 

Windows에서 Microsoft 루프백 어댑터를 설치하는 방법 

참고:서버의 IDT VIP 구성은 DSR(Direct Server Return)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어플라이언
스 로드 밸런싱(예: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로드 밸런싱)의 경우 VIP 컨피그
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구성 옵션

노드에 가중치 할당

또한 로드 밸런싱 방법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할할 버킷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버킷 컨피그레
이션은 선택 사항입니다.기본적으로 버킷 수는 구성된 노드 수와 같습니다.버킷 수를 구성하려면
값이 2(2, 4, 8, 16, 32 등)의 전력이어야 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N7k-2(config-itd)# load-balance method src ip buckets 16

기본적으로 버킷은 라운드 로빈 패턴의 활성 노드에 할당됩니다.그러나 버킷을 더 많이 포함하는
특정 노드의 가중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트래픽을 가중시켜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를 선호합
니다.device-group 컨피그레이션에서 가중치를 할당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에서 Server 101은
Server 100보다 2배 많은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N7k-1(config)# itd device-group TAC-device-group

http://linuxconfig.org/configuring-virtual-network-interfaces-in-linux
https://support.microsoft.com/en-us/kb/839013


N7k-1(config-device-group)# node ip 192.168.40.100 weight 33

N7k-1(config-device-group)# node ip 192.168.40.101 weight 66

N7k-1(config-device-group)# probe icmp

show itd 명령의 출력으로 버킷 할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7k-2(config-itd)# show itd

Name Probe LB Scheme Status Buckets

-------------- ----- ---------- -------- -------

TEST TCP src-ip ACTIVE 16

Device Group VRF-Name

-------------------------------------------------- -------------

TAC

Pool Interface Status Track_id

------------------------------ ------------ ------ ---------

TEST_itd_pool Vlan20 UP 3

Virtual IP Netmask/Prefix Protocol Port

------------------------------------------------------ ------------ ----------

192.168.20.1 / 255.255.255.255 IP 0

Node IP Config-State Weight Status Track_id Sla_id

------------------------- ------------ ------ ---------- --------- ---------

1 192.168.40.100 Active 33 OK 1 10001

Bucket List

-----------------------------------------------------------------------

TEST_itd_vip_1_bucket_1

TEST_itd_vip_1_bucket_3

TEST_itd_vip_1_bucket_5

TEST_itd_vip_1_bucket_7

TEST_itd_vip_1_bucket_9

TEST_itd_vip_1_bucket_16

Node IP Config-State Weight Status Track_id Sla_id

------------------------- ------------ ------ ---------- --------- ---------

2 192.168.40.101 Active 66 OK 2 10002

Bucket List

-----------------------------------------------------------------------

TEST_itd_vip_1_bucket_2

TEST_itd_vip_1_bucket_4

TEST_itd_vip_1_bucket_6

TEST_itd_vip_1_bucket_8

TEST_itd_vip_1_bucket_10

TEST_itd_vip_1_bucket_11

TEST_itd_vip_1_bucket_12

TEST_itd_vip_1_bucket_13

TEST_itd_vip_1_bucket_14

TEST_itd_vip_1_bucket_15

장애 조치 구성

노드가 실패하면 프로브는 이를 탐지하여 "프로브 실패" 상태로 전환합니다.기본적으로 ITD는 장애
가 발생한 노드로 트래픽을 계속 전달합니다.ITD가 실패한 노드에서 트래픽을 전환하도록 하려면
다음을 구성해야 합니다.



itd TEST

failaction node reassign

노드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수행되는 작업:

장애 조치 노드 재할당이 구성된 경우 ITD는 연결 불가 노드를 프로브 실패 모드로 전환하고 디
바이스 그룹의 다른 노드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

장애 조치 노드 재할당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시나리오 1:프로브 구성/대기 노드가 구성됨:트래
픽이 사용 가능한 첫 번째 대기 노드로 전달됩니다.시나리오 2:프로브가 구성됨, 구성된 대기
노드가 없음:트래픽이 재할당되지 않고 라우팅됩니다.시나리오 3:구성된 프로브가 없습니다
.ITD는 실패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트래픽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노드로 전달됩니다.

●

모든 노드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트래픽이 라우팅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본 ITD 구성 및 작업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TD 서비스 확인

ITD의 상태를 보려면 show itd 명령을 입력합니다.

서비스가 ACTIVE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디바이스 풀이 UP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드가 OK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N7k-2(config-itd)# show itd

Name Probe LB Scheme Status Buckets

-------------- ----- ---------- -------- -------

TEST TCP src-ip ACTIVE   16

Device Group VRF-Name

-------------------------------------------------- -------------

TAC

Pool Interface Status Track_id

------------------------------ ------------ ------ ---------

TEST_itd_pool Vlan20 UP       3

Virtual IP Netmask/Prefix Protocol Port

------------------------------------------------------ ------------ ----------

192.168.20.1 / 255.255.255.255 IP 0

Node IP Config-State Weight Status Track_id Sla_id

------------------------- ------------ ------ ---------- --------- ---------

1 192.168.40.100 Active 33 OK           1         10001

Bucket List

-----------------------------------------------------------------------

TEST_itd_vip_1_bucket_1

TEST_itd_vip_1_bucket_3

TEST_itd_vip_1_bucket_5

TEST_itd_vip_1_bucket_7

TEST_itd_vip_1_bucket_9

TEST_itd_vip_1_bucket_16



Node IP Config-State Weight Status Track_id Sla_id

------------------------- ------------ ------ ---------- --------- ---------

2 192.168.40.101 Active 66 OK           2         10002

Bucket List

-----------------------------------------------------------------------

TEST_itd_vip_1_bucket_2

TEST_itd_vip_1_bucket_4

TEST_itd_vip_1_bucket_6

TEST_itd_vip_1_bucket_8

TEST_itd_vip_1_bucket_10

TEST_itd_vip_1_bucket_11

TEST_itd_vip_1_bucket_12

TEST_itd_vip_1_bucket_13

TEST_itd_vip_1_bucket_14

TEST_itd_vip_1_bucket_15

동적으로 생성된 액세스 목록 및 경로 맵 확인

이 컨피그레이션은 ITD를 구성할 때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구성된 버킷당 액세스 목록 및 경로 맵 항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경로 맵 및 액세스 목록은 사전 설정된 ITD 서비스 이름(예: <service
name>_itd_vip_1_bucket_1)으로 생성됩니다.

●

N7k-2(config)# show ip access-lists

IP access list TEST_itd_vip_1_bucket_1

10 permit ip 1.1.1.0 255.255.255.127 192.168.20.1/32

IP access list TEST_itd_vip_1_bucket_2

10 permit ip 1.1.1.128 255.255.255.127 192.168.20.1/32

N7k-2(config)# sho route-map TEST_itd_pool

route-map TEST_itd_pool, permit, sequence 0

Description: auto generated route-map for ITD service TEST

Match clauses:

ip address (access-lists): TEST_itd_vip_1_bucket_1

Set clauses:

ip next-hop verify-availability 192.168.30.2 track 2 [ UP ]

route-map TEST_itd_pool, permit, sequence 1

Description: auto generated route-map for ITD service TEST

Match clauses:

ip address (access-lists): TEST_itd_vip_1_bucket_2

Set clauses:

ip next-hop verify-availability 192.168.30.2 track 2 [ UP ]

인그레스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확인

경로 맵이 ITD 인그레스 인터페이스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7k-2(config-itd)# show run int vlan 20

!Command: show running-config interface Vlan20

!Time: Thu Apr 23 00:42:41 2015

version 6.2(10)

interface Vlan20no shutdown

ip address 192.168.20.1/24



   

ip policy route-map TEST_itd_pool

프로브 구성 확인

이 명령의 출력에 프로브 빈도가 프로그래밍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7k-2# show run | i probe

probe icmp frequency 5

N7k-2# show run sla sender

!Command: show running-config sla sender

!Time: Tue Apr 28 18:04:02 2015

version 6.2(10)

feature sla sender

ip sla 10001

icmp-echo 192.168.40.100

frequency 5

ip sla schedule 10001 life forever start-time now

ip sla 10002

icmp-echo 192.168.40.101

frequency 5

ip sla schedule 10002 life forever start-time now

ITD를 구성할 때 IPSLA(Internet Protocol Service Level Agreement) 객체가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객체는 ITD 경로 맵에서 참조됩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Nexus 7000 Series NX-OS Intelligent Traffic Director 명령 참조●

Cisco Nexus 7000 Series NX-OS Intelligent Traffic Directo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x●

Cisco Intelligent Traffic Director 한눈에 보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6_x/nx-os/itd/command/reference/n7k_itd_cmds/itd_cmds.html#pgfId-1525279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6_x/nx-os/itd/configuration/guide/b-Cisco-Nexus-7000-Series-Intelligent-Traffic-Director-Configuration-Guide-Release-6x/b-Cisco-Nexus-7000-Series-Intelligent-Traffic-Director-Configuration-Guide-Release-6x_configuring-itd.html
/content/dam/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nexus-7000-series-switches/at-a-glance-c45-732554.pdf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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