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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고객에게 vEdge 및 Cisco IOS® XE SD-WAN 장치를 포함하는 Cisco SD-WAN 컨트
롤러 및 Edge 라우터에 가장 적합한 SD-WAN 소프트웨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배경 정보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구성 요소를 다룹니다.

vManage●

컨트롤러(vBond,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vSmart)●

비디오 OS(vEdge100, vEdge1000, vEdge2000, vEdge5000, vEdge-Cloud 및 ISR1100-
4G/6G용)

●

Cisco IOS-XE SD-WAN●

Cisco는 광범위한 내부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 GA를 게시한 후 권장 릴리스를 만들기 전에 소프트웨
어 품질을 평가합니다.여기에는 릴리스에 대해 제출되거나 발견된 새로운 결함, 그 심각도 또는 영
향과 일반적인 필드 피드백이 포함됩니다.이 평가는 새 릴리스마다 수행됩니다.

현재 릴리스 개요



20.3.1 컨트롤러 및 vEdge 디바이스 빌드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20.3.1 20.3.x 열차의 첫 번째 릴리스
20.3.2 20.3.x 열차의 두 번째 릴리스

Cisco IOS-XE SD-WAN 17.3.1a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17.3.1 17.3.x 열차의 첫 번째 릴리스
17.3.2 17.3.x 열차의 두 번째 릴리스.

 20.3.2/17.3.2은 Cat 83xx/85xx 플랫폼을 지원하는 최초의 릴리스입니다.

19.2 컨트롤러 및 vEdge 장치 빌드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19.2.099 19.2.x 열차의 첫 번째 릴리스
19.2.1 19.2.x 열차를 위한 강화된 골든 릴리스
19.2.2 2번째 강화된 릴리스에서 재구축
19.2.3 3번째 Rebuild in Hardened 릴리스
19.2.31 중요한 버그 픽스가 포함된 중간 릴리스.

Cisco IOS-XE SD-WAN 16.12

Cisco IOS-XE SD-WAN 16.12는 CIsco IOS-XE SD-WAN을 위한 최초의 장기 릴리스 열차입니다.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16.12.1d 16.12.x 열차의 첫 번째 릴리스
16.12.2 16.12.x 열차를 위한 강화된 골든 릴리스
16.12.3 2번째 강화된 릴리스에서 재구축
16.12.4 3번째 강화된 릴리스에서 재구축

Cisco는 CSR1000v를 제외한 모든 구축에는 19.2.31/16.12.4을 권장합니다.CCO(Software
download page)에서도 권장 릴리스로 표시됩니다.CSR1000v의 경우 16.12.4a를 사용하십시오.

18.4 컨트롤러 및 vEdge 디바이스 빌드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18.4.1 18.4.x 열차의 첫 번째 릴리스
18.4.2 2번째 재구축
18.4.3 세 번째 다시 빌드
18.4.4 4번째 재구축 
18.4.5 5차 재구축 및 강화된 골든 릴리스

Cisco IOS-XE SD-WAN 16.10.X

Cisco IOS-XE SD-WAN 16.10.x는 Cisco IOS-XE SD-WAN을 위한 최초의 장기 릴리스 열차입니다.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16.10.1 16.10.x 열차 첫 번째 릴리스
16.10.2 2번째 재구축
16.10.3 3번째 재구축
16.10.4 4차 재구축 및 권장 골든 릴리스
16.10.5 5차 재구축 및 권장 GOLDEN 릴리스

Cisco는 18.4.x/16.10.x의 장기 구축 환경을 유지하려는 고객에게 18.4.5/16.10.5을 권장합니다.전
체 SD-WAN 호환성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0.1 컨트롤러 및 vEdge 디바이스 빌드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20.1.1 20.1 열차 첫 출시
20.1.1.1 vManage에만 재구축

20.1.12 이전 20.1.2의 중간 재구축(사실 20.1.1.2으로 읽어야
함)

20.1.2 20.1 열차 2차 발매

Cisco IOS-XE SD-WAN 17.2

Cisco IOS-XE SD-WAN 17.2.x는 Cisco IOS-XE SD-WAN을 위한 단기 릴리스 열차입니다.

릴리스 번호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17.2.1 17.2 기차 첫 출시
17.2.1v 임시 재구축
17.2.2 17.2 열차의 두 번째 릴리스

Cisco는 최신 기능을 익히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최신 20.1.2/17.2.2을 권장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랩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조기 채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CCO의 SD-WAN 릴리스

릴리스 컨트롤러/vEDGE/ISR1100-
4G/6G XE SD-WAN 설명

CCO에 표시된
권장 릴리스

18.4.5
19.2.31

16.10.5
16.12.4
16.12.4a(CSR1
000v)

CCO에서 사용
가능한 기타 릴
리스

20.3.1 20.3.2
19.2.31
20.1.2, 20.1.12
20.1.1, 20.1.1.1
19.23,19.2.1, (19.2.098)
18.4.5
17.2.10

17.3.1
17.2.2 17.3.2
17.2.1v
17.2.1
16.12.3,
16.12.2
해당 없음
(16.10.4)
해당 없음
16.10.3a,16.10.
3b

지연된 릴리스.
고객은 다운로드

19.3.0
19.2.099, 19.2.097, 19.2.0

해당 없음
16.12.1e,



할 수 없습니다.

19.1.0
18.4.303,18.4.302,18.4.3,18.4.1,
18.4.0
18.3.7, 18.3.6, 18.3.5, 18.3.4,
18.3.3.1, 18.3.1, 18.3.0
17.2.9, 17.2.8, 17.2.7, 17.2.6,
17.2.5, 17.2.4

16.12.1d,
16.12.1b
16.11.1
16.10.3,
16.10.2,
16.10.1
16.9.4, 16.9.3,
16.9.2, 16.9.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isco SD-WAN 하드웨어 호환성 매트릭스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d-wan/compatibility-matrix.html

구성 가이드

https://www.cisco.com/c/en/us/support/routers/sd-wan/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
guides-list.html

해결된 결함 및 미결 결함 목록 

20.3.1에서 해결된 버그 및 열기●

17.3.1a에서 해결된 버그 및 열기●

19.2.x에서 해결된 버그 및 열기 ●

16.12.x에서 해결된 버그 및 열기●

18.4.x 및 16.10.x에서 버그 해결 및 열기●

20.1.x에서 해결된 버그 및 열기●

17.2.x에서 해결된 버그 및 열기●

릴리스 정보

20.3.1: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vedge-20-3/sd-wan-rel-
notes-20-3.html

20.1.x: 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20-1/sd-wan-rel-notes-
20-1.html

19.2.x: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19-2/sd-wan-rel-notes-
19-2.html

18.4.4/16.10.4: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6-10-18-
4/sd-wan-rel-notes-xe-16-10-18-4.html

17.3.1a: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3/sd-wan-rel-
notes-xe-17-3.html

17.2.x: 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2/ios-xe-sd-wan-

/content/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d-wan/compatibility-matrix.html
/content/en/us/support/routers/sd-wan/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ontent/en/us/support/routers/sd-wan/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vedge-20-3/sd-wan-rel-notes-20-3.html#reference_nqd_2d1_cl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3/sd-wan-rel-notes-xe-17-3.html#reference_znm_zyz_bl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19-2/sd-wan-rel-notes-19-2.html#reference_vxd_b4d_bh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6-12/ios-xe-sd-wan-re-notes-16-12.html#reference_vxd_b4d_bh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6-10-18-4/sd-wan-rel-notes-xe-16-10-18-4.html#reference_hcb_5dp_1j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20-1/sd-wan-rel-notes-20-1.html#reference_nqd_2d1_cl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2/ios-xe-sd-wan-re-notes-17-2.html#reference_znm_zyz_blb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vedge-20-3/sd-wan-rel-notes-20-3.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vedge-20-3/sd-wan-rel-notes-20-3.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20-1/sd-wan-rel-notes-20-1.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20-1/sd-wan-rel-notes-20-1.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19-2/sd-wan-rel-notes-19-2.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19-2/sd-wan-rel-notes-19-2.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3/sd-wan-rel-notes-xe-17-3.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3/sd-wan-rel-notes-xe-17-3.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2/ios-xe-sd-wan-re-notes-17-2.html


re-notes-17-2.html

16.12.x:https://www.cisco.com/c/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6-12/ios-xe-sd-
wan-re-notes-16-12.html

관련 정보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d-wan/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en/us/support/routers/sd-wan/series.html●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7-2/ios-xe-sd-wan-re-notes-17-2.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6-12/ios-xe-sd-wan-re-notes-16-12.html
/content/en/us/td/docs/routers/sdwan/release/notes/xe-16-12/ios-xe-sd-wan-re-notes-16-12.html
/content/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d-wan/compatibility-matrix.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routers/sd-wan/serie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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