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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IOS-XE 라우터에서 다중 보안 연결 가상 터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도 설명합니다.Multi-SA VTI는 암호화 맵 기반(정책 기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암호화 맵 기반 및 기타 정책 기반 구현과 역호
환됩니다.IOS-XE 16.12 릴리스 이후 이 기능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IOS-XE 라우터의 IPsec Virtual Private Network 구성●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IOS-XE 16.12.01a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는 ISR 4351 라우터를 기반으로 합
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호화 맵보다 가상 터널 인터페이스의 장점

암호화 맵은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출력 기능입니다.다른 피어에 대한 터널은 동일한 암호화 맵에서
구성됩니다.Access-list 항목은 어떤 피어 트래픽을 전송할 것인지 지정합니다.이러한 유형의 컨피
그레이션을 정책 기반 VPN이라고도 합니다.

가상 터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각 VPN 터널은 별도의 논리적 터널 인터페이스로 표시됩니
다.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어떤 피어 트래픽을 보낼지 결정합니다.이러한 유형의 컨피그레이션을 경
로 기반 VPN이라고도 합니다.

IOS-XE 16.12 릴리스 이전의 VTI 컨피그레이션은 암호화 맵 컨피그레이션과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터널의 양쪽 끝을 상호 운용하려면 동일한 유형의 VPN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IOS-XE 16.12에서 터널 인터페이스가 프로토콜 레벨에서 정책 기반 VPN으로 작동하지만 터널 인
터페이스의 모든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VTI가 암호화 맵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널 작동/작동 중지 상태를 더욱 쉽게 결정●

문제 해결 용이●

QoS, ZBF, NAT, Netflow와 같은 기능을 터널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모든 유형의 VPN 터널에 대한 간소화된 컨피그레이션●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구성

IKEv1

두 라우터 모두 IKEv1 암호화 맵 기반 솔루션으로 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A:

crypto isakmp policy 10

encryption aes

hash sha256

authentication pre-share

group 14

!

crypto isakmp key cisco123 address 192.0.2.2



!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map CMAP 10 ipsec-isakmp

set peer 192.0.2.2

set transform-set TSET

match address CACL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1.0 0.0.0.255 192.168.2.0 0.0.0.255

permit ip 172.16.1.0 0.0.0.255 172.16.2.0 0.0.0.255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address 192.0.2.1 255.255.255.0

crypto map CMAP

라우터 B:

crypto isakmp policy 10

encryption aes

hash sha256

authentication pre-share

group 14

!

crypto isakmp key cisco123 address 192.0.2.1

!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map CMAP 10 ipsec-isakmp

set peer 192.0.2.1

set transform-set TSET

match address CACL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2.0 0.0.0.255 192.168.1.0 0.0.0.255

permit ip 172.16.2.0 0.0.0.255 172.16.1.0 0.0.0.255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address 192.0.2.2 255.255.255.0

crypto map CMAP

라우터 A를 다중 SA VTI 컨피그레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을 구성해야 합니다.라우터
B는 이전 컨피그레이션으로 유지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인터페이스에서 암호화 맵을 제거합니다.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no crypto map

2. ipsec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역방향 경로는 선택적으로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고정 경로를 라우
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구성됩니다.

crypto ipsec profile PROF

set transform-set TSET

reverse-route

3. 터널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Crypto access-list는 ipsec 정책으로 터널 구성에 연결됩니다.터
널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IP 주소는 관련이 없지만 일부 값으로 구성해야 합니다.IP 주소는 "ip
unnumbered" 명령을 사용하여 물리적 인터페이스에서 차입할 수 있습니다.



interface Tunnel0

ip unnumbered GigabitEthernet0/0/0

tunnel source GigabitEthernet0/0/0

tunnel mode ipsec ipv4

tunnel destination 192.0.2.2

tunnel protection ipsec policy ipv4 CACL

tunnel protection ipsec profile PROF

4. 암호화 맵은 이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 crypto map CMAP 10

최종 라우터 A 컨피그레이션:

crypto isakmp policy 10

encryption aes

hash sha256

authentication pre-share

group 14

!

crypto isakmp key cisco123 address 192.0.2.2

!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ipsec profile PROF

set transform-set TSET

reverse-route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1.0 0.0.0.255 192.168.2.0 0.0.0.255

permit ip 172.16.1.0 0.0.0.255 172.16.2.0 0.0.0.255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address 192.0.2.1 255.255.255.0

!

interface Tunnel0

ip unnumbered GigabitEthernet0/0/0

tunnel source GigabitEthernet0/0/0

tunnel mode ipsec ipv4

tunnel destination 192.0.2.2

tunnel protection ipsec policy ipv4 CACL

tunnel protection ipsec profile PROF

IKEv2

두 라우터 모두 IKEv2 암호화 맵 기반 솔루션으로 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A: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ikev2 profile PROF

match identity remote address 192.0.2.2 255.255.255.255

authentication remote pre-share key cisco123

authentication local pre-share key cisco123

!

crypto map CMAP 10 ipsec-isakmp

set peer 192.0.2.2

set transform-set TSET

set ikev2-profile PROF



match address CACL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1.0 0.0.0.255 192.168.2.0 0.0.0.255

permit ip 172.16.1.0 0.0.0.255 172.16.2.0 0.0.0.255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address 192.0.2.1 255.255.255.0

crypto map CMAP

라우터 B: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ikev2 profile PROF

match identity remote address 192.0.2.1 255.255.255.255

authentication remote pre-share key cisco123

authentication local pre-share key cisco123

!

crypto map CMAP 10 ipsec-isakmp

set peer 192.0.2.1

set transform-set TSET

set ikev2-profile PROF

match address CACL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2.0 0.0.0.255 192.168.1.0 0.0.0.255

permit ip 172.16.2.0 0.0.0.255 172.16.1.0 0.0.0.255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address 192.0.2.2 255.255.255.0

crypto map CMAP

라우터 A를 다중 SA VTI 컨피그레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을 구성해야 합니다.라우터
B는 이전 컨피그레이션으로 유지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인터페이스에서 암호화 맵을 제거합니다.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no crypto map

2. ipsec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역방향 경로는 선택적으로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고정 경로를 라우
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구성됩니다.

crypto ipsec profile PROF

set transform-set TSET

set ikev2-profile PROF

reverse-route

3. 터널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Crypto access-list는 ipsec 정책으로 터널 구성에 연결됩니다.터
널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IP 주소는 관련이 없지만 일부 값으로 구성해야 합니다.IP 주소는 "ip
unnumbered" 명령을 사용하여 물리적 인터페이스에서 차입할 수 있습니다.

interface Tunnel0

ip unnumbered GigabitEthernet0/0/0

tunnel source GigabitEthernet0/0/0

tunnel mode ipsec ipv4

tunnel destination 192.0.2.2

tunnel protection ipsec policy ipv4 CACL

tunnel protection ipsec profile PROF



4. 암호화 맵은 이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 crypto map CMAP 10

최종 라우터 A 컨피그레이션: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ikev2 profile PROF

match identity remote address 192.0.2.2 255.255.255.255

authentication remote pre-share key cisco123

authentication local pre-share key cisco123

!

crypto ipsec profile PROF

set transform-set TSET

set ikev2-profile PROF

reverse-route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1.0 0.0.0.255 192.168.2.0 0.0.0.255

permit ip 172.16.1.0 0.0.0.255 172.16.2.0 0.0.0.255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address 192.0.2.1 255.255.255.0

!

interface Tunnel0

ip unnumbered GigabitEthernet0/0/0

tunnel source GigabitEthernet0/0/0

tunnel mode ipsec ipv4

tunnel destination 192.0.2.2

tunnel protection ipsec policy ipv4 CACL

tunnel protection ipsec profile PROF

라우팅 고려 사항

관리자는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이 터널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ipsec 프
로필 아래의 "reverse-route" 옵션을 사용하여 암호화 ACL에 지정된 네트워크에 대한 고정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로는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터널 인터페이스 대신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 더 구체적인 경로가 미리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제거해야 합
니다.

VRF 인식 컨피그레이션

이 예에서는 VRF 인식 암호화 맵 컨피그레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토폴로지

암호화 맵 구성:



ip vrf fvrf

ip vrf ivrf

!

crypto keyring KEY vrf fvrf

pre-shared-key address 192.0.2.2 key cisco123

!

crypto isakmp policy 10

encryption aes

hash sha256

authentication pre-share

group 14

!

crypto isakmp profile PROF

vrf ivrf

keyring KEY

match identity address 192.0.2.2 255.255.255.255 fvrf

!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crypto map CMAP 10 ipsec-isakmp

set peer 192.0.2.2

set transform-set TSET

set isakmp-profile PROF

match address CACL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vrf forwarding fvrf

ip address 192.0.2.1 255.255.255.0

crypto map CMAP

!

interface GigabitEthernet0/0/1

ip vrf forwarding ivrf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

ip route vrf ivrf 172.16.2.0 255.255.255.0 GigabitEthernet0/0/0 192.0.2.2

ip route vrf ivrf 192.168.2.0 255.255.255.0 GigabitEthernet0/0/0 192.0.2.2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1.0 0.0.0.255 192.168.2.0 0.0.0.255

permit ip 172.16.1.0 0.0.0.255 172.16.2.0 0.0.0.255

다중 SA VTI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vrf configuration under isakmp profile is only for crypto map based configuration

!

crypto isakmp profile PROF

no vrf ivrf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no crypto map

!

no crypto map CMAP 10

!

no ip route vrf ivrf 172.16.2.0 255.255.255.0 GigabitEthernet0/0/0 192.0.2.2

no ip route vrf ivrf 192.168.2.0 255.255.255.0 GigabitEthernet0/0/0 192.0.2.2

!

crypto ipsec profile PROF

set transform-set TSET

set isakmp-profile PROF

reverse-route

!

interface tunnel0



ip vrf forwarding ivrf

ip unnumbered GigabitEthernet0/0/0

tunnel source GigabitEthernet0/0/0

tunnel mode ipsec ipv4

tunnel destination 192.0.2.2

tunnel vrf fvrf

tunnel protection ipsec policy ipv4 CACL

tunnel protection ipsec profile PROF

최종 vrf 인식 컨피그레이션:

ip vrf fvrf

ip vrf ivrf

!

crypto keyring KEY vrf fvrf

pre-shared-key address 192.0.2.2 key cisco123

!

crypto isakmp policy 10

encryption aes

hash sha256

authentication pre-share

group 14

!

crypto isakmp profile PROF

keyring KEY

match identity address 192.0.2.2 255.255.255.255 fvrf

!

crypto ipsec transform-set TSET esp-aes 256 esp-sha256-hmac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ip vrf forwarding fvrf

ip address 192.0.2.1 255.255.255.0

!

interface GigabitEthernet0/0/1

ip vrf forwarding ivrf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

ip access-list extended CACL

permit ip 192.168.1.0 0.0.0.255 192.168.2.0 0.0.0.255

permit ip 172.16.1.0 0.0.0.255 172.16.2.0 0.0.0.255

!

crypto ipsec profile PROF

set transform-set TSET

set isakmp-profile PROF

reverse-route

!

interface tunnel0

ip vrf forwarding ivrf

ip unnumbered GigabitEthernet0/0/0

tunnel source GigabitEthernet0/0/0

tunnel mode ipsec ipv4

tunnel destination 192.0.2.2

tunnel vrf fvrf

tunnel protection ipsec policy ipv4 CACL

tunnel protection ipsec profile PROF

다음을 확인합니다.

터널이 성공적으로 협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터널 인터페이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지
막 두 열("status" 및 "protocol" 열)은 "up" 상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RouterA#show ip interface brief | i Tunnel0

Tunnel0 192.0.2.1 YES TFTP up up

현재 암호화 세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ow crypto session" 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P-ACTIVE"의 "Session status"는 IKE 세션이 올바르게 협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RouterA#show crypto session interface tunnel0

Crypto session current status

Interface: Tunnel0

Profile: PROF

Session status: UP-ACTIVE

Peer: 192.0.2.2 port 500

Session ID: 2

IKEv2 SA: local 192.0.2.1/500 remote 192.0.2.2/500 Active

IPSEC FLOW: permit ip 172.16.1.0/255.255.255.0 172.16.2.0/255.255.255.0

Active SAs: 2, origin: crypto map

IPSEC FLOW: permit ip 192.168.1.0/255.255.255.0 192.168.2.0/255.255.255.0

Active SAs: 2, origin: crypto map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이 올바른 터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RouterA#show ip route 192.168.2.0

Routing entry for 192.168.2.0/24

Known via "static", distance 1, metric 0 (connected)

Routing Descriptor Blocks:

* directly connected, via Tunnel0

Route metric is 0, traffic share count is 1

RouterA#show ip cef 192.168.2.100

192.168.2.0/24

attached to Tunnel0

자주 묻는 질문

Q:터널이 자동으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터널을 가동하는 데 트래픽이 필요합니까?

A:암호화 맵과 달리 다중 SA VTI 터널은 암호화 ACL과 일치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현재 라우팅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트래픽의 흐름이 중단되더라도 터널은 항상 켜져 있
습니다.

Q:트래픽이 VTI를 통해 라우팅되지만 트래픽의 소스 또는 대상이 이 터널에 대해 ipsec 정책으로 구
성된 암호화 ACL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A:이러한 트래픽은 삭제됩니다.각 패킷은 구성된 ipsec 정책에 대해 확인되며 암호화 ACL과 일치해
야 합니다.이러한 삭제 사유는 "Ipv4RoutingErr"로 등록됩니다. 이러한 삭제에 대한 통계는 다음 명
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terA#show platform hardware qfp active statistics drop

Last clearing of QFP drops statistics :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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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Drop Stats Packets Oct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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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4RoutingErr 5 500

Q:멀티 SA VTI에서 VRF, NAT, QoS 등의 기능이 지원됩니까?



A:예, 이러한 모든 기능은 일반 VTI 터널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문제 해결

IKE 프로토콜 협상을 트러블슈팅하기 위해 다음 디버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or IKEv1-based scenarios:

debug crypto isakmp

debug crypto ipsec

! For IKEv2-based scenarios:

debug crypto ikev2

debug crypto ip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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