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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8000 Series 어플라이언스를 스태킹하여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검사하는 트래픽의 양을 늘릴 수
있으며, 통합된 리소스를 하나의 공유 컨피그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Firepower 8000 Series 어플라이언스에서 스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택 구축에서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연결된 디바이스 중 하나가 기본 디바이스로 지정되며, 다른
모든 디바이스가 보조 디바이스로 지정되고 기본 디바이스에 추가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됩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스택의 모든 디바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태킹 케이블이 스태킹 모듈에 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팁:스태킹 케이블이 없는 경우 PID FP-NMSB-CABLE=을 사용하여 순서를 지정합니다.마찬가
지로 스태킹 모듈을 주문해야 하는 경우 스태킹 모듈에 대해 FP8000-STACK-MOD를 PID로 사
용합니다.

●

동일한 하드웨어 보유●

동일한 소프트웨어 버전 보유●

동일한 액세스 제어 정책 및 NAT 정책(있는 경우) 보유●

동일한 라이센스 보유●

참고:8360과 같은 고급 디바이스 모델의 경우 스택이 구성된 후에는 하나의 라이센스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스태킹할 개별 장치는 라이센스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디바이스가 스태킹
되면 디바이스 섹션이 아닌 스택 섹션 아래에 라이센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지원되는 디바이스



다음 차트에는 스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Firepower 디바이스의 지원되는 모델이 요약되
어 있습니다.각 모델의 세부 사양 및 처리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련 데이터 시트를 읽어 보
십시오.

제품군 지원되는 모델 기본 디바이스 보조 디바이스 총 랙 유닛

81xx 제품군 8140 단일 8140이 스택을 구성하지 않음 1U
8140* 1개의 8140이 기본으로,  보조 8140 1개 2U

82xx 제품군

8250 단일 8250이 스택을 구성하지 않음 2U
8260 1개의 8250이 기본으로, 보조 8250 1개 4U
8270 1개의 8250이 기본으로, 2개의 8250(보조) 6U
8290 1개의 8250이 기본으로, 8250 3개(보조) 8U

83xx 제품군

8350 단일 8350이 스택을 구성하지 않음 2U
8360 1개의 8350이 기본으로, 보조 8350 1개 4U
8370 1개의 8350이 기본으로, 보조 8350 2개 6U
8390 1개의 8350이 기본으로, 8350 3개(보조) 8U

* 8140 모델 디바이스의 섀시는 8120 및 8130 모델의 섀시와 동일합니다.그러나 스태킹 기능은
8140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82xx 및 83xx 제품군과 달리 모델 번호는 8140 디바이스 2개
로 구성된 스택에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등록 체크리스트

디바이스를 스택하려면 모든 디바이스를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Management Center에서 스택할 디바이스가 충분하지 않다
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스택에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8370 디바이스를 스태킹하려면 기본 디바이스와 나머지 2개의 보조 디바이스
를 Management Center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스택 멤버는 별도의 관리 IP 주소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제품을 사용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 Virtual Appliance(소프트웨어 버전 5.4.1.2)●

Firepower 8140 디바이스 2개(둘 다 버전 5.4.0.3 실행 중)●

스태킹 케이블●

스태킹 네트워크 모듈(NetMod)●

스태킹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이 Management Center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표시됩니다.

/content/en/us/products/security/firepower-8000-series-appliances/models-comparis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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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단계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FireSIGHT Management Center를 사용하여 스택을 설정합니다.다음 단계에
따라 스택을 구성합니다.

1단계. FireSIGHT Management Center에 로그인합니다.Devices > Device Management로 이동합
니다.이 페이지에서는 스택할 디바이스에 동일한 라이센스, OS 버전 및 액세스 제어 정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시스템 정책 및 상태 정책을 두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적용된 모든 정책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택의 모든 디바이스는 동일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2단계.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Add(추가)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Add Stack >
Primary Device를 선택합니다. 

3단계. 스택의 이름을 추가합니다.스택을 성공적으로 구성하려면 하나 이상의 보조 스택 멤버가 필
요합니다.보조 스택 멤버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선택합니다.



4단계. Add(추가)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사용 가능한 보조 디바이스 중 하나를 선
택합니다. 

5단계. 스택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케이블링될 때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6단계. 위 단계를 완료한 후 다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Stac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택에 있는 디바이스의 액세스 제어 정책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위 단계가 수행되면 진행률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스택이 설정됩니다.스택이 성공적으로 설정되면 Stack Status 메시지가 상태
를 확인합니다.

확인

1. Devices > Device Management로 이동합니다.관리되는 디바이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2. 새로 구성된 스택을 확인합니다.Stack 탭을 클릭합니다.스택 페이지에는 스택에 대한 다양한 정
보가 표시됩니다.



3. Stack 페이지에서 스택의 라이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스택의 라이센스는 Stack(스택) 탭에서 활성화됩니다.그러나 개별 디바이스에서 라이센
스를 활성화하려면 Devices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선택적으로, 개별 스택 멤버를 변경하려면 Select Device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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