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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FabricPath 도메인에서 MAC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릴리스 6.2(2)에 추가된 프록시
L2 학습 또는 프록시 MAC 학습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기능을 사용하면 FabricPath에서도 M
시리즈 모듈의 더 큰 MAC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FabricPath는 M 시리즈 모듈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M 시리즈 모듈의 MAC 테이블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FabricPath 기본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스파인 및 리프 스위치의 Nexus 7000 릴리스 6.2(2) 이상●

NX-OS 릴리스 6.2(2)●

스파인의 M1/M2 + F1 VDC(Virtual Device Context) 또는 M1/M2 + F2E VDC(L2/L3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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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VDC에 M 시리즈 모듈과 F1 또는 F2e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MAC 주소 학습은 F 시리즈
모듈의 코어 포트에서 발생합니다.이를 원격 MAC 학습이라고 합니다.이 원격 MAC 학습 모드에서
는 F 시리즈 MAC 테이블 용량 때문에 FabricPath 도메인에서 총 16,000개의 네트워크 MAC 주소로
제한됩니다.

릴리스 6.2(2) 이상에서는 F2e가 M 시리즈 모듈과 동일한 VDC에 있을 때마다 F2e는 레이어 2 모드
에서만 작동합니다.이 경우 M 시리즈 모듈의 더 큰 MAC 주소 테이블을 사용하여 FabricPath 도메
인에서 최대 128,000개의 총 MAC 주소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이를 수행하려면 프록시 MAC 학습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프록시 MAC 학습을 활성화하려면 사용자가 M1/M2 + F1 VDC 또는 M1/M2 + F2E VDC spine에서
원격 MAC 학습을 수동으로 비활성화하고, F2 스위치의 모든 코어 포트 SOC(Switch-on-Chicks) 및
코어 포트 SOCs에서 FabricPath 코어 포트 MAC 학습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모든 CE(Classic Ethernet) 포트에서 학습된 모든 로컬 MAC 주소는 모든 FabricPath 코어 포트에
동기화됩니다.이 내용은 F2/F2E 릴리스 6.1(2) 이상에서 변경되었으며 릴리스 6.2(2) 이상에서
F1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코어 포트(F2의 브로드캐스트 학습 제외)에서 MAC 학
습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리프 스위치에서 16,000개의 로컬 MAC
주소가 제한됩니다.이는 코어 포트 학습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이점

다음 테이블에는 지정된 최대 테이블 항목 수가 있습니다.

F1/F2/F2e MAC Address Table-16, 000 항목이를 통해 Nexus 7000 leaf당 16,000개의 로컬
MAC 주소가 있는 반면, Nexus 7000 leaf당 16,000개의 총 네트워크 MAC 주소(로컬 및 원격
)가 가능합니다.

●

M1/M2 MAC 주소 테이블-128, 000개 항목이를 통해 일반적인 설계에서 스파인에 총
128,000개의 네트워크 MAC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L2 leaves, L3/SVI spine). 이는 M1/M2 +
F1 VDC 또는 M1/M2 + F2E VDC를 스파인으로 가정합니다.

●

구성

이 섹션에서는 MAC 주소 학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mand Lookup Tool(등록된 고
객만 해당)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M1/M2 + (F1 또는 F2e) 혼합 스파인 VDC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모든 spine에서 원격 MAC 학습을 비활성화하려면 no mac address-table fabricpath remote-
learning 명령을 입력합니다.이렇게 하면 스파인 F1/F2e 모듈이 원격 MAC 주소를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M1/M2 모듈은 여전히 라우티드 트래픽에서 MAC 주소를 학습합니다
.FabricPath 도메인의 모든 스위치는 릴리스 6.2(2)를 실행해야 합니다.VDC당 컨피그레이션
입니다.

1.

no hardware fabricpath mac-learning module <x> [port-group <x>] 명령을 입력하여 코어 포
트만 있는 모든 SOC에서 FabricPath 코어 포트 MAC 학습을 비활성화합니다.이렇게 하면
F1/F2e 모듈이 멀티캐스트 프레임에서 학습하지 않습니다.M1/M2 모듈은 지정된 VLAN에 대
한 SVI(Switch Virtual Interface)가 있을 때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전송/수신하는 MAC 주소를
학습합니다.기본/관리자 VDC, 모듈별 또는 포트 그룹에 구성됩니다.경고:CE 포트가 없는
SOC에서만 비활성화합니다.CE 포트가 SOC에 있는 경우 코어 포트 학습을 비활성화하지 마
십시오.CE 포트에서 MAC 주소를 학습하려면 필요합니다.

2.

F2 리프 스위치가 있는 경우:

코어 포트가 연결된 모든 F2 SOC에서 FabricPath 코어 포트 MAC 학습을 비활성화하려면 no
hardware fabricpath mac-learning module <x> [port-group <x>] 명령을 입력합니다.이렇게 하
면 F2가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프레임에서 학습하지 않습니다.경고:CE 포트가 없는

3.



   

SOC에서만 비활성화합니다.CE 포트가 SOC에 있는 경우 코어 포트 학습을 비활성화하지 마
십시오.CE 포트에서 MAC 주소를 학습하려면 필요합니다.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을 입력합니다... F2 CE 에지 포트에서 허용되는 VLAN 목록을
정리하기 위한 명령이렇게 하면 F2 CE 포트가 지정된 VLAN에 대해 브로드캐스트의 모든 패
킷을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이는 필요하지 않지만 MAC 주소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
범 사례입니다.

4.

또한 Cisco 버그 ID CSCuj98135, N7K를 참조하십시오.FP 프록시 L2 학습은 유니캐스트 트래픽에
대해 프록시 L3 포워딩을 중단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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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M 시리즈와 F 시리즈 모듈 간 상호 운용●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j98135
//www.cisco.com/en/US/docs/switches/datacenter/sw/6_x/nx-os/fabricpath/configuration/guide/fp_switching.html#wp1791014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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