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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Nexus 7000 Series 스위치를 Cisco ASR(Aggregated Services Router)과 함
께 사용하여 OTV(Overlay Transport Virtualization) L2(Layer 2) Data Center Interconnect 기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버전 6.2(x) 이상에서는 Nexus 7000 Series 스위치와 ASR 간에 상호 운용성 문제가 있
으며, 이는 Nexus 스위치의 Cisco 버그 ID CSCuo4890에 따라 해결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Nexus 및 ASR 플랫폼 모두에 대한 OTV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o44890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6.2(12)를 실행하는 M1 시리즈 라인 카드가 포함된 Cisco Nexus 7000 Series
스위치

●

Cisco IOS-XE® 버전 3.13 또는 3.14를 실행하는 Cisco 1000 Series 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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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 7000 Series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이 섹션의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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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 제공되는 예제는 다음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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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 다이어그램은 인접성 서버 예를 보여줍니다.그러나 상호 운용성 문제는 멀티캐스트
컨피그레이션의 시나리오에도 적용됩니다.

구성

이 섹션에서는 Nexus 및 ASR 디바이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N7K-1-OTV

N7K-1-OTV# show run otv

!Command: show running-config otv

!Time: Tue Dec 14 21:12:57 2010

version 6.2(12)

feature otv

otv site-vlan 3000

interface Overlay1

 otv join-interface Ethernet1/18

 otv extend-vlan 2001



 otv adjacency-server unicast-only

 no shutdown

otv-isis default

otv site-identifier 0x2

N7K-1-OTV#

N7K-2-OTV

N7K-2-OTV# show run otv

!Command: show running-config otv

!Time: Tue Dec 14 21:22:20 2010

version 6.2(12)

feature otv

otv site-vlan 3001

interface Overlay1

 otv join-interface Ethernet1/40

 otv extend-vlan 2001

 otv use-adjacency-server 10.1.1.2 unicast-only

 otv adjacency-server unicast-only

 no shutdown

otv-isis default

otv site-identifier 0x3

N7K-2-OTV#

ASR-OTV

ASR-OTV#show run

hostname ASR-OTV

!

otv site bridge-domain 1

!

otv site-identifier 0000.0000.0001

multilink bundle-name authenticated

!

interface Overlay1

 no ip address

 otv join-interface GigabitEthernet0/0/5

 otv use-adjacency-server 10.1.1.2 unicast-only

 otv adjacency-server unicast-only

 service instance 2001 ethernet

 encapsulation dot1q 2001

 bridge-domain 2001

 !

!

interface GigabitEthernet0/0/5

 description ****OTV Join interface****

 mtu 9216

 ip address 10.1.1.1 255.255.255.0

 shutdown

 negotiation auto

 cdp enable

!

interface GigabitEthernet0/0/6



 no ip address

 negotiation auto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untagged

 bridge-domain 1

 !

 service instance 2001 ethernet

 encapsulation dot1q 2001

 bridge-domain 2001

 !

ASR-OTV#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전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되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OTV 인접성이 나타나야 합니다.그러나 OTV 경
로/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가 사이트 2(N7K1)와 사이트 3(N7K2) 사이에서만 교환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 예제가 제공됩니다.

참고:이 경우 ASR과 Nexus 스위치 간에 경로가 교환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두 Nexus 스위치
간에 경로가 교환됩니다.

N7K-1-OTV

N7K-1-OTV# show otv adjacency

Overlay Adjacency database

Overlay-Interface Overlay1  :

Hostname      System-ID      Dest Addr  Up Time   State

N7K-2-OTV     002a.6ae7.d442 10.1.1.3    1w4d      UP

ASR-OTV       88f0.774a.2800 10.1.1.1    00:00:22  UP

N7K-2-OTV

N7K-2-OTV# show otv adjacency

Overlay Adjacency database

Overlay-Interface Overlay1  :

Hostname      System-ID      Dest Addr  Up Time   State

N7K-1-OTV     002a.6ae7.d441 10.1.1.2    1w4d      UP

ASR-OTV       88f0.774a.2800 10.1.1.1    00:00:20  UP

ASR-OTV

ASR-OTV#show otv adjacency

Overlay Adjacency Database for overlay 1

Hostname     System-ID      Dest Addr  Site-ID        Up Time   State

N7K-2-OTV    002a.6ae7.d442 10.1.1.3    0000.0000.0003 00:00:13  UP

N7K-1-OTV    002a.6ae7.d441 10.1.1.2    0000.0000.0002 00:00:19  UP



문제 해결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상황에서는(Nexus 스위치가 하나만 포함된 경우에도) ASR에서 tracebacks
및 Invalid Vlan Range 오류 메시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Apr  2 17:21:33.056: %CLNS-3-VLANRANGEERR:  (Overlay1): invalid vlan range received,

begin 131137536, end 131137536, step 1

-Traceback= 1#4b5dcf00e7618154330c28bbb7d4cf9c  :7F681D4E7000+BD95181

:7F681D4E7000+BD95C59 :7F681D4E7000+BD94D0D :7F681D4E7000+8703A8A

:7F681D4E7000+86CB1B9 :7F681D4E7000+8705E11 :7F681D4E7000+87052C8

:7F681D4E7000+86F7EDF :7F681D4E7000+86F79DA :7F681D4E7000+86F794B

:7F681D4E7000+86DC3FF :7F681D4E7000+86FF620

인접성은 작동 상태로 유지되지만, 어떤 경로도 교환되지 않으며 호스트는 OTV를 통해 서로 ping할
수 없습니다.이는 사이트 1과 사이트 2 사이의 모든 호스트와 사이트 1과 사이트 3 간의 모든 호스
트에 대해 발생합니다.

Cisco 버그 ID CSCuo44890은 Nexus 7000 Series 스위치 버전 6.2(12) 이상에서 새 CLI 명령
(interop-enable)을 도입했습니다. 이 명령은 사이트 간에 경로가 교환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스위치에 구성된 모든 OTV 에지 디바이스(OOED)에서 모든 오버레이를 종료합니다.1.

모든 Nexus 7000 Series OED에 대해 otv-isis 기본값 아래에서 interop 활성화를 구성합니다.2.

모든 OED에 대해 모든 오버레이를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7K-1-OTV(config)# interface Overlay 1

N7K-1-OTV(config-if-overlay)# shut

N7K-2-OTV(config)# interface Overlay 1

N7K-2-OTV(config-if-overlay)# shut

N7K-1-OTV(config-if-overlay)# otv-isis default

N7K-1-OTV(config-router)# interop-enable

N7K-1-OTV(config-router)# end

N7K-2-OTV(config-if-overlay)# otv-isis default

N7K-2-OTV(config-router)# interop-enable

N7K-2-OTV(config-router)# end

N7K-1-OTV(config)# interface Overlay 1

N7K-1-OTV(config-if-overlay)#no shut

N7K-2-OTV(config)# interface Overlay 1

N7K-2-OTV(config-if-overlay)#no shut

이제 경로 교환을 볼 수 있으며 OTV를 통해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이 절차는 네트워크의 모든 Nexus 7000 Series OTV 장치에 대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예에서 N7K2-OTV에서 interop-enable 명령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ASR-OTV 또는 N7K1-OTV
장치 뒤에 있는 호스트 중 하나에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o44890


   

관련 정보

ASR 1000 OTV 유니캐스트 인접성 서버 구성 예●

Cisco Nexus 7000 Series NX-OS OTV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Cisco 버그 ID CSCuo44890 - OTV FC:ASR1K와 N7K 간 상호 작동 실패●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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