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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DCI 스위치를 통해 보더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Cisco Nexus 9000 VXLAN 멀티사이
트 TRM 패브릭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폴로지

토폴로지 세부 정보

DC1과 DC2는 VXLAN을 실행하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 위치입니다.●

DC1 및 DC2 보더 게이트웨이는 DCI 스위치를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DCI 스위치는 VXLAN을 실행하지 않습니다.이들은 DC1에서 DC2로의 연결을 위해 언더레이
에 대해 eBGP를 실행하고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DCI 스위치는 테넌트
vrf로 구성됩니다.이 예에서는 vrf- "tenant-1"이 됩니다.

●

DCI 스위치는 비 VXLAN인 외부 네트워크에도 연결됩니다.●

VRFLITE 연결은 보더 게이트웨이에서 종료됩니다(VRFLITE 및 보더 게이트웨이 기능의 동시
존재 지원은 NXOS-9.3(3) 및 DCNM-11.3(1)에서 시작).

●

보더 게이트웨이가 애니캐스트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이 버전에서 TRM(Tenant Routed
Multicast)을 실행하는 경우 보더 게이트웨이를 vPC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다른 제한 사항은
Multisite TRM Configuration Guide 참조).

●

이 토폴로지의 경우 모든 BGW 스위치에는 각 DCI 스위치에 대해 두 개의 물리적 연결이 있습
니다.한 링크는 기본 VRF(사이트 간 트래픽에 사용됨)에 있고, 다른 링크는 VRF 테넌트-1에 있
으며, VRFLITE를 비 vxlan 환경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

PIM/멀티캐스트 세부사항(TRM 관련)



두 사이트 모두에 대해 언더레이 PIM RP는 스파인 스위치이며 Loopback254는 동일하게 구성
됩니다.VTEP가 PIM 레지스터와 PIM 조인을 스파인에 보낼 수 있도록 언더레이 PIM RP가 사
용됩니다(다양한 VNID에 대한 BUM 트래픽 복제를 위해).

●

TRM의 경우 RP는 다른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PIM RP가 토폴로지의 맨
위에 있는 코어 라우터로서 VXLAN 패브릭의 외부에 있습니다. 

●

모든 VTEP에는 코어 라우터가 각 VRF에 구성된 PIM RP로 지정됩니다.●

DC1-Host1이 그룹 239.144.144.144;DC2-Host1은 DC2에서 이 그룹의 수신자이고 vxlan에 대
한 호스트 외부(172.17.100.100)도 이 그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DC2-Host1이 그룹 239.145.145.145에 멀티캐스트를 보내고 있습니다.DC1-Host1은 DC1에서
이 그룹의 수신자이고 vxlan에 대한 호스트 외부(172.17.100.100)도 이 그룹에 가입하고 있습
니다.

●

DC2-Host2는 VLAN 144에 있으며 멀티캐스트 그룹(239.144.144.144 및 239.100.100.100)용
수신기입니다.

●

외부 호스트(172.17.100.100)이 DC1-Host1 및 DC2-Host1이 수신인 트래픽을 보내고 있습니
다.

●

이는 East/West Inter 및 Intra VLAN 및 North/South 멀티캐스트 트래픽 플로우를 다룹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9.3(3)을 실행하는 Nexus 9k 스위치●

DCNM 실행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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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단계

1) 이 문서는 VXLAN 멀티 사이트 기능을 사용하는 2개의 DC를 기반으로 하므로 2개의 Easy
Fabric을 생성해야 합니다.

2) MSD 생성 및 DC1 및 DC2 이동

3) 외부 패브릭 생성 및 DCI 스위치 추가

4) 멀티 사이트 언더레이 및 오버레이 생성

5) 보더 게이트웨이에서 VRF 확장 첨부 파일 만들기

6) 유니캐스트 트래픽 확인

7) 멀티캐스트 트래픽 확인

1단계:DC1용 Easy Fabric 생성

DCNM에 로그인하고 대시보드에서 옵션-> "Fabric Builder"를 선택합니다.●



"패브릭 생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패브릭 이름, 템플릿을 제공한 다음 "일반" 탭에서 관련 ASN, 패브릭 인터페이스 번호
지정, AGM(Any Cast Gateway MAC)을 입력합니다.

●



# AGM은 패브릭의 호스트에서 기본 게이트웨이 MAC 주소로 사용됩니다.이는 모든 리프 스위치에
서 동일합니다(패브릭 내의 모든 리프 스위치에서 애니캐스트 패브릭 포워딩을 실행하는 경우). 기
본 게이트웨이 IP 주소와 MAC 주소는 모든 리프 스위치에서 동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제 모드를 설정합니다.●



# 이 문서의 복제 모드는 멀티캐스트입니다.다른 옵션은 인그레스 복제(IR)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멀티캐스트 그룹 서브넷은 VTEP에서 BUM 트래픽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그룹
(ARP 요청과 유사)

# "Enable Tenant Routed Multicast(TRM)(TRM(Tenant Routed Multicast(TRM) 활성화)"의 확인란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자를 입력합니다.

vPC의 탭은 vPC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Protocols(프로토콜) 탭 옆에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관련 상자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고급 탭입니다.●



# 이 문서의 목적으로는 모든 필드가 기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ASN은 General(일반) 탭에서 제공한 ASN에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Resources(리소스)" 탭의 필드를 입력합니다.●



# Underlay Routing Loopback IP 범위는 BGP, OSPF와 같은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범위입니다.

# 언더레이 VTEP 루프백 IP 범위는 NVE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범위입니다.

# 언더레이 RP는 BUM 멀티캐스트 그룹에 사용되는 PIM RP용입니다.

관련 정보로 다른 탭을 입력한 다음 "저장"●

2단계:DC2용 Easy Fabric 생성

1단계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DC2용 Easy Fabric을 생성합니다.●

NVE 및 라우팅 루프백 및 기타 관련 영역에 대해 리소스에서 서로 다른 IP 주소 블록을 제공해
야 합니다.

●

ASN도 달라야 합니다.●

레이어 2 및 레이어 2 VNID가 동일함●

3단계:멀티사이트용 MSD 생성



아래 그림과 같이 MSD 패브릭을 생성해야 합니다.●

DCI 탭도 채웁니다. ●

# 멀티 사이트 오버레이 IFC 구축 방법은 "Direct_To_BGWS"입니다. 여기서 DC1-BGW는 DC2-
BGW와의 오버레이 연결을 형성합니다.토폴로지에 표시된 DCI 스위치는 트랜짓 레이어 3 디바이
스(및 VRFLITE)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멀티사이트 루프백 범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이 IP 주소는 DC1 및 DC2 BGW에
서 멀티 사이트 루프백 IP로 사용됩니다.DC1-BGW1 및 DC1-BGW2는 동일한 멀티 사이트 루

●



프백 IP를 공유합니다.DC2-BGW1 및 DC2-BGW2는 동일한 멀티 사이트 루프백 IP를 공유하지
만 DC1-BGW와 다릅니다.

# 필드가 채워지면 "save"를 클릭합니다.

#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완료하면 패브릭 빌더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DC1 및 DC2 패브릭을 멀티 사이트 MSD로 이동

# 이 단계에서는 DC1 및 DC2 패브릭이 3단계에서 생성된 Multisite-MSD로 이동됩니다. 다음은 동
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스크린샷입니다.



# MSD를 선택하고 "Move Fabrics(패브릭 이동)"를 클릭한 다음 DC1과 DC2를 하나씩 선택하고 "추
가"를 선택합니다.

# 두 패브릭을 모두 이동하면 홈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Multisite-MSD는 DC1 및 DC2를 멤버 패브릭으로 표시합니다.

5단계:VRF 생성

# VRF 생성은 MSD 패브릭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두 패브릭 모두에 적용됩니다.아래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크린샷입니다.



# 고급 탭도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6단계:네트워크 생성

# VLAN 및 해당 VNID를 생성하는 경우 SVI는 MSD 패브릭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패브릭은 두
패브릭 모두에 적용됩니다.



# "고급" 탭에서 BGW가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되어야 하는 경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모든 필드가 채워지면 "네트워크 생성"을 클릭합니다.

# 다른 VLAN/네트워크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7단계:DCI 스위치를 위한 외부 패브릭 생성

# 이 예에서는 2개 이상의 패브릭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DC1에서 DC2로의 패킷 경로에
있는 DCI 스위치를 고려합니다(사이트 간 통신에 관한 한). 

# 외부 패브릭에는 이 문서의 시작 부분에 표시된 토폴로지의 맨 위에 있는 2개의 DCI 스위치가 포
함됩니다.

# "external" 템플릿으로 패브릭 생성 및 ASN 지정

# 구축에 대한 기타 관련 필드 수정



8단계:각 패브릭에 스위치 추가

# 여기서는 패브릭당 모든 스위치가 각 패브릭에 추가됩니다.

스위치 추가 절차는 아래 스크린샷에 나와 있습니다.



# "Preseve Config"가 "NO"인 경우;존재하는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은 지워집니다.예외란 호스트 이
름, 부트 변수, MGMT0 IP 주소, VRF 컨텍스트 관리에서 라우트

# 스위치에서 올바르게 역할 설정(스위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역할 설정 후 관련 역
할 설정)

# 또한 스위치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정렬한 다음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합니다.







9단계:개별 패브릭에 대한 TRM 설정

다음 단계는 각 패브릭에서 TRM 확인란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모든 패브릭에 대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면 개별 패브릭의 VRF도 몇 가지 변경을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정보를 추가해
야 합니다.

●

# 이 작업은 VRF 섹션뿐만 아니라 DC1 및 DC2에서도 수행해야 합니다.



# VRF-> 239.1.2.100에 대한 멀티캐스트 그룹이 자동 입력 그룹에서 수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모
범 사례는 레이어 3 VNI VRF 및 모든 L2 VNI VNI BUM 트래픽 멀티캐스트 그룹에 서로 다른 그룹
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단계:보더 게이트웨이의 VRFLITE 구성

# NXOS 9.3(3) 및 DCNM 11.3(1)부터 보더 게이트웨이는 보더 게이트웨이 및 VRFLITE 연결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더 게이트웨이에는 외부 라우터와 VRFLITE 인접 디바이스가 있
으므로 외부 디바이스는 패브릭의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의 목적상, 보더 게이트웨이는 위에 표시된 토폴로지의 북쪽에 있는 DCI 라우터와
VRFLITE 인접 디바이스를 형성합니다. 

# 한 가지 주목할 점은VRFLITE 및 다중 사이트 언더레이 링크는 동일한 물리적 링크일 수 없습니다
.가상 및 다중 사이트 언더레이를 구성하려면 별도의 링크를 스핀업해야 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보더 게이트웨이에서 VRF LITE 및 멀티사이트 확장을 모두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표 형식 보기"로 전환

# "links" 탭으로 이동한 다음 "inter-fabric VRFLITE" 링크를 추가하며 소스 패브릭을 DC1로, 대상
패브릭을 DCI로 지정해야 합니다.

# 올바른 DCI 스위치로 연결되는 소스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링크 프로필의 # 로컬 및 원격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VRFLITE에 대한 DCI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도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auto deploy flag" 확인란
을 활성화합니다(이는 향후 단계에서 수행됩니다).

# ASN이 자동으로 입력됨

# 모든 필드에 올바른 정보가 입력되면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의 단계에서는 2개의 DCI 스위치로 연결되는 모든 4개의 보더 게이트웨이의 모든 BGW-DCI
연결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

이 문서의 토폴로지를 고려할 때 총 8개의 패브릭 간 VRF LITE 연결이 있을 것이며 아래와 같
습니다.

●



11단계:경계 게이트웨이의 다중 사이트 언더레이 구성

# 다음 단계는 각 패브릭의 모든 보더 게이트웨이에서 멀티사이트 언더레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이 용도로 BGW에서 DCI 스위치로 연결되는 별도의 물리적 링크가 필요합니다.10단계에서
VRFLITE에 사용된 링크는 다중 사이트 오버레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가 테넌트 vrf에 속할 이전 인터페이스와 달리 "default vrf"의 일
부가 됩니다(이 예에서는 테넌트-1).

# 아래 스크린샷은 이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BGW에서 DCI 스위치로의 모든 연결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총 8개의 패브릭 간 멀티사이트 언더레이 연결이 아래와 같습니다.



12단계:TRM에 대한 멀티 사이트 오버레이 설정

# 멀티사이트 언더레이가 완료되면 멀티사이트 오버레이 인터페이스/링크가 자동으로 채워지며 멀
티사이트 MSD 패브릭 내의 링크 아래 표 형식 보기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멀티사이트 오버레이는 각 사이트 BGW에서 다른 사이트로의 유니캐스트 통신에 필
요한 bgp l2vpn 이벤트 인접 디바이스만 형성합니다.그러나 vxlan 다중 사이트 기능으로 연결된 사
이트 간에 멀티캐스트가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멀티사이트 MSD 패브릭 내의 모든 오버레이 인터
페이스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TRM 확인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스크린샷은 이를 수행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13단계:MSD 및 개별 패브릭에서 저장/구축

# 위 단계에 따라 관련 구성을 푸시할 저장/구축 수행

# MSD를 선택하면 푸시될 컨피그레이션은 보더 게이트웨이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별 패브릭을 위해 저장/구축해야 하므로, 모든 일반 리프 스위치/VTEP에 관련 컨피그레
이션을 푸시합니다.



14단계:MSD용 VRF 확장 첨부 파일

# MSD를 선택하고 VRF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 이 문서에서 처럼 Extend 옵션은 "MULTISITE+VRF_LITE"여야 하며, Border Gateway 기능과
VRFLITE는 Border Gateway 스위치에 통합됩니다.

# AUTO_VRF_LITE가 true로 설정됩니다.

# BGW에서 DCI 스위치로의 아래에 표시된 대로 8개 모두에 대해 PEER VRF NAME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여기서는 DCI 스위치에서 동일한 VRF 이름을 사용합니다).

#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 VRF 확장을 생성하는 동안 Boder Gateway만 VRFLITE DCI 스위치에 추가 컨피그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 따라서 일반 리프는 별도로 선택한 다음 위에 표시된 각 테넌트 VRF의 "확인란"을 클릭해야 합니
다.

# Deploy(구축)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푸시합니다.

15단계:MSD에서 패브릭으로 네트워크 구성 푸시

# MSD 패브릭 내에서 관련 네트워크 선택 



# 현재 보더 게이트웨이만 선택됩니다.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이 경우 Regular Leaf 스위치
/VTEPs-> DC1-VTEP 및 DC2-VTEP를 선택합니다.

# 완료되면 "구축"을 클릭합니다(위의 6개 스위치 모두 컨피그레이션을 푸시함).

16단계:모든 VRF에서 VRF 및 네트워크 확인

# 이 단계는 모든 패브릭에서 VRF 및 네트워크가 "구축"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보류
중으로 표시되는 경우 컨피그레이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17단계:외부 패브릭에 컨피그레이션 구축



# 이 단계는 모든 관련 IP 주소 지정, BGP, VRFLITE 구성을 DCI 스위치에 푸시하기 위해 필요합니
다.

# 이를 수행하려면 외부 패브릭을 선택하고 "저장 및 구축"을 클릭합니다.

DCI-1# sh ip bgp sum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10.100.1,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73, IPv4 Unicast config peers 4, capable peers 4

22 network entries and 28 paths using 600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3/504], BGP AS path entries [2/12]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4.10.1       4 65000      11      10      173    0    0 00:04:42 5

10.4.10.9       4 65000      11      10      173    0    0 00:04:46 5

10.4.20.37      4 65002      11      10      173    0    0 00:04:48 5

10.4.20.49      4 65002      11      10      173    0    0 00:04:44 5

DCI-1# sh ip bgp sum vrf tenant-1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tenant-1,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33.10.2,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4, IPv4 Unicast config peers 4, capable peers 4

2 network entries and 8 paths using 120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2/336], BGP AS path entries [2/12]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33.10.1      4 65000       8      10       14    0    0 00:01:41 2

10.33.10.9      4 65000      10      11       14    0    0 00:03:16 2

10.33.20.1      4 65002      11      10       14    0    0 00:04:40 2

10.33.20.9      4 65002      11      10       14    0    0 00:04:39 2

DCI-2# sh ip bgp sum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10.100.2,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60, IPv4 Unicast config peers 4, capable peers 4

22 network entries and 28 paths using 600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3/504], BGP AS path entries [2/12]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4.10.5       4 65000      12      11      160    0    0 00:05:10 5

10.4.10.13      4 65000      12      11      160    0    0 00:05:11 5

10.4.20.45      4 65002      12      11      160    0    0 00:05:10 5

10.4.20.53      4 65002      12      11      160    0    0 00:05:07 5

DCI-2# sh ip bgp sum vrf tenant-1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tenant-1,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33.10.6,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4, IPv4 Unicast config peers 4, capable peers 4

2 network entries and 8 paths using 120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2/336], BGP AS path entries [2/12]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33.10.5      4 65000      10      11       14    0    0 00:03:28 2

10.33.10.13     4 65000      11      11       14    0    0 00:04:30 2

10.33.20.5      4 65002      12      11       14    0    0 00:05:05 2

10.33.20.13     4 65002      12      11       14    0    0 00:05:03 2

# 구축되면 각 DCI 스위치에서 모든 BGW 및 4개의 IPv4 VRF BGP 인접 디바이스까지 4개의 IPv4
BGP 인접 디바이스가 표시됩니다(테넌트 VRF EXtension용).



18단계:DCI 스위치 간 iBGP 구성

# DCI 스위치가 서로 연결된 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BGP IPv4 인접 디바이스가
DCI-1 스위치에서 다운스트림 연결이 중단되더라도 DCI-2를 통해 노스-사우스 트래픽을 계속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DCI 스위치 간에 iBGP IPv4 Neighbor가 필요하며, 각 측면에서도 next-hop-self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를 실현하려면 DCI 스위치에서 자유형을 스핀업해야 합니다.필수 구성 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토폴로지의 DCI 스위치 수는 vPC에서 구성됩니다.따라서 백업 SVI를 사용하여 iBGP 인접 디바
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DCI 패브릭을 선택하고 각 스위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정책 보기/수정"

# DCI-2 스위치에서도 동일한 변경을 수행한 다음 "저장 및 구축"을 수행하여 실제 구성을 DCI 스위
치로 푸시합니다.

# 완료되면 아래 명령을 사용하여 CLI 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CI-2# sh ip bgp sum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10.100.2,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87, IPv4 Unicast config peers 5, capable peers 5

24 network entries and 46 paths using 840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6/1008], BGP AS path entries [2/12]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4.10.5       4 65000    1206    1204      187    0    0 19:59:17 5

10.4.10.13      4 65000    1206    1204      187    0    0 19:59:19 5

10.4.20.45      4 65002    1206    1204      187    0    0 19:59:17 5

10.4.20.53      4 65002    1206    1204      187    0    0 19:59:14 5

10.10.8.1       4 65001      12       7      187    0    0 00:00:12 18    # iBGP neighborship

from DCI-2 to DCI-1

19단계:IGP/BGP 인접 디바이스 확인

OSPF 인접 디바이스

# 이 예에서 모든 Underlay IGP는 OSPF이므로 모든 VTEP는 spine이 포함된 OSPF 인접 디바이스
를 형성하며, 여기에는 한 사이트의 BGW 스위치도 포함됩니다.

DC1-SPINE# show ip ospf neighbors

 OSPF Process ID UNDERLAY VRF default

 Total number of neighbors: 3

 Neighbor ID     Pri State            Up Time  Address         Interface

 10.10.10.3        1 FULL/ -          1d01h    10.10.10.3      Eth1/1     # DC1-Spine to DC1-

VTEP 10.10.10.2 1 FULL/ - 1d01h 10.10.10.2 Eth1/2 # DC1-Spine to DC1-BGW2 10.10.10.1 1 FULL/ -

1d01h 10.10.10.1 Eth1/3 # DC1-Spine to DC1-BGW1

# 모든 루프백(BGP 라우터 ID, NVE 루프백)은 OSPF에서 광고됩니다.따라서 패브릭 내에서 모든
루프백이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학습되며, 이는 l2vpn evpn 인접 디바이스를 추가로 형성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GP 인접 디바이스

# 패브릭 내에서 이 토폴로지는 Spine에서 Regular VTEP까지, 그리고 Border Gateways까지 l2vpn
evpn 인접 디바이스를 갖습니다.

DC1-SPINE# show  bgp l2vpn evpn sum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L2VPN EVPN

BGP router identifier 10.10.10.4, local AS number 65000

BGP table version is 80, L2VPN EVPN config peers 3, capable peers 3

22 network entries and 22 paths using 528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14/2352], BGP AS path entries [1/6]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10.10.1 4 65000 1584 1560

80 0 0 1d01h 10 # DC1-Spine to DC1-BGW1 10.10.10.2 4 65000 1565 1555 80 0 0 1d01h 10 # DC1-Spine

to DC1-BGW2 10.10.10.3 4 65000 1550 1554 80 0 0 1d01h 2 # DC1-Spine to DC1-VTEP

# 이는 eBGP l2vpn 이벤트를 사용하여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피어링하는 보더 게이트웨이
가 있는 멀티 사이트 구축인 것을 고려하면 보더 게이트웨이 스위치에서 아래 명령을 사용하여 동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1-BGW1# show  bgp l2vpn evpn sum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L2VPN EVPN

BGP router identifier 10.10.10.1, local AS number 65000

BGP table version is 156, L2VPN EVPN config peers 3, capable peers 3

45 network entries and 60 paths using 948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47/7896], BGP AS path entries [1/6]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2/8]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10.10.4 4 65000 1634 1560 156 0 0 1d01h 8 # DC1-BGW1 to DC1-SPINE 10.10.20.3 4 65002 1258

1218 156 0 0 20:08:03 9 # DC1-BGW1 to DC2-BGW1 10.10.20.4 4 65002 1258 1217 156 0 0 20:07:29 9 #

DC1-BGW1 to DC2-BGW2 Neighbor T AS PfxRcd Type-2 Type-3 Type-4 Type-5 10.10.10.4 I 65000 8 2 0 1

5 10.10.20.3 E 65002 9 4 2 0 3 10.10.20.4 E 65002 9 4 2 0 3

TRM용 BGP MVPN 인접 디바이스

# TRM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모든 리프 스위치(BGW 포함)가 spine을 사용하여 mvpn 인접 디
바이스를 형성합니다.

DC1-SPINE# show bgp ipv4 mvpn summary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IPv4 MVPN

BGP router identifier 10.10.10.4, local AS number 65000

BGP table version is 20, IPv4 MVPN config peers 3, capable peers 3

0 network entries and 0 paths using 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0/0], BGP AS path entries [0/0]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10.10.1      4 65000    2596    2572       20    0    0    1d18h 0

10.10.10.2      4 65000    2577    2567       20    0    0    1d18h 0

10.10.10.3      4 65000    2562    2566       20    0    0    1d18h 0

# 또한 Border Gateways는 동서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올바르게 통과하도록 서로 mvpn 인접 디바
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DC1-BGW1# show bgp ipv4 mvpn summary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default, address family IPv4 MVPN

BGP router identifier 10.10.10.1, local AS number 65000

BGP table version is 6, IPv4 MVPN config peers 3, capable peers 3

0 network entries and 0 paths using 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0/0], BGP AS path entries [0/0]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2/8]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10.10.4      4 65000    2645    2571        6    0    0    1d18h 0

10.10.20.3      4 65002    2273    2233        6    0    0    1d12h 0

10.10.20.4      4 65002    2273    2232        6    0    0    1d12h 0

20단계:보더 게이트웨이 스위치에서 테넌트 VRF 루프백 생성

# 모든 경계 게이트웨이의 고유 IP 주소를 사용하여 테넌트 VRF에서 루프백 생성

# 이 용도로 DC1을 선택하고 DC1-BGW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인터페이스 관리
및 루프백을 생성합니다(아래 참조).



# 다른 3개의 보더 게이트웨이에서도 동일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21단계:DCI 스위치의 VRFLITE 구성

# 이 토폴로지에서 DCI 스위치는 BGW를 향해 VRFLITE로 구성됩니다.VRFLITE는 DCI 스위치의
북쪽을 향하도록 구성됩니다(예: 코어 스위치로).

# TRM을 위해 VRF 테넌트-1 내의 PIM RP는 VRFLITE를 통해 DCI 스위치에 연결된 코어 스위치에
있습니다.

# 이 토폴로지에는 DCI 스위치에서 다이어그램의 맨 위에 있는 VRF 테넌트 1 내의 코어 스위치로
IPv4 BGP 인접 스위치가 있습니다.

# 이 용도로, 하위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어 IP 주소와 함께 할당되고 BGP 인접 디바이스도 구축됩니
다(DCI 및 코어 스위치에서 CLI에서 직접 수행).

DCI-1# sh ip bgp sum vrf tenant-1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tenant-1,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33.10.2,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7, IPv4 Unicast config peers 5, capable peers 5

4 network entries and 10 paths using 168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3/504], BGP AS path entries [3/18]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33.10.1      4 65000    6366    6368       17    0    0    4d10h 2



10.33.10.9      4 65000    6368    6369       17    0    0    4d10h 2

10.33.20.1      4 65002    6369    6368       17    0    0    4d10h 2

10.33.20.9      4 65002    6369    6368       17    0    0    4d10h 2

172.16.111.2 4 65100 68 67 17 0 0 00:49:49 2 # This is towards the Core switch from DCI-1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DCI-1에서 코어 스위치로 향하는 BGP 인접 디바이스입니다.

DCI-2# sh ip bgp sum vr tenant-1

BGP summary information for VRF tenant-1, address family IPv4 Unicast

BGP router identifier 10.33.10.6, local AS number 65001

BGP table version is 17, IPv4 Unicast config peers 5, capable peers 5

4 network entries and 10 paths using 1680 bytes of memory

BGP attribute entries [3/504], BGP AS path entries [3/18]

BGP community entries [0/0], BGP clusterlist entries [0/0]

Neighbor        V    AS MsgRcvd MsgSent   TblVer  InQ OutQ Up/Down  State/PfxRcd

10.33.10.5      4 65000    6368    6369       17    0    0    4d10h 2

10.33.10.13     4 65000    6369    6369       17    0    0    4d10h 2

10.33.20.5      4 65002    6370    6369       17    0    0    4d10h 2

10.33.20.13     4 65002    6370    6369       17    0    0    4d10h 2

172.16.222.2 4 65100 53 52 17 0 0 00:46:12 2 # This is towards the Core switch from DCI-2

# 코어 스위치에서도 각 BGP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DCI-1 및 DCI-2로 돌아가기).

유니캐스트 확인

DC1-Host1에서 DC2-Host1으로 동부/서부

# 위의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DCNM 및 수동 CLI에서 푸시된 경우(1~21단계) 유니캐스트 연결성은
동/서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DC1-Host1# ping 172.16.144.2 source 172.16.144.1

PING 172.16.144.2 (172.16.144.2) from 172.16.144.1: 56 data bytes

64 bytes from 172.16.144.2: icmp_seq=0 ttl=254 time=0.858 ms

64 bytes from 172.16.144.2: icmp_seq=1 ttl=254 time=0.456 ms

64 bytes from 172.16.144.2: icmp_seq=2 ttl=254 time=0.431 ms

64 bytes from 172.16.144.2: icmp_seq=3 ttl=254 time=0.454 ms

64 bytes from 172.16.144.2: icmp_seq=4 ttl=254 time=0.446 ms

--- 172.16.144.2 ping statistics ---

5 packets transmitted, 5 packets received, 0.00% packet loss

round-trip min/avg/max = 0.431/0.529/0.858 ms

DC1-Host1에서 PIM RP(10.200.200.100)으로 북쪽/남쪽

DC1-Host1# ping 10.200.200.100 source 172.16.144.1

PING 10.200.200.100 (10.200.200.100) from 172.16.144.1: 56 data bytes

64 bytes from 10.200.200.100: icmp_seq=0 ttl=250 time=0.879 ms

64 bytes from 10.200.200.100: icmp_seq=1 ttl=250 time=0.481 ms

64 bytes from 10.200.200.100: icmp_seq=2 ttl=250 time=0.483 ms

64 bytes from 10.200.200.100: icmp_seq=3 ttl=250 time=0.464 ms

64 bytes from 10.200.200.100: icmp_seq=4 ttl=250 time=0.485 ms

--- 10.200.200.100 ping statistics ---

5 packets transmitted, 5 packets received, 0.00% packet loss

round-trip min/avg/max = 0.464/0.558/0.879 ms



멀티캐스트 확인

이 문서에서는 "tenant-1" VRF에 대한 PIM RP가 구성되어 VXLAN 패브릭에 외부에 있습니다.토폴
로지에 따라 PIM RP는 IP 주소-> 10.200.200.100을 사용하여 코어 스위치에 구성됩니다.

비 vxlan(코어 스위치 뒤)의 소스, DC2의 수신기

시작 부분에 표시된 토폴로지 참조

# 비 VXLAN 호스트-> 172.17.100.100에서 소싱된 노스/사우스 멀티캐스트 트래픽, 수신기가 두 데
이터 센터에 모두 있음.DC1-Host1-> 172.16.144.1 및 DC2-Host1-> 172.16.144.2, 그룹 ->
239.100.100.100

Legacy-SW#ping 239.100.100.100 source 172.17.100.100 rep 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1, 100-byte ICMP Echos to 239.100.100.100, timeout is 2 seconds:

Packet sent with a source address of 172.17.100.100

Reply to request 0 from 172.16.144.1, 3 ms

Reply to request 0 from 172.16.144.1, 3 ms

Reply to request 0 from 172.16.144.2, 3 ms

Reply to request 0 from 172.16.144.2, 3 ms

DC1의 소스, DC2의 수신기 및 외부

DC1-Host1# ping multicast 239.144.144.144 interface vlan 144 vrf vlan144 cou 1

PING 239.144.144.144 (239.144.144.144): 56 data bytes

64 bytes from 172.16.144.2: icmp_seq=0 ttl=254 time=0.781 ms       # Receiver in DC2

64 bytes from 172.17.100.100: icmp_seq=0 ttl=249 time=2.355 ms     # External Receiver

--- 239.144.144.144 ping multicast statistics ---

1 packets transmitted,

From member 172.17.100.100: 1 packet received, 0.00% packet loss

From member 172.16.144.2: 1 packet received, 0.00% packet loss

--- in total, 2 group members responded ---

DC2의 소스, DC1의 수신기 및 외부

DC2-Host1# ping multicast 239.145.145.145 interface vlan 144 vrf vlan144  cou 1

PING 239.145.145.145 (239.145.145.145): 56 data bytes

64 bytes from 172.16.144.1: icmp_seq=0 ttl=254 time=0.821 ms       # Receiver in DC1

64 bytes from 172.17.100.100: icmp_seq=0 ttl=248 time=2.043 ms     # External Receiver

--- 239.145.145.145 ping multicast statistics ---

1 packets transmitted,

From member 172.17.100.100: 1 packet received, 0.00% packet loss

From member 172.16.144.1: 1 packet received, 0.00% packet loss

--- in total, 2 group members respon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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