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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Expressway의 스마트 라이센싱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지식과 액세스 권한을 얻을 것을 권장합니다.

위의 Cisco Expressway 버전 12.6.●

Cisco CSSM(Smart Software Manager) 액세스●

Smart Account(SA)●

가상 어카운트(VA)●

사용되는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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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은 라이센싱에 대한 새로운 생각입니다.기업 전체의 라이센스 경험
을 간소화하고 Cisco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구매, 구축, 추적 및 갱신할 수 있습니다.간단한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라이센스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Cisco Commerce에 주문을 하면 주문이 Smart Account와 연결되고, 이 정보는 cisco.com에 있는
Smart Software Manager에 입력됩니다.이제 주문하고 구매한 항목에 대한 전체 보기가 제공됩니
다.

CLI 또는 GUI를 통해 Smart Licensing이 활성화된 제품이 CSSM에 등록되고 CSSM에 라이센스 소
비를 보고합니다.사용량을 보고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직접 모델 - 디바이스가 인터넷과 직접 통신하거나 HTTPS 프록시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고객 환경에서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Cisco.com과의 통신은 HTTPS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모든 트
래픽은 전송에서 암호화됩니다.트래픽이 HTTPS 프록시 또는 전송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되는 경
우 추가 검사 또는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디바이스와 Cisco.com 간의 모든 통신이 중앙
위치를 통해 전달됩니다. 

Mediated Deployment Model(조정된 구축 모델) - 디바이스에 인터넷에 연결할 양식이 없으므로
Cisco.com에 연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서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이 구축 모델에서는 고객이 고객
프레미스에 CSSM 위성 가상 머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가상 머신은 모든 내부 호스트에서 연결



할 수 있습니다.온프레미스 위성은 시스코.com의 CSSM과 매월, 매주 동기화되는 연결된 모드로
구축할 수 있으며, 완전히 연결이 끊긴 구성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동으로 파일을 업
로드하고 다운로드해야 위성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30일마다 동기화를 수행하는 것이 좋
습니다. 

구성

1단계. Maintenance(유지 관리) > Smart Licensing 탭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Smart Licensing "On"(스마트 라이센싱) >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주의:Smart Licensing은 독점적이며 PAK(Product Authorization Key) 라이센싱 모드와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스마트 라이센싱을 PAK(Product Authorization Key)로 전환해야 하는 경
우 디바이스의 공장 재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개요(Overview) 탭에는 기능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Verify Device(디바이스)에서 Unregistered to CSSM or Satellite를 표시합니다.

3단계. 스마트 라이센싱 구축 모델에 따라 라이센싱 페이지에서 전송 설정을 선택합니다. 

직접:클라우드에 직접 연결●



사탈라이트 :CSSM과 직접 통신하는 온프레미스 솔루션●

프록시:https 프록시●

직접 모델의 경우 직접(Direct) 및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Do not share my hostname or IP
address with Cisco(내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Cisco와 공유하지 않음)를 선택합니다.보안 정책
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4단계. CSSM에서 토큰 생성

5단계. 토큰을 붙여넣고 Register(등록)를 클릭합니다.



참고:Cisco Expressway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스턴스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된 구축 모델

1단계.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온프레미스(On-Prem)를 선택하고 저장

2단계. CSSM 온프레미스 URL을 업데이트하고 올바른 URL을 입력합니다.



3단계. CSSM에 액세스하여 토큰 생성

4단계. 등록을 클릭하면 토큰을 붙여넣습니다.

인스턴스가 등록 중입니다.

상태가 등록됨으로 표시됩니다.



문제 해결

참고:Smart Licensing 옵션이 없으면 12.6에서 이전 VCS() 향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CLI에서 xstatus / license 명령으로 스마트 라이센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status // license

*s Show: /

License:

All:

Smart Licensing Status

======================

Smart Licensing is ENABLED

Registration:

Status: REGISTERED

Smart Account: petelive.cisco.com

Virtual Account: Default

Export-Controlled Functionality: ALLOWED

Initial Registration: SUCCEEDED on Jun 10 2020 07:57:22 UTC

Last Renewal Attempt: None

Next Renewal Attempt: Jul 11 2020 09:08:38 UTC



Registration Expires: Sep 11 2020 11:31:12 UTC

License Authorization:

Status: AUTHORIZED on Jun 10 2020 08:02:32 UTC

Last Communication Attempt: SUCCEEDED on Jun 10 2020 08:02:32 UTC

Next Communication Attempt: Jul 10 2020 08:02:31 UTC

Communication Deadline: Sep 08 2020 07:33:04 UTC

Data Privacy:

Sending Hostname: yes

Callhome hostname privacy: DISABLED

Smart Licensing hostname privacy: DISABLED

Version privacy: DISABLED

Transport:

Type: Smart

URL: https://petelive/SmartTransport

Proxy:

Not Con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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