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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IRL 1.6.65 샌드박스 7 월  

릴리스 v1

  

본 샌드박스에 대하여  

이 Cisco VIRL 1.6.65 Sandbox July Release v1 샌드박스 가이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샌드박스에 대하여  

필요사항   

솔루션 소개   

구성도  

시작하기 

시나리오 1. 샘플 토폴로지 수정 

시나리오 2. 디자인 모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구성 

What’s Next?  

    

필요사항  

아래 항목은 데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 입니다. 

필수 옵션  

  

Solutions Readiness Engineers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19 년 7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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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컴퓨터 Cisco AnyConnect®  

솔루션 소개 

Cisco Virtual Internet Routing Lab (VIRL)은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쉽게 구축, 구성 및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다목적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VIRL 을 

통해 고객이 실제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준비하는 비용없이 디자인, 교육, 테스팅 릴리스 및 구성 준비와 

같은 중요한 미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는 Cisco 네트워킹 아키텍처 및 라우팅 기본 사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중요: 이 데모는 5 개의 가상 CPU 와 25GB 의 메모리가 포함된 VM(virtual machine) 내에서 실행되는 

샌드박스입니다. 따라서 단일 토폴로지에 포함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는 제한됩니다.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토폴로지 수도 제한됩니다. 실제 디바이스 및 토폴로지 수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VM Maestro 및 VIRL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RL 학습 랩 튜토리얼을 참조합니다. 

본 샌드박스는 다음 기능을 강조합니다:  

테이블 1:  

Cisco VM Maestro  •  유연한 네트워크 레이아웃 및 컨넥션 

 •  네트워크 구성 생성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로컬에서 실행하고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Cisco VIRL  •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축을 위한 가상 환경 

 •  네트워킹 구성 요소 시뮬레이션 

 •  Cisco 운영 체제 (IOS-XE, IOS Classic, IOS-XR 및 NX-OS)를 실행하는 다양한 가상 

머신(VMs)을 지원 

 •  3rd 파티 VM 지원 

 •  모든 노드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캡처 및 분석 

 •  물리적 구축하기 전에 구성 유효성 확인 

http://virl-dev-innovate.cisco.com/tutori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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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본 데모는 시나리오의 원활한 진행 및 솔루션이 제공하는 각 기능들의 동작 확인을 위해 사전 설정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은 별도 제공되는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며 토폴로지 메뉴에 

있는 구성요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IP 어드레스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2 : 사전 구성된 로그인 자격 증명  

유형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노트 

VM Maestro default user  guest guest 
  

Linux VM jump host  guest guest 대부분의 경우 이 자격 증명 정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프로젝트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nux servers default user  cisco  cisco  구성 메뉴의 Build Initial Configurations (초기 구성 구축)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자격 증명 

정보입니다. 

Cisco VM  cisco  cisco  구성 메뉴의 Build Initial Configuration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자격 증명  정보입니다. Build Initial 

Configuration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테이블 3 를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3: Build Initial Configuration 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 

소프트웨어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노트 

ASAv  N/A  N/A  디폴드 패스워드 없음; 디폴드 패스워드 활성화 없음; 디폴드 구성이 있음 

    

CSR1000v  N/A  N/A  디폴드 패스워드 없음; 디폴드 패스워드 활성화 없음; 디폴드 구성 가능 

ISOv  N/A  N/A  디폴드 패스워드 없음; 디폴드 패스워드 활성화 없음; 디폴드 구성 가능 

ISOvL2  N/A  N/A  디폴드 패스워드 없음; 디폴드 패스워드 활성화 없음; 디폴드 구성 가능 

IOS XRv  • admin  

• cisco  

• lab  

• admin  

• cisco  

• lab  

디폴드 구성 가능 

NXOSv  • admin  • admin  디폴드 구성 가능 

Linux/Cloud-init  N/A  N/A  클라우드 초기 구성 주입 필요; 기본 사용자 이름 또는 패스워드 없음 



Sandbox Guide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4 of 16  

구성 요소 세부 사항  

이 데모에 사용되는 VIRL 릴리스에는 다음 버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OpenStack Mitaka  

• VIRL_CORE 0.10.37.32  

• AutoNetkit 0.24.1/0.23.12  

• Topology Visualization Engine 0.17.28  

• Live Network Collection Engine 0.12.11  

• VM Maestro 1.6.0-534  

내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참조 모델 VM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OSv - 15.7(3)M (신규)  

• IOSv L2 - 15.2.1 (06.2018) (신규)   

• IOS XRv - 6.1.3 image  

• IOS XRv 9000 - 6.5.1 image (신규) (BUNDLED 가 아님, UWM 의 VIRL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 설치해야 

함)  

• CSR 1000v - 16.9.1 XE-based image (신규)  

• NX-OSv 7.3.0.1 (Nexus 7000)  

• NX-OSv 9000 9.2.3 (Nexus 9000) (신규) (BUNDLED 가 아님, UWM > VIRL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치해야 

함)  

• ASAv 9.9.2 (신규)  

• CoreOS 1632.2.1 (신규)  

• Ubuntu 16.04.3 Cloud-init image  

리눅스 컨테이너 이미지(Linux Container Images)  

• Ubuntu 16.04 LXC  

• iPerf 2.0.2 LXC  

• Routem 2.1.8 LXC  

• Ostinato-drone 0.8 L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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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다음 단계에 따라 세션을 예약하고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 dCloud 세션 시작합니다. [가이드]   

NOTE: 세션이 활성화 되기까지 최대 20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최상의 성능을 위해 랩톱에서 Cisco AnyConnect VPN [가이드] 및 로컬 RDP 클라이언트 [가아트]를 통해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  워크스테이션 1: 198.18.133.252, 사용자 이름: administrator, 패스워드: C1sco12345  

시나리오 1. 샘플 토폴로지 수정  

가치 제안: 이 시나리오는 VIRL 샌드박스 내에서 샘플 토폴로지를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중요: Cisco 내부 VIRL 커뮤니티는 VIRL 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VIRL 을 소개하고 VIRL 환경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VIRL 사용 시 성능 또는 구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virl-support@cisco.com 에 문제를 

보고합니다. VM UI(Maestro User Interface)에는 도움말(Help) 메뉴에 문제 보고서 생성(Generate Problem Report) 

옵션이 있습니다. 문제 보고서 생성하고 이 보고서를 지원(Support)-요청(Request) 이메일에 포함하십시오.  

스텝  

1. 원격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에서 VM Maestro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VM Maestro 를 시작합니다.  

참고 :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는데 최대 1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https://dcloud-cms.cisco.com/help/initiate-your-dcloud-session
https://dcloud-cms.cisco.com/help/initiate-your-dcloud-session
https://dcloud-cms.cisco.com/help/install_anyconnect_pc_mac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https://dcloud-cms.cisco.com/help/local_rdp_mac_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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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M Maestro 가 2-node.virl 이라는 사전에 구성된 샘플 토폴로지로 여는지 확인합니다. 

 

3. Sample Topologies 의 Projects 창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토폴로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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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시나리오 1을 마칩니다.  

시나리오 2. 디자인 모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구성 

가치 제안: 토폴로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은 시작되지 않으므로, 라우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모드에서 토폴로지와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디자인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VM Maestro UI 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Design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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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ign Mode 화면을 탐색합니다.  

 

노트: Topology Palette 창에는 장치 및 컨넥션을 추가, 삭제 또는 이동하여 기존 토폴로지를 수정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3. 전체 토폴로지의 속성을 보려면 Topology 창의 회색 스페이스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Properties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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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폴로지에서 특정 디바이스의 속성을 보려면 Device 를 선택한 다음 Properties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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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toNetkit 을 클릭하고 사용 가능한 옵션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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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GP 섹션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확인합니다.  

노트: 라우팅 프로토콜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RL Learning Lab 튜토리얼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virl-dev-innovate.cisco.com/tutorial.php
http://virl-dev-innovate.cisco.com/tutori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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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구성을 변경한 경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 모드에서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후 설계 모드를 사용하여 라우터 구성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구성을 업데이트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7. 이 데모에서는 기본 라우팅 프로토콜을 유지합니다. (지정되지 않음)  

노트 :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Build Initial Configuration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및 디바이스 구성 

설계 모드에서 토폴로지 구성을 완료한 후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1. 시뮬레이션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Simulation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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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툴바에서 Launch Simulation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션 구성을 VM Maestro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옵니다.  

노트: Launch Simulation 아이콘을 한 번만 클릭하십시오. Launch Simulation 아이콘을 클릭 할 때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 사본이 시작됩니다.  

 

노트: 메뉴 옵션에서 Simulation > Launch Simulation 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 대화 상자에서 OK 를 클릭합니다.  

노트: 본 대화 상자는 구성을 변경 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4. Simulation 창에서 모든 장치가 ACTIVE 로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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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노드의 상태가 BUILD 에서 ACTIVE 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드가 

BUILD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15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Simulations 창에서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Telnet > To the Console Port 를 선택하여 

PuTTY(단자) 세션을 시작하여 IOS XRV 라우터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6. Enter 키를 눌러 컨넥션에 액세스합니다.  

  

7. enable 을 입력하여 활성화 모드로 변경하고 콘솔 프롬프트에서 패스워드: cisco 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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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구성을 보려면 show run 명령을 입력합니다.  

9. IOS 를 사용하여 토폴로지 내의 모든 장치에 직접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 및 토폴로지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File > Save As 를 선택하거나 메인 툴바에 있는 Save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10. 시뮬레이션을 종료하려면, Simulations 창에서 토폴로지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top 

Simulation 을 선택합니다.  

 

노트: 대안으로 메인 툴바에 있는 Stop Simulation 아이콘 ( 
 
 ) 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시나리오 2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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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Cisco dCloud 에서 관련 기술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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