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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이 데모는 언급된 제품과 인위적으로 주입된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단일 인스턴스 읽기 전용 데모입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탐색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어 데모가 여러 사용자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모 실행 기능을 사용하려면 팝업을 사용하여 임시 쿠키를 주입하고 브라우저 탭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데모에 대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팝업 허용(“allow popups”)"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What’s New  

AppIQ ACI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었으며 시나리오 2 의 마지막 부분에 제공됩니다. AppIQ 는 ACI 애플리케이션 및 패브릭 

토폴로지와 관련하여 ACI 운영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상태를 거의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소개 

이 데모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기반 부품 및 클라우드 기반 부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센터 기반 

부품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ACI 인프라 

• 네이티브 ACI 애플리케이션 

• VMware 인프라 

• 사내에서 개발한 데모 애플리케이션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VMware 인프라 위에 구축되고 차례로 ACI 인프라 위에 구축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부분은 

관리되는 AppDynamics SaaS 컨트롤러를 호스팅합니다.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도커 스택을 실행하는 가상 머신에 배포된 도커 컨테이너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제외한 각 가상 머신은 상태 정보 수집과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메트릭을 담당하는 

AppDynamics 에이전트도 호스팅됩니다. VMware 인프라는 가상 머신에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하고 ACI 

인프라는 네트워크/보안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AppDynamics 컨트롤러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 인프라에 멀티 테넌트 레이아웃으로 구축되며 보안 인터넷 채널을 

통해 에이전트와 통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데모에 대한 요구를 위해 AppDynamics 테넌트가 

생성되었으며, 이 테넌트는 이 데모와 다른 기능 간의 관리 경계로 작동합니다.  

인프라 관리 팀의 운영 가시성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ACI 인프라 위에서 실행되는 AppIQ ACI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ACI 와 AppDynamics 인프라 간의 브리지 역할을 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연관시켜 애플리케이션별 현재 상태에 대한 집계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시각적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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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Topology)  

이 컨텐츠에는 솔루션의 스크립트로 작성된 시나리오 및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구성된 사용자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미리 정의된 관리 사용자 계정으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활성 세션의 

토폴로지 메뉴와 해당 사용이 필요한 시나리오 스텝에서 구성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여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IP 주소 및 사용자 계정 자격 증명을 볼 수 있습니다. 

데모 애플리케이션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10 개의 애플리케이션 계층 및 지원 기능(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로드 생성 

구성 요소)으로 구분된 23 개의 컨테이너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동일한 수의 VM 에 배포되었으며 각 VM 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컨테이너와 관련 

AppDynamics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호스팅합니다. 각 VM 은 AppDynamics 와 ACI 간의 워크로드 상관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AppDynamics 계층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ACI EPG 에 연결됩니다.  

 

Cloud/SaaS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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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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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트러블슈팅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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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위해 ACI 인프라에 AppDynamics 라는 테넌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상호 통신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관련 EPGs 및 계약이이 테넌트 내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Financial-Lite-App 과 로드 생성기, DNS 서비스 및 공통 EPG 정책과 같은 

지원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Support-Services 라는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 테넌트 아래에 생성되었습니다.  

계약 프로비저닝을 위해 따르는 모델은 게시자/구독자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실행 중인 각 서비스에 대해 계약이 

생성되어 제공자 계약으로서 관련 EPG 에 첨부되는 한편,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관련 EPGs 에 대한 소비자 계약으로서도 

첨부되고 있습니다. 

VM Name  App container(s)  ACI EPG  AppDynamics App Tier  

accountManagement  account-lb  

AccountManagement  AccountManagement  

accountManagement-0  adf2_accountManagement-0_1  

accountManagement-1  adf2_accountManagement-1_1  

accountManagement-2  adf2_accountManagement-2_1  

authenticationServices  authenticationServices  AuthenticationServices  AuthenticationServices  

balanceServices  balanceServices  BalanceServices  BalanceServices  

browser-load  
policy-load approval-

load browser-load  SharedServices  -  

loanServices  loanServices  LoanServices  LoanServices  

mongo-loans  mongo-loans  

DatabaseServices  -  mongo-policies  mongo-policies  

mongo-sessions  mongo-sessions  

orderProcessing  orderProcessing  OrderProcessing  OrderProcessing  

policyServices  policyServices  PolicyServices  PolicyServices  

quoteServices  quoteServices  QuoteServices  QuoteServices  

remote-services  remote-services  SharedServices  -  

sessionTracking  sessionTracking  SessionTracking  SessionTracking  

web-lb  web-lb  

WebFrontEnd  WebFrontEnd  

webFrontEnd-0  adf2_webFrontEnd-0_1  

webFrontEnd-1  adf2_webFrontEnd-1_1  

webFrontEnd-2  adf2_webFrontEnd-2_1  

wireServices  wireServices  WireServices  Wire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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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관점에서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AppIQ ACI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되고 ACI 

인프라 및 AppDynamics 컨트롤러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기능적인 대화형 그래프로 표시하도록 

구현 및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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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ynamics  

AppDynamics 애플리케이션은 데모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하여 간결하고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구성요소 상태 및 상호 작용과 함께 상태 및 성능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이 데모의 요구에 

따라 AD-Financial-Lite-ACI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AppDynamics 내에 테넌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ppDynamics 통합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은 소프트웨어에서 인프라, 

비즈니스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장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부분이 가시성이 높고 최적화되며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보장합니다. AppDynamics 의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고객 경험 모니터링에 

대한 업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      인프라 가시성    비즈니스 모니터링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코드 라인과 중요한 

트랜잭션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확보 

고객이 비즈니스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곳을 

모니터링하여 탁월한 

경험을 창출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원에 중요한 서버,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시각화된 명확한 실시간 

뷰를 신속하게 확보/ 

비즈니스 상태에 대한 

대시보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두 개의 기본 탭 - Dashboard(대시보드) 및 Network Dashboard tabs(네트워크 대시보드 

탭)을 사용하여 드릴 다운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탭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논리적 디자인과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서비스 상태 및 상호 작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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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트워크 대시보드(Network Dashboard)는 구성요소 상호 작용의 네트워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네트워크 정보 통계 및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AppDynamics 제품군에서 사용하는 공통 용어 

대시보드 및 보고서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위젯을 만들고 정렬하여 사용자에게 관심 있는 데이터의 시각적 개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수신자에게 보낼 수 있는 AppDynamics 데이터를 PDF 파일에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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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특정 메트릭 및 데이터 포인트 집합을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AppDynamics 

에이전트에서 보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메트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맵 

AppDynamics 는 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인프라 종속성을 통해 고객의 중요한 여정을 자동으로 검색, 매핑 및 

시각화합니다. 

Business Transaction (BT)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사용자 경험을 나타냅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AppDynamics 에 의해 자동으로 검색되며, 사용자 

시작 요청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내의 모든 서비스의 종단 간 경로를 포함합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일반적으로 로그인, 검색, 체크아웃 등과 같은 작업을 나타냅니다. 검색을 수행, 쇼핑 카트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체크아웃하는 등의 작업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3rd 파티 API 및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합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하는 논리적 방식을 반영합니다. 

베이스라인 

AppDynamics 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성능, 즉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성능 특성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일별, 

주별, 월별 및 고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준선 모델이 구축됩니다. AppDynamics 가 기준선을 

설정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스냅샷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대부분 사용자 요청에 대한 데이터 처리 흐름을 나타냅니다. 트랜잭션 스냅샷을 사용하면 

트랜잭션의 단일 호출에 대한 처리 흐름을 계층 간에 볼 수 있습니다. 콜 그래프 드릴다운으로 계층의 트랜잭션 실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콜 그래프 

트랜잭션 스냅샷의 콜 그래프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참여한 특정 계층에 대한 비즈니스 트랜잭션 처리 정보를 보여 

줍니다. 콜 그래프는 통화 스택의 메서드를 나열하고 각 통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코드 라인에 이르기까지 

근본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심층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그 파일을 검토하지 않고 귀중한 개발자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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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고객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데모 시연을 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데모 완료 후 새롭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경우는 세션을 다시 

예약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연습은 성공적 진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션 예약 및 데모 환경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래 절차를 따라해주십시오.  

1. Catalog 를 클릭하고 사이드바에서 Instant Demo 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dCloud Instant Demo 가 

나열됩니다. 

2. 적절한 View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트: 또는 Search Catalog (카탈로그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데모 이름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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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ew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팝업 차단 알림이 표시되면 이 데모를 위해 팝업을 허용하십시오. 

노트: AppDynamics 및 Cisco APIC 인증 쿠키를 브라우저에 삽입하려면 여러 브라우저 탭을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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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네트워크 문제 트러불슈팅 

가치 제안: 이 시나리오는 AppDynamics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트: 시작하기 전에 데모를 위해 팝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팝업 차단을 끄십시오. 

스텝 

AppDynamics 대시보드 

1. AppDynamics 대시보드에서 Applications 을 클릭합니다. 

2.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시보드에서 이미 실행 중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제목을 클릭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의 첫 페이지에는 모니터링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구성 요소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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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계층(tiers)은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지며 1 보다 큰 숫자로 지정됩니다.

  

5. 구성 요소 사이의 선은 traffic flow 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서비스 레벨에서 계층 간의 통신을 강조합니다. 

노트:  AppDynamics 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모니터링이며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세트처럼 처리합니다. 

6. 구성 요소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트래픽 츨로우를 활성화되어 구성 요소 간의 이동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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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대시보드 

1. 상단 메뉴에서 Network Dashboard 를 선택하십시오. 대시보드는 비슷하지만 이 대시보드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왼쪽 메뉴에서 Business Transactions 을 선택하십시오. 

3.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체크아웃 절차와 같은 수행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트러블슈팅 

1. 왼쪽에서 Application Dashboard 를 클릭합니다. 

2. 상단에서 Dashboard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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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Dashboard 를 클릭하십시오.

  

3. 일부 계층은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며, 이는 잠재적인 네트워크 문제, 지연 시간 문제 또는 잘못된 구성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WebFrontEnd 를 두 번 클릭하여 트러블슈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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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과 다른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상세 뷰가 표시합니다. 

  

6. 잠재적인 문제를 보려면 Slow Response Times 을 클릭합니다. 

7. 이 스크린은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느리(slow)거나 정지된(stalled) 경우 강조 표시됩니다. 상단 바에서 특정 시간 

동안 트랜잭션 속도가 매우 느리고 다른 시간에는 반응이 좋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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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를 진단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Account Home 의 URL 을 두 번 클릭합니다. 

  

9. 트래픽이 통과하는 위치 및 트래픽이 발생하는 위치 등 포함하여 트랜잭션에 대한 특정 정보를 표시합니다. 

10. 모든 계층의 경고 아이콘은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11. 계층 간의 통계는 지연 시간으로 인한 문제를 암시합니다. 

12. Account Management 계층에서 드릴다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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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세한 내용은 각 구성 요소가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기능이 속도 저하를 

유발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4. 상단 메뉴에서 Network 를 클릭합니다. 

15. 네트워크 대시보드는 네트워크 오류 및 TCP 손실을 포함하여 구성 요소에 대한 모든 타이밍의 스냅샷을 

표시합니다. 스냅샷 시간 범위는 TCP 손실 기간(스크린샷 참조)에 발생합니다. 

16. Node 이름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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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트랜잭션에 관련된 소스 및 대상 구성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Transactions 탭으로 돌아갑니다. 

  

18. X 를 클릭하여 트랜잭션 윈도우즈를 닫습니다. 

19. AppDynamics 대시보드에서 Application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20. 상단에서 Network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21. 속도 저하가 Account Management 및 Balance Services 간의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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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두 계층(Tiers) 사이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23. Connections 탭을 클릭합니다.  

24. 팝업은 서로 다른 구성 요소 간의 기록된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25. AccountManagementNode0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Troubleshoot (Cisco APIC)을 선택하십시오. 

노트: 전체 소스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팝업에서 열을 조정하십시오. 

  

노트: AppDynamics 는 기본적으로 ACI 에 트러불슈팅 세션을 생성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여 소스 및 대상 

엔드포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6. 사이드 메뉴에서 Contracts 를 클릭합니다. 계약 정보, 필터 및 역필터 정보, 적중 횟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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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단 메뉴에서 Tenants 를 클릭합니다. 

  

28. 리스트에서 AppDynamics 를 두 번 클릭합니다. 

29. History 탭을 클릭합니다. 

30. Audit Log 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변경 내용이 모두 표시되지만 트래픽을 차단하는 계약이나 계약 

변경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VM 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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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ACI 로 트러블슈팅 

노트: 이 시나리오는 매시간 :40 분에서 :55 분 사이에 실행될 경우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 시간 동안 백그라운드 

스크립트에서 네트워크 구성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텝 

1. AppDynamics Dashboard 에서 AD-Financial-Lit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plication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2. WebFrontEnd 계층에 시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3. WebFrontEnd 를 두 번 클릭합니다. 

4. Network Dashboard 탭을 선택합니다. 

5. 웹과 다른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상세 뷰를 표시합니다.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22 of 29  

  

6. 잠재적인 문제를 보려면 Slow Response Times 을 클릭합니다. 

7. 이 스크린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계가 표시됩니다. 

  

8. 지연 시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Execution Time 열을 두 번 클릭합니다. 

9. 가장 느린 트랜잭션을 위한 URL 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Get Quote 트랜잭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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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세 내역은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경로에 표시됩니다.  

11. Quote Services 는 녹색이며 모두 갓이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12. Web Front End 에 경고 기호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rill Dow 을 클릭합니다.

  

13. 차트를 보면 응답 속도가 느린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상단 메뉴에서 Network 를 클릭합니다.  

15. Network dashboard 는 네트워크 오류 및 TCP 손실을 포함하여 구성 요소에 대한 모든 타이밍의 스냅샷을 

표시합니다.  

16. 노드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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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층 간의 트랜잭션 세부 정보를 검토하려면 Transaction 탭으로 돌아가십시오. 

18. X 를 클릭하여 트랜잭션 창을 닫습니다. 

  

19. AppDynamics dashboard 에서 Application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20. 상단에서 Network Dashboard 를 선택합니다.  

21. 둔화가 Account Management 및 Balance Services 사이의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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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eb Front End 및 Quote Services 사이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23. Connections 탭을 클릭합니다.  

24. 팝업에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 간의 기록된 트래픽이 표시됩니다. 

25. WebFrontEndNode-0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Troubleshoot (Cisco APIC)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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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AppDynamics 는 기본적으로 ACI 에서 문제 트러불슈팅을 생성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여 소스 및 대상 

엔드포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6. 사이드 메뉴에서 Contracts 를 클릭합니다. 테이블이 잘 보이도록 타일의 크기 조정 및 위치를 조정합니다. 

27. 변위 지점 내에서 트래픽의 약점과 거부 기록 때문에 트래픽이 통제되지 않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방송단위의 허가증만 볼 수 있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구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28. 상단 메뉴에서 Tenants 를 클릭합니다. 

29. 목록에서 AppDynamics 를 선택합니다.  

30. History 탭을 클릭합니다. 

31. Audit Log 를 클릭합니다. 로그는 특정 기간 동안 http 트래픽을 허용하는 필터가 quotesvcs_allsvc 계약에서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두 엔드포인트 그룹 간의 트래픽 흐름이 중지되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합니다.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Cisco dCloud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27 of 29  

  

32. AppIQ 탭을 클릭합니다. 

AppIQ 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노드 및 서비스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AppDynamics 가 표시하는 메트릭을 테넌트,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EPG, 계약 등의 해당 ACI 구성 요소와 상호 연관시키는 상태 저장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ACI 애플리케이션 및 패브릭 토폴로지와 관련하여 ACI 운영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상태에 

대한 거의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33. AppDynamics 에서 모니터링 중인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제공됩니다.   

34. AD-Financial-Lite-AC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Details 클릭합니다.  

   

35. 이 보기는 엔드포인트가 속한 계층 및 EPG 의 상태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기 향상을 위해 브라우저 확대/축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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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전 뷰로 돌아가려면 List of Applications 을 클릭합니다.  

37. AD-Financial-Lite-AC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Mapping 을 클릭하십시오. 이 보기는 사용자에게 Details 및 View 

탭에서 보려는 애플리케이션 끝점을 수동으로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미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8. 다시 List of Applications 을 클릭하여 이전 뷰기로 돌아갑니다. 

39. View 를 클릭합니다. Application Prifile, EPG, End Point 및 Node 의 상태뿐만 아니라, 계층 또는 트리 뷰가 

제공됩니다. 돋보기를 사용하여 뷰를 조정합니다. 

  

40. 팝업에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세부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Application Profile, EPG, End Point 

및 Node 를 클릭합니다. 



인스턴트 데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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