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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본 문서에는 Satellite에 대한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 설치 과정 및 CLI 등 기본 설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Satellite만 설명합니다.

본 문서의 범위



• Smart License는 Catalyst의 경우 16.9부터 지원을 합니다.

• 16.8이하의 버전을 사용할 경우 Smart License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비별로 지원되는 버전 및 명령어가 다르니, 그 부분은 cisco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Smart Account 생성, 관리 등 문의는 sa-adoption-support@external.cisco.com, 
Smart Licensing 관련 문의 (Satellite Deployment 포함) 는 ask-smartlicensing@cisco.com 로
주세요.

• 기타 라이센싱 관리, 조회 등의 문의는 licensing@cisco.com (이메일에 CCO ID 정보 필수)

알아두기

mailto:sa-adoption-support@external.cisco.com
mailto:ask-smartlicensing@cisco.com
mailto:licensing@cisco.com


• Satellite를위해서는아래의 3가지 페이지에접속이 되며, 장표의 오른쪽 위에 표시가됩니다.
• CSSM

• https://software.cisco.com License  Smart Software License, Cisco ID login
• License를 Satellite에공급및실제Account정보존재

• Satellite Workspace Page
• https://<설치한 IP>:8443, 기본 admin, CiscoAdmin!2345
• Token, License공급,등록장비등실제적인라이센스일

• Satellite Admin Page
• https://<설치한 IP>:8443/admin, 기본 admin, CiscoAdmin!2345
• Sync및 Satellite전반에대한관리

접속 페이지

https://software.cisco.com/


종류 및 요구사항



• Satellite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연결에 따라 2가지가 있다.

• connected on-premises collector : Satellite가장비및인터넷에직접연결 (그림상)

• disconnected on-premises collector : Satellite가 장비에는연결되나, Satellite가 인터넷에는
연결이안됨

• Connected로 진행 시 아래에 대한 접근 필요

• ping cloudsso.cisco.com

• ping api.cisco.com

• curl -k https://cloudsso.cisco.com

Satellite 연결 종류

https://www.youtube.com/redirect?v=PXrZwST1yfA&event=video_description&q=https://cloudsso.cisco.com&redir_token=Sdim4MqlEVxGtxEtSs3gA4Gp13l8MTU0NzcwMzkyMUAxNTQ3NjE3NTIx


• Satellite 버전 및 체크 주기 (Sync Interval )

• classic : 90일

• Enhanced Edition (EE) : 364일본문서는 EE로진행

Satellite 버전 종류



• ISO를 이용하여 설치  물리장비 혹은 가상화 software에 설치

• 가상화 software : OVA, Hyper-V, KVM 등 지원 (CentOS 7 지원이면 됨)

• 200G저장소

• 8G 메모리

• 4 vCPU (최소 2 vCPU)

• IP 주소 (IP, netmask, gateway), Name Server 주소

Satellite EE 설치 요구사항



Satellite 설치 및
connected on-premises 
collector 모드



• ISO 파일을 이용해서, 물리서버나
가상서버에 설치해주세요.

• Hostname을 IP로 설정해 주세요.
Host Name이면 DNS 를 사용하게
되어 현장에서 Error가 많이 나며, 본
문서도 IP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Network Config를 누르시면
됩니다.

Satellite 설치 시작

Satellite IP ADDRESS



• IP 및 DNS 설정이후 ok로 진행

IP와 DNS 설정



Linux용 Password 설정

• Linux용 패스워드를 15 자리
이상 사용

• 안 바꾸면 기본은
CiscoAdmin!2345 임.

Satellite IP ADDRESS



설치 종료

• 381개의 패키지 설치 후 (약 5~10분
정도 경과)

• <Press Return To Quit> 이후 enter
실행 후 리부팅

• 참고로, Linux에 shell 접속 ID 
<admin> 비밀번호는 앞에 설정한 것



• https:// IP :8443/admin/ 
으로 접속

• IP는 앞에서 설정한 IP

Satellite Admin 접속

https://<Sat.IP>:8443/admin



• Account Name : CSSM에서보이는 Satellite
이름입니다. (자유롭게작성)

• Cisco Smart Account : CSSM
(https://software.cisco.com) 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며, 통상 고객사 이름입니다.틀리면 ERROR가
납니다. 특히, disconnected mode의경우 틀리면
번거로우니정확히 넣어야합니다.

• Cisco Virtual Account: satellite를관리하는폴더
이름. 일종의팀과 같음. 여러개의 Virtual 
Account가있을 경우, 라이센스는 Virtual Account
단위로관리. (자유롭게작성)

계정 생성

https://<Sat.IP>:8443/admin



• CSSM에서 설정된 이름을 사용해야 함.

• CSSM (https://software.cisco.com)  Administration  Manage Smart Account에 있는
사항을 넣습니다.

부연설명 : Cisco Smart Account

https://software.cisco.com/


• Local에서 의미 있는 이름이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작성을 하게 되면, CSSM에서 이 이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 그림 왼쪽 : CSSM - Inventory에서 Virtual Account와 Account Name을 볼 수 있다.

• 오른쪽 그림 : CSSM – Satellite에서 Account Name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 Account Name과 Virtual Account



계정 승인

https://<Sat.IP>:8443/admin



계정 승인 (계속)

https://<Sat.IP>:8443/admin



• Synchronization 클릭

• Alerts에 보면 결과 표출

CSSM과 Satellite Sync

https://<Sat.IP>:8443/admin



• Satellite Name을 IP로 변경

• 앞에서 변경 되었다면 건너 뛰세요.

• IP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그러면 DNS
설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Satellite Name 변경
(옵션)

https://<Sat.IP>:8443/admin



• Workspace ( https:// IP :8443/ )로 접속

• 이 Token은 장비를 Satellite에 등록 시킬 때 사용합니다.

Token 획득

https://<Sat.IP>:8443



Token 획득 (계속)

https://<Sat.IP>:8443



Token 획득 (계속)

https://<Sat.IP>:8443



• 라이센스 위의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는 구조임.

• 따라서, advantage / essential 등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됨.

• license 명령은 리부팅 시 적용해야 함.

c9300-24ux-sa(config)#license boot level network-essentials addon dna-

essentials 

% use 'write' command to make license boot config take effect on next 

boot

라이센스 종류 선택 / 변경
리부팅이 필요함으로 필히 등록 전 시행



• 아래 예는 C9300에서 Satellite에 등록하는 예제이며, 장비별 설정이 다를 수 있음.
• destination address에는 설치한 Satellite IP 사용
• <license smart register idtoken + 앞의 복사한 token 붙여넣기> 함.
• <license smart > 명령은 #상태 (Privileged EXEC) 에서 실행
• 필요시 VRF 관련 명령 ( source-interface / vrf ) 명령 수행
• ! 이후는 주석이며, 별도로 실행할 필요 없음
• 실제 c9300에서의 full config는 아래 note에 있음.
• 작업 후에 꼭 저장을 하세요. / 콘솔 작업 시 아래의 로그 확인 가능

!

no call-home ! 설정 초기화
call-home

contact-email-addr 홍길동@cisco.com ! 본인의 email 설정
source-ip-address "10.72.83.117＂ ! (옵션, vrf를 안 쓸 경우 삭제)

vrf Mgmt-vrf ! (옵션, vrf를 안 쓸 경우 삭제)

profile "CiscoTAC-1"

active

destination transport-method http ! c9300은 이 명령어가 들어가야 함.

no destination transport-method email

destination address http http://<Satellite IP ADDRESS>/Transportgateway/services/DeviceRequestHandler

!

end

!

SmartAccount-C9300-24UX#license smart register idtoken “앞에서 복사한 token”

Registration process is in progress. Use the 'show license status' command to check the progress and result

*Feb  8 14:06:14.170: %PKI-4-NOCONFIGAUTOSAVE: Configuration was modified.  Issue "write memory" to save new IOS PKI 

configuration

장비 Satellite 등록 및 라이센스 획득
Catalyst 9300 예

mailto:wankim@cisco.com


• 장비에서 <show license status> 및 Workspace 페이지에서 Inventory  Product 
Instance에서 확인 가능

장비 License 등록 상태 확인

https://<Sat.IP>:8443



• CLI와 Admin 페이지에서 License가 발급된 것을 확인 가능

장비 라이센스 발급 상태 확인

https://<Sat.IP>:8443



• license smart deregister
명령으로 해제

장비 License 해제



Disconnected on-premises 
collector 모드



• Admin Page  Accounts 
 New

Satellite 계정 생성

https://<Sat.IP>:8443/admin



수동 등록 선택 및 등록 파일 다운로드

https://<Sat.IP>:8443/admin



• https://software.cisco.com 접속

CSSM 접속

https://software.cisco.com

https://software.cisco.com/


• Satellite에 등록한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 진행

• 이름이 맞아야 error가 안남.

Satellite 등록
https://software.cisco.com



• 다시 Satellite 화면으로 와서, 다운 받은 파일을 업로드.

Satellite로 이동 및 진행

https://<Sat.IP>:8443/admin



결과 확인

https://software.cisco.com

https://<Sat.IP>:8443/admin



• Sync를 수동으로 하면 CSSM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옵니다.

• Satellite에서 장비간에는 통신이 되기
때문에, Satellite가 장비에 License를
공급하게 됩니다.

• Admin Page  Sync  Actions 
Manual Sync  Full Sync

• 위의 순서에 따라, download 합니다.

라이센스 등록 및 장비 등록 (1)

https://<Sat.IP>:8443/admin



• Download File을 선택 후 다운로드 합니다.

• CSSM  Smart Software Licensing  Satellites  Action  File Sync에서 다운 받은
파일을 upload 합니다.

라이센스 등록 및 장비 등록 (2)

https://<Sat.IP>:8443/admin

https://software.cisco.com



• CSSM Satellites에서 <Download Sync Response File>을 다운 받습니다.

• 다운 받은 파일을 Satellite Admin 페이지에서 upload 합니다.

라이센스 등록 및 장비 등록 (3)

https://<Sat.IP>:8443/admin

https://software.cis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