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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 개요 –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를 관리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급
기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트렁크 또는 DLMP 집계를 사용하여 링크를 집계로 결
합하고, 가상 LA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하위 네트워크로 나누고, 브리지를 사용하여
별도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연결하고,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
워크 연결 정보를 교환하고, 데이터 센터 브리징을 사용하여 집계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대상 – 시스템 관리자

■ 필요한 지식 –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한 기본 기술과 일부 고급 기술

제품 설명서 라이브러리

이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알려진 문제는 설명서 라이브러리(http://www.oracle.com/
pls/topic/lookup?ctx=E3678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
십시오.

피드백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에서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보낼 수 있
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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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소개 9

 1 ♦  ♦  ♦        1  장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소개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급 기능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
능은 이 설명서의 나머지 장에서 설명합니다. 개별 환경에 맞게 본 설명서에 나오는 다른 기
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부 하드웨어 구성에서는 특정 유형의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
서 본 설명서에 있는 구성 절차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네트워크 요구 사항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배포하십시오.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구성을 수행하려면 기본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했어야 하며 기본 데
이터 링크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성 및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링크 구
성 관리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성 및
관리 ”의 2 장, “Oracle Solaris의 데이터 링크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의 네트워크 구성 기능에 대한 요약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관리
전략 ”의 1 장, “Oracle Solaris 네트워크 관리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의 내용:

■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의 새로운 기능” [9]

■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에 사용되는 기능 및 구성 요소” [10]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의 새로운 기능

기존 고객의 경우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의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DLMP(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집계의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 DLMP 집계 링크와 구성
된 대상 간 연결 손실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패 감지를 사용하면 데이터 링크와
첫번째 홉 스위치 간의 직접 연결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실패만 감지할 수 있는 링크 기반
실패 감지 방식의 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LMP 집계의 실패
감지” [22]를 참조하십시오.

■ ETS(향상된 전송 선택) 권장 값을 피어에 전송 – Oracle Solaris 호스트가 DCB 네트워크
의 다음 홉 스위치에 대역폭 점유율을 권장할 수 있도록 DCB(데이터 센터 브리징)의 ETS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어에 ETS 구성 권장” [111], “ETS 관련 데이
터 링크 등록 정보 설정” [109] 및 예 6-8. “ETS 정보를 동기화하는 로컬 호스트 기능
표시”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frtp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frtp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RDMoverview-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RDMovervi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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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의 유효 값 표시  – dladm show-linkprop 하위 명령이 일부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의 EFFECTIVE 필드를 표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FFECTIVE 필드의 값
은 리소스의 가용성, 기본 장치의 기능 또는 피어와의 협상을 기반으로 시스템에 의해 결
정됩니다. 유효 값은 구성된 값과 같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정보가 값으로 구성되지 않더
라도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는 유효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FFECTIVE 필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표시” [106] 및 예 6-7. “ETS 관련 데이터 링
크 등록 정보 표시”을 참조하십시오.

■ 브리지 통계 표시 – dlstat show-bridge 하위 명령은 브리지 통계 및 각 브리지에 연결된
링크의 통계를 표시하고 브리지 통계의 중첩 뷰도 보여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성된 브
리지에 대한 정보 표시” [74]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에 사용되는 기능 및 구성 요소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는 기능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방식
을 조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구성된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으로 네
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어 네트워크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기능은 네트워크 운영의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지만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관리, 효율성
과 같은 공통적인 영역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링크 집계

링크 집계를 사용하여 단일 단위로 관리하는 여러 데이터 링크 리소스를 풀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물리적 NIC를 결합하여 대역폭을 향상시키고 응용 프로그램에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의 링크 집계는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트렁크 집계와 DLMP 집계는 링크 집계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트렁크 집계는 집계에 대해 구성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기본 데이터 링크를 집계한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DLMP 집계는 집계에 대해 구성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여러 스위치를 통한 고가
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DLMP 집계는 링크 기반 실패 감지 및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지
원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트래픽 송수신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링크 집계
유형 및 링크 집계 구성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링크 집계를 사용하여 고가
용성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LAN

VLAN(가상 LAN)을 사용하면 물리적 네트워크 환경에 리소스를 추가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를 하위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네트워크는 가상이며 동일한 물리적 네트
워크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VLAN은 응용 프로그램에 격리된 하위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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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VLAN의 응용 프로그램만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VLAN과 Oracle Solaris
영역을 결합하여 스위치 같은 단일 네트워크 장치 내에 여러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VLAN 및 VLAN 구성 및 관리 절차는 3장. 가상 LAN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브리지된 네트워크

브리지는 두 노드 사이의 경로인 개별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연결합니다. 브릿지로 연결하면
연결된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단일 네트워크 세그먼트처럼 통신합니다. 브리지는 패킷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하위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며 시스템에서 가장 짧은 연결 경로를 통해 패
킷이 대상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브리지된 네트워크 및 브리지 관리 절차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4장. 브리징 기능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를 사용할 경우 토폴로지 검색을 위해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간 연결 및 관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시스템 기능, 관리 주소 및
기타 네트워크 작업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진단 서비스는 LLDP를 사
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제한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LLDP 및 LLDP 구성 절차는 5장.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정보 교환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센터 브리징

DCB(데이터 센터 브리징)는 동일한 네트워크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예: 네트워킹 및 저장
소 프로토콜 간 데이터 링크 공유) 여러 트래픽 유형의 플로우 제어, 대역폭 및 상대 우선
순위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DCB를 사용하면 LLDP를 통해 통합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피어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특히 트
래픽이 심한 환경의 네트워크 패킷 무결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DCB는
SAN(Storage Area Network)과 LAN을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절감
함으로써 네트워크 기반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패킷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PFC(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CoS(서비스 클래스) 우선 순
위를 기반으로 패킷 간 대역폭을 공유하기 위한 ETS(향상된 전송 선택) 등과 같은 DCB 기능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장. 데이터 센터 브리징을 사용하여 통합 네트워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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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집계를 사용하여 고가용성 구성

이 장에서는 링크 집계의 개요를 제공하고 링크 집계를 구성 및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
니다.

이 장의 내용:

■ “링크 집계 개요” [13]

■ “트렁크 집계” [15]

■ “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집계” [19]

■ “링크 집계의 요구 사항” [24]

■ “링크 집계 만들기” [24]

■ “집계에 링크 추가” [27]

■ “집계에서 링크 제거” [28]

■ “트렁크 집계 수정” [29]

■ “DLMP 집계의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구성” [30]

■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모니터링” [32]

■ “링크 집계 삭제” [34]

■ “트렁크와 DLMP 집계 간 전환” [34]

■ “사용 사례: 링크 집계 구성” [36]

■ “트렁크와 DLMP 집계 비교” [38]

링크 집계 개요

링크 집계는 시스템에서 여러 물리적 데이터 링크를 집계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대역폭을 향
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데이터 링크를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통합하여 네트워크 트래
픽 처리량을 늘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고가용성을 구현합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NIC에 나열되어 있는 모
든 링크 집계를 개별 인터페이스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를 사용하여 트렁크 및 DLMP 집계의 세부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
topic/lookup?ctx=oc122&id=OPCCM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oc122&id=OPCC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oc122&id=OP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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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시스템에 구성된 단순한 링크 집계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2-1 링크 집계 구성

이 그림에서는 3개의 기본 데이터 링크(net0, net1 및 net2)로 구성된 집계 aggr1을 보여 줍
니다. 이러한 데이터 링크는 집계를 통해 시스템을 순회하는 트래픽에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기본 링크는 외부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대신 논리적 데이터 링크 aggr1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링크 집계의 이점

링크 집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대역폭 증가 - 여러 링크의 기능이 하나의 논리 링크로 결합됩니다.

■ 자동 페일오버 및 페일백 – 실패한 링크의 트래픽은 자동으로 집계의 다른 작동 링크로 전
환되므로 고가용성이 구현됩니다.

■ 관리 향상 – 모든 기본 링크가 단일 단위로 관리됩니다.

■ 네트워크 주소 풀의 드레인 감소 - 전체 집계에 IP 주소 한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 집계는 여러 링크를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 링크로 그룹화하기 때문에 링크 보호 및 리소
스 관리와 같은 데이터 링크 기능은 링크 집계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링크 보호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보안 ”의 1 장, “가상화된 환경에서 링크 보호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가
상화 및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 ”의 7 장,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 집계를 사용하면 IPMP 등과 같이 네트워크 가상화와 함께 고가용성 기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링크 집계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전역 영역에 집계를 만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linkp-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linkp-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fkbr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fk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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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다음 비전역 영역을 구성할 때 해당 집계를 기본 링크로 지정합니다. 영역이 부트되면 링
크 집계의 VNIC(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지정됩니다. 모든 비전역 영역에서 구성
되어야 하는 IPMP와 달리 링크 집계는 전역 영역에서만 구성되며 비전역 영역에 고가용성의
VNIC를 제공합니다. 전역 영역은 해당 영역에 지정된 VNIC에 대한 대역폭 등의 등록 정보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링크 집계는 IPMP(IP 다중 경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성능 및 데이터
링크 가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두 기술에 대한 비교는 부록 A. 링크 집계 및 IPMP: 기능 비
교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링크 집계가 지원됩니다.

■ 트렁크 집계

■ DLMP(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집계

이러한 두 가지 링크 집계 유형 간 차이는 “트렁크와 DLMP 집계 비교” [38]를 참조하십
시오.

트렁크 집계

트렁크 집계는 IEEE 802.3ad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여러 트래픽 플로우를 일련의 집계 포트
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IEEE 802.3ad에는 스위치 구성이 필요하며, 여러 스위
치를 사용하기 위한 스위치 공급업체 고유 확장도 필요합니다. 트렁크 집계에서 각 네트워크
포트는 집계에 대해 구성된 모든 데이터 링크와 연관되므로 집계에 대해 구성된 클라이언트
는 기본 링크를 집계한 대역폭을 얻습니다. 링크 집계를 만들면 이 집계는 기본적으로 트렁크
모드로 만들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트렁크 집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많은 트래픽이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의 경우 트렁크 집
계를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트래픽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대역폭 증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P 주소 공간이 제한적이고 많은 대역폭이 필요한 사이트의 경우 데이터 링크의 트렁크
집계에 대해 IP 주소가 하나만 필요합니다.

■ 내부 데이터 링크를 숨겨야 하는 사이트의 경우 트렁크 집계의 IP 주소가 외부 응용 프로
그램으로부터 해당 데이터 링크를 숨깁니다.

■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트렁크 집계가 링크 실패로부터
네트워크 연결을 보호합니다.

트렁크 집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 스위치 사용

■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로 스위치 사용

■ 인접(Back-to-Back) 트렁크 집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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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 정책 및 로드 균형 조정

다음 절에서는 트렁크 집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위치 사용

트렁크 집계로 구성된 시스템은 외부 스위치를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
다. 다음 그림은 각각 트렁크 집계가 구성되어 있는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로컬 네트워크
를 보여 줍니다.

그림   2-2 스위치를 사용한 트렁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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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스템은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A에는 net1 및 net2라는 2개의 데이터 링
크로 구성된 트렁크 집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링크는 통합된 포트를 통해 스위치에 연
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B에는 net1 ~ net4라는 4개의 데이터 링크로 구성된 트렁크 집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링크는 스위치의 통합된 포트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렁
크 집계 토폴로지에서는 스위치가 IEEE 802.3ad 표준을 지원해야 하며 집계에 맞게 스위치
포트가 구성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인접(Back-to-Back) 트렁크 집계 구성

트렁크 집계는 인접(Back-to-Back) 구성을 지원합니다. 스위치를 사용하는 대신 다음 그림
에 표시된 것처럼 두 시스템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병렬 집계를 실행합니다.

그림   2-3 인접(Back-to-Back) 트렁크 집계 구성



트렁크 집계

18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 2014년 9월

이 그림은 각각의 기본 데이터 링크 간 해당 연결을 통해 시스템 A의 트렁크 집계 trunk0이
시스템 B의 트렁크 집계 trunk0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설정에서
시스템 A 및 B는 두 시스템 간 고속 통신, 중복성 및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시스
템에는 로컬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 플로우에 대해 net0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접(Back-to-Back) 트렁크 집계가 적용된 가장 일반적인 예는 데이터 센터의 미러링된 데
이터베이스 서버 구성입니다. 두 서버를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상당한 대역폭, 고속 트래
픽 플로우 및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로 스위치 사용

트렁크 집계 설정에 스위치가 포함되고 이 스위치가 LACP를 지원하는 경우 스위치 및 시스
템에 대해 LACP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ACP를 사용하면 데이터 링크 실패를 더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LACP가 없는 경
우 링크 집계는 장치 드라이버가 보고하는 링크 상태에 의존하여 집계된 데이터 링크의 실패
를 감지합니다. LACP가 있는 경우 통합된 데이터 링크가 트래픽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LACPDU가 교환됩니다. LACP는 데이터 링크 그룹화가 두 피어 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구성 오류 사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LACP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LACP는 집계와 스위치 사이에
LACPDU(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Data Unit)라는 특수 프레임을 교환합니다.
LACP는 이러한 LACPDU를 사용하여 통합된 데이터 링크의 상태를 유지 관리합니다.

dladm create-aggr 명령을 사용하여 집계의 LACP를 다음 세 모드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 off – 집계의 기본 모드입니다. 시스템이 LACPDU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 active – 시스템이 지정된 간격으로 LACPDU를 생성합니다.

■ passive – 스위치로부터 LACPDU를 받는 경우에만 시스템에서 LACPDU를 생성합니다.
집계와 스위치가 모두 passive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LACPDU가 교환되지 않습니
다.

LACP 구성 방법은 링크 집계를 만드는 방법 [25]을 참조하십시오.

로드 균형 조정에 대한 집계 정책 정의

송신 트래픽에 대해 집계에서 사용 가능한 링크에 로드를 분산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정책을
정의하여 로드 균형 조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로드 지정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로드 균형 조정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L2 – 각 패킷의 MAC(L2) 헤더를 사용하여 송신 링크를 결정합니다.

■ L3 - 각 패킷의 IP(L3) 헤더를 사용하여 송신 링크를 결정합니다.



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집계

2장. 링크 집계를 사용하여 고가용성 구성 19

■ L4 - 각 패킷의 TCP, UDP 또는 기타 ULP(L4) 헤더를 사용하여 송신 링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모든 조합도 유효합니다. 기본 정책은 L4입니다.

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집계

DLMP(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집계는 스위치를 구성하지 않고도 여러 스위치에 대해 고가
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링크 집계 유형입니다. DLMP 집계는 네트워크를 통한 트래픽 송신
및 수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링크 기반 실패 감지 및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지원합
니다.

DLMP 집계의 이점

DLMP 집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트렁크 집계에 의해 구현되는 IEEE 802.3ad 표준은 여러 스위치를 포함하는 프로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 모드에서 여러 스위치 간 페일오버를 허용하려면 공급업체
간 호환되지 않는 스위치에 대해 공급업체 고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DLMP 집계에서는
공급업체 고유의 확장이 없어도 여러 스위치 간 페일오버가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 가상화 컨텍스트에서 고가용성을 위해 IPMP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
업입니다. IPMP 그룹은 영역에 직접 지정될 수 없습니다.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
드)를 여러 영역에서 공유해야 하는 경우 각 영역이 각 물리적 NIC에서 하나의 VNIC를
가져오도록 VNIC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가용성을 구현하려면 각 영역은 해당 VNIC를
IPMP 그룹으로 그룹화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시스템, 영역, NIC, VNIC(가상 NIC) 및
IPMP 그룹이 포함된 시나리오와 같이 구성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DLMP 집계의 경우 VNIC를 만들거나 집계에 대해 영역의 anet 리소스를 구성하면 해당
영역에서 가용성이 높은 VNI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LMP 집계에서는 링크 보호, 사용자 정의 플로우, 링크 등록 정보(예: 대역폭)를 사용자
정의하는 기능 등의 링크 계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DLMP 집계에 대해 IPMP 그룹을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트렁크 집계에 대해서
는 IPMP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LMP 집계 작동 방식

트렁크 집계에서는 각 포트가 집계에 대해 구성된 모든 데이터 링크와 연관됩니다. DLMP 집
계에서 포트는 집계의 구성된 데이터 링크 중 일부와 연관됩니다.

다음 그림은 DLMP 집계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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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LMP 집계

이 그림은 링크 집계 aggr0이 포함된 시스템 A를 나타냅니다. 집계는 기본 링크 net0 -
net3까지 4개의 기본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계에 대해 VNIC vnic0 ~ vnic4도 구성되
어 있습니다. 집계는 스위치 A 및 스위치 B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스위치는 더 큰 네트워크
의 다른 대상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VNIC는 기본 링크를 통해 통합된 포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vnic0 ~
vnic3은 기본 링크 net0 ~ net3을 통해 통합된 포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VNIC 수와 기
본 링크 수가 같은 경우 각 포트는 기본 링크와 연관됩니다.

VNIC 수가 기본 링크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포트가 여러 개의 데이터 링크와 연관됩
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는 총 VNIC 수가 기본 링크 수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vnic4는
vnic3과 포트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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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포트가 실패하면 해당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링크가 다른 포트에 분산되므로
페일오버 중 네트워크 고가용성이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net0이 실패하는 경우 DLMP 집계
에서는 남은 포트 net1이 VNIC 간 공유됩니다. 집계된 포트 간 분산은 사용자에게 투명하고
집계에 연결된 외부 스위치에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그림은 포트가 실패할 때 DLMP 집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그림에서 net1이
실패하고 스위치와 net1 간 링크의 작동이 중지되면 vnic1은 vnic0 ~ net0과 포트를 공유합
니다.

그림   2-5 포트 실패 시 DLMP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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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P 집계의 실패 감지

DLMP 집계의 실패 감지는 집계된 포트의 실패를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포트는 트래픽을 보
내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할 수 있
습니다.

■ 케이블의 손상 또는 절단

■ 스위치 포트 작동 중지

■ 업스트림 네트워크 경로의 실패

DLMP 집계는 집계된 포트에서 실패 감지를 수행하여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송신 및 수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포트가 실패하면 해당 포트와 연관된 클라이언
트가 활성 포트로 페일오버됩니다. 실패한 통합 포트는 복구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활성 포트는 계속 작동하고 기존의 포트가 필요에 따라 배포됩니다. 실패한 포트가 실
패로부터 복구되면 다른 활성 포트의 클라이언트가 해당 포트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DLMP 집계는 링크 기반 실패 감지와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모두 지원합니다.

링크 기반 실패 감지

링크 기반 실패 감지는 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스위치 포트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 실패를 감지
합니다. 따라서 링크 기반 실패 감지는 데이터 링크와 첫번째 홉 스위치 간의 직접 연결 손실
에 의해 발생하는 실패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링크 기반 실패 감지는 DLMP 집계가 만들어
질 때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는 끝에 있는 호스트와 구성된 대상 간 실패를 감지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링크 기반 실패 감지의 알려진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는 기본 라우터의 작동이 중지되거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유용합니다. DLMP
집계는 프로브 패킷을 보내고 받아 실패를 감지합니다.

DLMP 집계에서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probe-ip 등록 정보를 구성
해야 합니다.

참고 - DLMP 집계에서 probe-ip가 구성되지 않으면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가 사용되지 않고
링크 기반 실패 감지만 사용됩니다.

첫번째 DLMP 집계를 만들면 서비스 svc:/network/dlmp:default가 자동으로 사용으로 설
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DLMP 집계에서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수행하는 in.dlmpd 데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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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스템에 DLMP 집계가 없는 경우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DLMP 집계의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구성” [30]을 참조하십시오.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는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L3) 프로브와 전이적
(L2) 프로브라는 2가지 유형 프로브의 조합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 두 프로브는 함께 작동하
여 통합된 물리적 데이터 링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ICMP 프로브

소스 IP 주소 및 선택적 대상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IP 주소는 지정된 소스 IP 주소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소스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LMP의 프로브 기
반 실패 감지를 구성하는 방법 [30]을 참조하십시오.

ICMP 프로브에서는 probe-ip 등록 정보의 구성된 소스 IP 주소가 VNIC와 같은 클라이
언트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포트는 VNIC와 같은 클라이
언트에 대해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하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
클라이언트와 연관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항상
DLMP 집계의 기본 포트 하나를 통해서만 전송됩니다. probe-ip 등록 정보의 구성된 IP
주소는 포트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포트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성된 각 소스 IP 주소에 대해 in.dlmpd 데몬은 구성된 대상으로 방향이 지정된 유
니캐스트 ICMP 패킷을 정기적으로 전송합니다. 대상 IP 주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in.dlmpd는 지정된 소스 IP 주소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경로에 대한 경로 지정 테이블
을 사용하고 지정된 다음 홉을 대상 IP 주소로 사용합니다.

ICMP 프로브 트래픽은 해당 IP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포트를 통해서만 전송됩니다. 포트
에서 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 포트는 ICMP 실패로 표시됩니다 ICMP 프로
브를 통해 포트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상에 도달할 수 있으면 해당 포트는 ICMP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 전이적 프로브

전이적 프로브는 ICMP 프로브를 통해 일부 네트워크 포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에 수행됩니다. 따라서 전이적 프로브는 probe-ip 등록 정보에 대해 구성된 소스 IP 주소
와 연관된 포트가 없을 경우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이적 프로브는 IP 클라이언트와 연
관된 포트가 없거나 probe-ip 등록 정보의 구성된 IP 주소 수가 통합된 총 포트 수보다 작
은 경우에 수행됩니다. 프로브 패킷은 어떤 IP 주소와도 연관되지 않은 포트에서 피어 포
트로 정기적으로 전송됩니다. 포트가 ICMP 활성 포트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포트
는 L2 활성으로 간주됩니다.

Oracle Solaris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전이적 프로브를 위한 고유 프로토콜 패킷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전이적 프로브의 패킷 형식을 참조하십시
오.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는 집계에 대한 VNIC가 전역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비전역 영역에 지
정된 경우 전역 영역에서 수행됩니다. 하지만 프로브 트래픽은 VLAN을 사용하여 비전역 영
역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브 트래픽이 전역 영역의 한 VLAN에서 실행 중
인 경우 비전역 영역 트래픽은 다른 VLAN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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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집계의 요구 사항

링크 집계 구성에는 다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집계로 구성될 데이터 링크에는 IP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전역 영역에서만 링크 집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에 대해 구성된 IP 인터페이
스가 없는 경우에도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비전역 영역에서 링크 집계를 만들 수 없습
니다. 링크 집계는 여러 개의 물리적 NIC만 결합하는데 비전역 영역에서는 모든 인터페이
스가 가상입니다. 따라서 비전역 영역에서는 링크 집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 집계의 모든 데이터 링크가 동일한 속도 및 전이중 모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DLMP 집계의 경우 집계를 다른 시스템의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 스위치가 하나 이상 있
어야 합니다. DLMP 집계 구성 시 인접(Back-to-Back)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각 데이터 링크에 고유 MAC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성 및 관리 ”의 “각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가 고유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트렁크 집계만 해당) 포트를 트렁크 집계에 연결하거나 트렁크 집계에서 분리하려면
IEEE 802.3ad 링크 집계 표준에 정의된 대로 장치에서 링크 상태 알림을 지원해야 합니
다. 링크 상태 알림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는 dladm create-aggr 명령의 -f 옵션을 사용
해야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경우 링크 상태가 항상 UP으로 보고됩니다. -f
옵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집계를 만드는 방법 [25]을 참조하십시오.

링크 집계 만들기

링크 집계는 기본 포트를 하나의 논리적 그룹으로 그룹화합니다. 집계에서는 이러한 기본 포
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므로 이러한 포트에서 IP 주소를 지정하거나 VNIC를 구성하는 등 다
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VNIC는 집계 전체에 대해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포트에 대해
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링크 집계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포트에서 기존 IP 인터페이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생성된 링크 집계에 대해 VLAN을 구성하고 VNIC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링크 집계에 대해
VLAN을 만드는 방법은 링크 집계에 VLAN을 구성하는 방법 [53]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링크 집계는 동일한 속도로 작동하는 전이중 P2P 링크에서만 작동합니다. 집계의 데이
터 링크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eyprp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ey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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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집계를 만드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트렁크 집계를 만들고 집계에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스위치에서 집계로 사용할 포트를
구성하십시오. 스위치가 LACP를 지원하는 경우 active 또는 passive 모드로 LACP를 구성
합니다.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집계의 물리적 데이터 링크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 정보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phys

3. 통합하려는 데이터 링크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IP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생성된 경우 IP 인터페이스를 먼저 제거합니
다.

a.   링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 ipadm show-if
IFNAME       CLASS        STATE     ACTIVE     OVER

lo0          loopback     ok        yes        --

net0         ip           ok        no         --

출력을 통해 데이터 링크 net0에 대해 IP 인터페이스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b.   IP 인터페이스를 제거합니다.

# ipadm delete-ip interface

여기서 interface는 링크를 통해 IP 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링크 집계를 만듭니다.

# dladm create-aggr [-f] [-m mode] [-P policy]  [-L LACP-mode] \
[-T time] [-u address] -l link1 -l link2 [...] aggr

-f 집계를 강제로 만듭니다. 링크 상태 알림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를 통합
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m mode 모드는 다음 값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모드는 trunk입니다.

■ trunk – IEEE 802.3ad 호환 링크 집계 모드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ip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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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mp – 데이터 링크 다중 경로 모드

-P policy (트렁크 집계만 해당) 집계에 대한 로드 균형 조정 정책을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값은 L2, L3, L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드 균형 조정에 대한
집계 정책 정의” [18]를 참조하십시오.

-L LACP-mode (트렁크 집계만 해당) LACP가 사용되는 경우 LACP 모드를 지정합니
다. 지원되는 값은 off, active 또는 passive입니다. 모드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스위치 사용” [16]을 참조하십시오.

-T time (트렁크 집계만 해당) LACP 타이머 값을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값은
short 또는 long입니다.

-u address 집계에 대해 고정된 유니캐스트 주소를 지정합니다.

-l linkn 통합하려는 데이터 링크를 지정합니다.

aggr 집계 이름을 지정합니다. 해당 이름은 사용자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성 및 관리 ”의 “유효한 링크 이름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5. (옵션) 생성된 집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집계 및 링크와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link

■ 집계와 상태 및 포트별 정보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aggr -x

집계의 상태는 up이어야 합니다.

예   2-1 트렁크 집계 만들기

이 예에서는 두 개의 기본 데이터 링크 net0 및 net1를 포함하는 링크 집계를 만드는 명령을
보여줍니다. 집계는 또한 LACP 패킷을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기본 데
이터 링크를 통해 기존 IP 인터페이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ipadm show-if
IFNAME       CLASS        STATE     ACTIVE     OVER

lo0          loopback     ok        yes        --

net0         ip           ok        no         --

# ipadm delete-ip net0

# dladm create-aggr -L active -l net0 -l net1 trunk0

# dladm show-aggr -x
LINK       PORT           SPEED DUPLEX   STATE     ADDRESS            PORTSTATE

trunk0     --             1000Mb full    up        8:0:27:49:10:b8    --

           net0           1000Mb full    up        8:0:27:49:10:b8    attached

           net1           1000Mb full    up        8:0:27:e4:d9:46    attached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eyqw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ey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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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2 DLMP 집계 만들기 및 집계에 대한 IP 인터페이스 구성

이 예에서는 DLMP 집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집계에는 3개의 기본 데이터 링크
(net0, net1 및 net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계 aggr0 위에 IP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며 그
위에 VNIC vnic1이 만들어집니다.

# dladm create-aggr -m dlmp -l net0 -l net1 -l net2 aggr0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aggr0     aggr      1500    up      net0 net1 net2

# dladm show-aggr -x
LINK       PORT           SPEED DUPLEX   STATE     ADDRESS            PORTSTATE

aggr0      --             1000Mb full    up        8:0:27:49:10:b8    --

           net0           1000Mb full    up        8:0:27:49:10:b8    attached

           net1           1000Mb full    up        8:0:27:e4:d9:46    attached

           net2           1000Mb full    up        8:0:27:38:7a:97    attached 

# ipadm create-ip aggr0

# ipadm create-addr -T static -a local=10.10.10.1 aggr0/v4

# dladm create-vnic -l aggr0 vnic1

다음 순서 IP 인터페이스 및 VNIC 만들기와 같은 추가 구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집계를 사용
하여 비전역 영역 및 커널 영역을 모두 구성할 수 있습니다.

■ IP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성 및 관
리 ”의 3 장, “Oracle Solaris에서 IP 인터페이스와 주소 구성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링크 집계 위에 VLAN을 구성하는 방법은 “링크 집계에 대해 VLAN 구성” [53]을 참
조하십시오.

■ VNIC를 구성하는 방법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가상화 및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 ”의 “VNIC 및 Etherstub 구성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영역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집계에 링크 추가

기존 집계에 데이터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집계에 데이터 링크를 추가하는 경우
스위치에 LACP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 데이터 링크를 포함하도록 스위치를 재구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계에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ipconfig-12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ipconfig-12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mhdy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mhdy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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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링크에 IP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IP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IP 인터페이스를 삭제합니다.

# ipadm show-if

# ipadm delete-ip interface

여기서 interface는 데이터 링크에 대해 구성된 IP 인터페이스입니다.

3. 집계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 dladm add-aggr -l link [-l link] [...] aggr

여기서 link는 집계에 추가하는 데이터 링크를 나타내며 aggr은 집계의 이름입니다.

4. (트렁크 집계만 해당) 필요한 경우 스위치를 재구성합니다.

스위치에 LACP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스위치 구성 방법에 따라 추가 데이터
링크를 포함하도록 스위치를 재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서 재구성 작업을 수행하려면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예   2-3 집계에 링크 추가

이 예에서는 aggr0 집계에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aggr0    aggr      1500    up        net0 net1

net3     phys      1500    up        --

# ipadm delete-ip net3

# dladm add-aggr -l net3 aggr0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aggr0    aggr      1500    up        net0 net1 net3

net3     phys      1500    up        --

집계에서 링크 제거

dladm remove-aggr 명령을 사용하여 집계와 연관된 개별 데이터 링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
다. 집계에서 링크를 제거한 경우 스위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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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로그인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dladm remove-aggr -l link aggr

예   2-4 집계에서 링크 제거

이 예에서는 aggr0 집계에서 링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aggr0    aggr      1500    up        net0 net1 net3

net3     phys      1500    up        --    

# dladm remove-aggr -l net3 aggr0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aggr0    aggr      1500    up        net0 net1

net3     phys      1500    unknown   --

트렁크 집계 수정

트렁크 집계에 대해 policy, lacpmode 및 time과 같은 선택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LMP 집계에서는 이러한 속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집계의 로드 균형 조정 정책을 수정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다음 명령을 수행합니다.

# dladm modify-aggr -P policy aggr

policy “로드 균형 조정에 대한 집계 정책 정의” [18]에 설명된 대로 로
드 균형 조정 정책 L2, L3 및 L4 중 하나 이상을 나타냅니다.

aggr 정책을 수정하려는 집계를 지정합니다.

■ 집계의 LACP 모드를 수정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dladm modify-aggr -L LACP-mode -T time aggr

-L LACP-mode 집계가 작동해야 하는 LACP 모드를 가리킵니다. 가능한 값은
active, passive 및 off입니다.

-T time LACP 타이머 값(short 또는 long)을 나타냅니다.

aggr LACP 모드를 수정하려는 집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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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5 트렁크 집계 수정

이 예에서는 링크 집계 aggr0의 로드 균형 조정 정책을 L2로 수정하고 LACP 모드를
active로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modify-aggr -P L2 aggr0

# dladm modify-aggr -L active -T short aggr0

# dladm show-aggr
LINK    MODE       POLICY  ADDRPOLICY      LACPACTIVITY   LACPTIMER

aggr0   trunk      L2      auto            active         short      

DLMP 집계의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구성

프로브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DLMP 집계에 대해 probe-ip 등록 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고 링크 기반 실패 감지만 사용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DLMP 집계의 실패 감지” [22]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가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probe-ip – 소스 IP 주소 및 대상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지정
합니다. 소스 IP 주소는 ICMP 프로브에 사용됩니다. 소스 IP 주소 목록 뒤에 선택 사항인
대상 주소가 나열됩니다. 대상 IP 주소는 지정된 소스 IP 주소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를 사용하여 소스를 대상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IP 주소 또는 대상의 호스트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주소 및 대상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은 DLMP의 프로
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하는 방법 [30]을 참조하십시오.

■ probe-fdt – 실패 감지 시간을 지정합니다. 예상 실패 감지 시간 값을 초 단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초입니다.

DLMP의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DLMP 집계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집계를 만드는 방법 [25]을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옵션)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할 집계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기존 집계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aggr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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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할 집계의 프로브 대상을 설정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probe-ip=IP-address[/prefix-length]|hostname+[target] aggr

probe-ip 등록 정보의 소스 및 대상 주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probe-ip=IP-address[/prefix-length]|hostname+[target]
IP 주소 및 해당 접두어 길이. 예를 들어, 10.130.10.1/24+와 같이 지정합니다.

■ probe-ip=addr-obj-name+[target]
주소 객체 이름. 예를 들어, vnic1/addr1+192.168.0.1과 같이 지정합니다.

■ probe-ip=interface-name+[target]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집계 인터페이스 자체의 이름이거나 집계에 대해 구성된 VNIC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gr1]+와 같이 지정합니다.

■ probe-ip=+[target]
IP 주소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스 IP 주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구성된
모든 IP 주소 및 VNIC가 ICMP 프로브의 잠재적 소스 IP 주소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0.130.10.1과 같이 지정합니다.

4. (옵션) 실패 감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probe-fdt=fdt aggr

여기서 fdt는 초 단위로 지정된 실패 감지 시간입니다. 기본값은 10초입니다.

5. (옵션) 프로브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집계를 표시합니다.

# dlstat show-aggr -n -P [[t],[i],[all]]

예   2-6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구성

1. 기존 집계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aggr

LINK    MODE       POLICY  ADDRPOLICY      LACPACTIVITY   LACPTIMER

aggr0   dlmp       --      --              --             --    

aggr1   dlmp       --      --              --             -- 

2. aggr1에 대한 프로브 대상을 설정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probe-ip=+ aggr1

소스 IP 주소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aggr1 집계 및 VNIC에 대해 구성된 모든 IP 주소가
ICMP 프로브의 소스 IP 주소가 됩니다.

3. 실패 감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probe-fdt=15 aggr1

4. 설정된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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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dm show-linkprop -p probe-ip,probe-fdt aggr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aggr1    probe-ip         rw     192.168.85.137   --           --        -- 

aggr1    probe-fdt        rw     15               15           10          1-600 

5. 집계에 대한 프로브 통계를 표시합니다.

# dlstat show-aggr -n -P t,i aggr1

TIME   AGGR   PORT  LOCAL           TARGET          PROBE  NETRTT     RTT

0.45s  aggr1  net0  net0            net1            t16148  --         --

0.45s  aggr1  net0  net0            net1            t16148  0.63ms     0.81ms

1.08s  aggr1  net1  net1            net0            t16148  --         --

1.08s  aggr1  net1  net1            net0            t16148  0.72ms     0.99ms

2.07s  aggr1  net1  192.168.85.137  192.168.85.137  i15535  --         --

2.07s  aggr1  net1  192.168.85.137  192.168.85.137  i15535  0.18ms     0.54ms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모니터링

dladm show-aggr, dlstat show-aggr 및 ipadm show-addr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브 기반 실
패 감지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예   2-7 프로브 관련 정보 표시

다음 예에서는 DLMP 집계에 대한 프로브 통계를 표시합니다. 프로브 유형 -P 옵션을 통해
dlstat show-aggr 명령에 쉼표로 구분된 인수 목록(전이적 프로브의 경우 t, ICMP 프로브
의 경우 i, ICMP 및 전이적 프로브 모두에 대해서는 all)을 제공하여 해당 프로브 유형의 프
로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dlstat show-aggr -n -P t,i aggr1
   TIME     AGGR     PORT   LOCAL        TARGET       PROBE  NETRTT     RTT

   0.53s    aggr1    net0   net0         net1         t16148  --         --

   0.53s    aggr1    net0   net0         net1         t16148  0.62ms     0.87ms

   1.17s    aggr1    net1   net1         net0         t16148  --         --

   1.17s    aggr1    net1   net1         net0         t16148  0.72ms     0.99ms

   2.24s    aggr1    net1   192.168.0.1  192.168.0.2  i15535  --         --

   2.24s    aggr1    net1   192.168.0.1  192.168.0.2  i15535  0.11ms     0.55ms

TIME 프로브가 전송된 시간(초). 이 시간은 dlstat 명령을 실행한 시간에 상
대적입니다. dlstat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프로브가 전송된 경우 이 시
간은 음수입니다.

AGGR 프로브가 전송된 집계 이름

LOCAL ICMP 프로브: 프로브의 소스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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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적 프로브: 전이적 프로브가 시작된 포트 이름

TARGET ICMP 프로브: 프로브의 대상 IP 주소

전이적 프로브: 대상 프로브의 포트 이름

PROBE 프로브를 나타내는 식별자 번호. 접두어 t는 전이적 프로브에 해당하며
접두어 i는 ICMP 프로브에 해당합니다.

NETRTT 프로브에 대한 네트워크 왕복 시간. 이 값은 프로브 전송부터 DLMP 집
계에서 확인을 수신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RTT 프로브에 대한 총 왕복 시간. 이 값은 프로브 전송부터 DLMP 집계에서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lsta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2-8 통합된 포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 표시

다음 예에서는 각 기본 포트의 상세한 집계 정보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aggr -x
LINK       PORT   SPEED  DUPLEX   STATE   ADDRESS            PORTSTATE

aggr1      --     100Mb  full     up      1e:34:db:fa:50:a2  --

           net0   100Mb  full     up      1e:34:db:fa:50:a2  attached

           net1   100Mb  full     up      b2:c0:6a:3e:c5:b5  attached

자세한 내용은 d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2-9 통합된 포트의 상태 표시

다음 예에서는 집계 포트의 상태 및 포트의 대상 IP 주소를 보여 줍니다.

# dladm show-aggr -S -n
LINK       PORT       FLAGS   STATE    TARGETS        XTARGETS

aggr1      net1       u--3    active   192.168.0.2    net0

--         net0       u-2-    active   --             net1

예   2-10 probe-ip 등록 정보 값 표시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DLMP 집계의 링크 등록 정보 probe-ip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
다.

# dladm show-linkprop -p probe-ip aggr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aggr1    probe-ip         rw     192.168.0.2   192.168.0.2  --           --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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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1 집계의 IP 주소 및 상태 표시

다음 예에서는 집계의 IP 주소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 ipadm show-addr aggr1
ADDROBJ           TYPE     STATE        ADDR

aggr1/local1      static   ok           192.168.0.1/24

링크 집계 삭제

dladm delete-aggr 명령을 사용하여 링크 집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집계를 삭제하기 전
에 링크 집계에 대해 구성된 IP 인터페이스 및 VNIC를 삭제해야 합니다.

링크 집계 삭제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링크 집계에 구성된 IP 인터페이스를 삭제합니다.

# ipadm delete-ip IP-aggr

여기서 IP-aggr은 링크 집계의 IP 인터페이스입니다.

3. 링크 집계를 삭제합니다.

# dladm delete-aggr aggr

예   2-12 링크 집계 삭제

이 예에서는 aggr0 집계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삭제는 지속적입니다.

# ipadm delete-ip aggr0

# dladm delete-aggr aggr0

트렁크와 DLMP 집계 간 전환

트렁크 집계와 DLMP 집계 간 전환은 전체 구성을 변경하므로 단순히 다른 링크 집계 등록
정보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집계에 영향을 줍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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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집계 유형 간 전환 방법

시작하기 전에 ■ 트렁크 집계에서 DLMP 집계로 전환하는 경우 트렁크 집계에 대해 이전에 생성된 스위치
구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 DLMP 집계로부터 전환하는 경우 모든 링크가 동일한 스위치에 있고 스위치가 집계에 맞
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링크 집계의 현재 유형을 확인합니다.

# dladm show-aggr

출력 MODE 필드는 집계의 현재 유형을 나타냅니다. MODE의 값은 트렁크 집계의 경우 trunk이
고 DLMP 집계의 경우 dlmp입니다.

3. 집계를 전환합니다.

# dladm modify-aggr -m mode aggr

여기서 mode는 트렁크 집계로 전환하는 경우 trunk이고 DLMP 집계로 전환하는 경우
dlmp이며, aggr은 집계의 이름입니다.

4. 새로운 링크 집계 유형의 요구 사항에 맞게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 (옵션) 현재 링크 집계 구성을 확인합니다.

# dladm show-aggr

예   2-13 트렁크 집계에서 DLMP 집계로의 전환

이 예에서는 트렁크 집계에서 DLMP 집계로의 집계 변경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show-aggr
LINK    MODE       POLICY  ADDRPOLICY      LACPACTIVITY   LACPTIMER

aggr0   trunk      L2      auto            active         short

# dladm modify-aggr -m dlmp aggr0

# dladm show-aggr
LINK    MODE       POLICY  ADDRPOLICY      LACPACTIVITY   LACPTIMER

aggr0   dlmp       --      --              --             --

집계가 전환되면 트렁크 집계에 적용된 이전 스위치 구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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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링크 집계 구성

다음 전체 사용 사례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MP 집계를 만듭니다.

■ 집계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 집계에 대해 IP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 집계에 대해 VNIC를 구성합니다.

■ 집계에 대해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합니다.

■ 경로 지정 테이블에서 대상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 ICMP 및 전이적 프로브를 모니터합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2. 집계의 데이터 링크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 정보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3. 통합할 데이터 링크에 대해 구성된 IP 인터페이스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링크에 대해 인
터페이스가 구성된 경우 해당 인터페이스를 삭제합니다.

# ipadm show-if

IFNAME       CLASS        STATE     ACTIVE     OVER

lo0          loopback     ok        yes        --

net0         ip           ok        no         --

# ipadm delete-ip net0

4. 링크 net0 및 net1로 DLMP 집계를 만듭니다.

# dladm create-aggr -m dlmp -l net0 -l net1 aggr1

5. 집계에 또 다른 링크 net2를 추가합니다.

# dladm add-aggr -l net2 aggr1

기존 스위치 구성에 필요한 경우 새 링크를 포함하도록 스위치를 재구성합니다.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aggr1 집계에 대해 IP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 ipadm create-ip aggr1

# ipadm create-addr -T static -a local=10.10.10.1 aggr1/v4

7. 집계에 대해 VNIC를 만듭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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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dm create-vnic -l aggr1 vnic1

8. 집계에 대해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를 구성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probe-ip=+ aggr1

프로브의 소스 IP 주소 및 대상 IP 주소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로브를 사용으
로 설정하려면 경로 지정 테이블에서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9. 지정된 IP 주소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도록 경로 지정 테이블에서 대상을 구성합니다.

# route add -host 10.10.10.2 10.10.10.2 -static

10.통합된 포트의 상태 및 대상을 표시합니다.

# dladm show-aggr -S

LINK       PORT        FLAGS   STATE     TARGETS         XTARGETS

aggr1      net0        u--3    active    10.10.10.2      net2 net1

--         net1        u-2-    active       --           net2 net0

--         net2        u-2-    active       --           net0 net1

11.ICMP 프로브 통계를 모니터합니다.

# dlstat show-aggr -n -P i

   TIME     AGGR      PORT   LOCAL          TARGET        PROBE NETRTT  RTT

   1.16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3   --      --

   1.16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3   0.08ms  0.33ms

   2.05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4   --      --

   2.05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4   0.01ms  0.64ms

   4.05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5   --      --

   4.05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5   0.10ms  0.35ms

   5.54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6   --      --

   5.54s    aggr1     net0   10.10.10.1     10.10.10.2    i36   0.08ms  0.34ms 

12.포트 간 전이적 프로브 상태를 모니터합니다.

 # dlstat show-aggr -n -P t

   TIME     AGGR   PORT        LOCAL       TARGET  PROBE NETRTT  RTT

   0.30s    aggr1  net2        net2        net0    t38   --      --

   0.30s    aggr1  net2        net2        net0    t38   0.46ms  0.59ms

   0.46s    aggr1  net0        net0        net1    t39   --      --

   0.46s    aggr1  net0        net0        net1    t39   0.46ms  0.50ms

   0.48s    aggr1  net1        net1        net0    t39   --      --

   0.48s    aggr1  net1        net1        net0    t39   0.34ms  0.38ms

   0.72s    aggr1  net2        net2        net1    t38   --      --

   0.72s    aggr1  net2        net2        net1    t38   0.38ms  0.42ms

   0.76s    aggr1  net0        net0        net2    t39   --      --

   0.76s    aggr1  net0        net0        net2    t39   0.33ms  0.38ms

   0.87s    aggr1  net1        net1        net2    t39   --      --

   0.87s    aggr1  net1        net1        net2    t39   0.32ms  0.38ms

   1.95s    aggr1  net2        net2        net0    t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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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s    aggr1  net2        net2        net0    t39   0.36ms  0.42ms

   1.97s    aggr1  net2        net2        net1    t39   --      --

   1.97s    aggr1  net2        net2        net1    t39   0.32ms  0.38ms

   1.99s    aggr1  net0        net0        net1    t40   --      --

   1.99s    aggr1  net0        net0        net1    t40   0.31ms  0.36ms

   2.12s    aggr1  net1        net1        net0    t40   --      --

   2.12s    aggr1  net1        net1        net0    t40   0.34ms  0.40ms

   2.14s    aggr1  net0        net0        net2    t40   --      -- 

IP 인터페이스가 구성된 aggr0 집계가 생성되었습니다. aggr0 집계에 대해 VNIC vnic1이
구성되었습니다. 프로브의 소스 IP 주소 또는 대상 IP 주소를 지정하지 않고 프로브 기반 실
패 감지가 구성되었습니다. 프로브를 사용으로 설정하기 위해 경로 지정 테이블의 대상은
지정된 IP 주소 10.10.10.1과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IP 주소 10.10.10.2로 구성되었습니다.
ICMP 및 전이적 프로브 통계가 모니터됩니다.

트렁크와 DLMP 집계 비교

이 절에서는 두 가지 링크 집계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를 제공합니다.

표 2-1 트렁크와 DLMP 집계의 기능 비교

기능 트렁크 집계 DLMP 집계

링크 기반 실패 감지 지원됨 지원됨

LACP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대기 인터페이스 사용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지 않음1

여러 스위치 확장 공급업체 독점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에만 지원됨

지원됨

스위치 구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로드 균형 조정 정책 지원됨 해당 없음

모든 집계 포트에서 부하
분산

지원됨 제한됨2

사용자 정의 리소스 관리
플로우

지원됨 지원됨

링크 보호 지원됨 지원됨

인접(Back-to-Back) 구성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3

1 각 DLMP 클라이언트는 정확히 하나의 DLMP 포트와 연관됩니다. 나머지 포트는 DLMP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용 가능한 포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사용 가능 포트를 구성할 수
는 없습니다.

2 집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VNIC가 모든 포트에 분산됩니다. 그러나 개별 VNIC는 여러 포
트에 부하를 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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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LMP 집계에서는 항상 중간 스위치를 사용하여 패킷을 다른 대상 시스템으로 보내야 합
니다. 하지만 DLMP에 대해 스위치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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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3  장 

가상 LAN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 구성

이 장에서는 VLAN(가상 LAN)의 기능 및 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VLAN을 구성하고
시작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

■ “VLAN 배포 개요” [41]

■ “영역과 함께 VLAN 사용” [45]

■ “VLAN 구성 계획” [47]

■ “VLAN 구성” [48]

■ “링크 집계에 대해 VLAN 구성” [53]

■ “레거시 장치에 대해 VLAN 구성” [54]

■ “VLAN 정보 표시” [55]

■ “VLAN 수정” [56]

■ “VLAN 삭제” [58]

■ “사용 사례: 링크 집계 및 VLAN 구성 결합” [59]

VLAN 배포 개요

VLAN(가상 LAN)은 프로토콜 스택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LAN(Local Area Network)이
세분화된 것입니다. 스위치 기술을 사용하는 LAN에 대해 VLAN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른 VLAN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VLAN 사용 시기

다음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VLAN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그룹의 논리적 분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빌딩의 같은 층에 있는 모든 호스트가 하나의 스위치 기반 로컬 네트워크에 연
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층의 각 작업 그룹에 대해 별도의 VLAN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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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부서와 정보 기술 부서의 보안 요구 사항은 상당히 다릅니다. 각 부서에
대해 별도의 VLAN을 만들고 VLAN별로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크기를 줄이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입니다. 작업 그룹을 관리 가
능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25명으로 구성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사용자 12명에게만 브로
드캐스트 트래픽이 필요한 경우 이 12명의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VLAN을 설정하여 트래
픽을 줄이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VLAN 이름 지정

VLAN은 일반 또는 사용자 정의된 이름 사용의 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VLAN이 데이터 링크의 하드웨어 기반 이름과 VLAN ID를 결합해야 하는 PPA(물리적 연결
지점)에 의해 식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Oracle Solaris에서는 VLAN을 식별하기 위한 의
미 있는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
성 및 관리 ”의 “유효한 링크 이름 규칙”에 제공된 데이터 링크 이름 지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
다. 예를 들어, sales0 또는 marketing1과 같은 사용자 정의 VLAN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VLAN 이름은 VLAN ID와 함께 작동합니다. LAN의 각 VLAN은 VLAN 태그의 일부인 VLAN
ID로 식별됩니다. VLAN ID는 VLAN 구성 중에 지정됩니다. VLAN 지원 스위치를 구성하는
경우 VLAN ID를 각 포트에 지정해야 합니다. 포트의 VLAN ID는 포트에 연결되는 인터페이
스에 지정된 VLAN ID와 동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포트에는 포트 VLAN ID라고 하는 VLAN ID가 있습니다. 이 VLAN ID에 속하
는 패킷에는 VLAN 태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Oracle Solaris에서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default_tag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의 포트 VLAN ID를 표시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VLAN 토폴로지

스위치 LAN 기술을 사용하면 로컬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VLAN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
컬 네트워크를 VLAN으로 분할하려면 먼저 VLAN 기술을 지원하는 스위치를 구해야 합니다.
VLAN 토폴로지에 따라 스위치의 모든 포트가 단일 VLAN이나 여러 VLAN을 서비스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스위치 제조업체에 따라 스위치의 포트 구성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음 그림은 3개의 VLAN으로 나누어진 근거리 통신망을 보여줍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eyqw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ey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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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VLAN 세 개가 있는 LAN(Local Area Network)

그림에서 LAN의 서브넷 주소는 192.168.84.0입니다.

이 LAN은 3개의 작업 그룹에 해당하는 3개의 VLAN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acctg0, VLAN ID 789 – 회계 그룹. 이 그룹은 호스트 D 및 호스트 E를 소유합니다.

■ humres0, VLAN ID 456 – 인사 그룹. 이 그룹은 호스트 B 및 호스트 F를 소유합니다.

■ infotech0, VLAN ID 123 – 정보 기술 그룹. 이 그룹은 호스트 A 및 호스트 C를 소유합니
다.

이 그림의 변형이 다음 그림에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는 스위치가 하나만 사용되며 서로 다른
VLAN에 속하는 여러 호스트가 이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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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로 다른 VLAN의 여러 호스트를 연결하는 스위치

이 그림에서는 호스트 A 및 호스트 C가 VLAN ID가 123인 정보 기술 VLAN에 속합니다. 호
스트 A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VLAN ID 12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마
찬가지로 VLAN ID 123으로 구성된 스위치 1의 포트 1에 연결됩니다. 호스트 B는 VLAN ID
가 456인 인사 VLAN의 구성원입니다. 호스트 B의 인터페이스는 VLAN ID 456으로 구성된
스위치 1의 포트 5에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 C의 인터페이스는 VLAN ID 12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스위치 1의 포트 9에 연결됩니다. 포트 9도 VLAN ID
12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일 호스트가 여러 VLAN에 속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호스
트 A에는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2개의 VLAN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VL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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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ID 45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LAN ID 456으로 구성된 포트 3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ost A는 infotech0 및 humres0 VLAN 모두의 멤버입니다.

영역과 함께 VLAN 사용

VLAN과 Oracle Solaris 영역을 결합하여 스위치 같은 단일 네트워크 장치 내에 여러 가상 네
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net0, net1 및 net2라는 3개의 물리적 네트
워크 카드가 있는 시스템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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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여러 VLAN이 있는 시스템

VLA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러한 시스템
을 별도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는 하나의 LAN에 연결되고, 인증
서버는 다른 LAN에 연결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세번째 LAN에 연결됩니다. VLAN과 영
역을 사용하면 8개 시스템을 모두 결합하여 단일 시스템의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VLAN ID를 사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 영역 세트에 VLAN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다음 표는 그림에 제공된 정보를 나열합니다.

기능 영역 이름 VLAN 이름 VLAN ID IP 주소 NIC

웹 서버 webzone1 web1 111 10.1.111.0 ne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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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영역 이름 VLAN 이름 VLAN ID IP 주소 NIC

인증 서버 authzone1 auth1 112 10.1.112.0 net0

애플리케이션 서
버

appzone1 app1 113 10.1.113.0 net0

웹 서버 webzone2 web2 111 10.1.111.1 net1

인증 서버 authzone2 auth2 112 10.1.112.1 net1

애플리케이션 서
버

appzone2 app2 113 10.1.113.1 net1

웹 서버 webzone3 web3 111 10.1.111.2 net2

인증 서버 authzone3 auth3 112 10.1.112.2 net2

그림에 표시된 구성을 만들려면 예 3-2. “영역으로 VLAN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VLAN 구성 계획

VLAN 구성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됩니다.

1. LAN 토폴로지를 검사하고 VLAN으로 세분화하기에 적합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토폴로지의 기본 예는 그림 3-1. “VLAN 세 개가 있는 LAN(Local Area
Network)”을 참조하십시오.

2. VLAN ID에 대한 번호 지정 체계를 만들고 각 VLAN에 VLAN ID를 지정합니다.

참고 - VLAN 번호 지정 체계가 네트워크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기존 VLAN 번호 지정 체계
내에서 VLAN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3. 각 시스템에서 특정 VLAN의 구성 요소가 될 인터페이스를 결정합니다.

a. dladm show-link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구성된 링크를 확인합니다.

b. 시스템의 각 데이터 링크와 연관될 VLAN ID를 확인합니다.

c. VLAN을 만듭니다.

4.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한 데이터 링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각 데이터 링크의 VLAN ID와 각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스위치 포트를 확인합니다.

5. 연결된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VLAN ID로 스위치의 각 포트를 구성합니다.

구성 지침은 스위치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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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구성

다음 절차에서는 dladm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링크에 대해 VLAN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padm 명령을 사용하여 VLAN에 대해 IP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IP 주소로 이 인터

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dladm 및 ipadm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adm(1M) 및

i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LAN을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에서는 영역이 이미 시스템에 생성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영역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의 1 장, “비전역 영역을 계획 및 구성하는 방
법”를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링크 유형을 확인합니다.

# dladm show-link

3. 데이터 링크에 VLAN 링크를 만듭니다.

# dladm create-vlan -l link -v vid VLAN-link

link VLAN 인터페이스를 만들 링크를 지정합니다.

vid VLAN ID 번호를 나타냅니다.

VLAN-link VLAN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이름은 의미 있는 사용자 정의 이름
일 수 있습니다. VLAN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LAN 이름 지
정” [42]을 참조하십시오.

4. VLAN 구성을 확인합니다.

# dladm show-vlan

5. VLAN에 IP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 ipadm create-ip interface

여기서 interface는 VLAN 이름을 제공합니다.

6. IP 주소로 IP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ip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conf.star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conf.star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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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m create-addr -a address interface

예   3-1 VLAN 만들기

이 예에서는 그림 3-1. “VLAN 세 개가 있는 LAN(Local Area Network)”에 설명된 VLAN
구성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사용 가능한 링크를 확인하고 특정 링크에 대해 VLAN을 만듭니다.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2. 호스트 A:

# dladm create-vlan -l net0 -v 123 infotech0

호스트 C:

# dladm create-vlan -l net0 -v 123 infotech0

호스트 F:

# dladm create-vlan -l net0 -v 456 humres0

호스트 B:

# dladm create-vlan -l net0 -v 456 humres0

호스트 D:

# dladm create-vlan -l net0 -v 789 acctg0

호스트 E:

# dladm create-vlan -l net0 -v 789 acctg0

3. 생성된 VLAN을 표시합니다.

#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infotech0      123     net0        ----

infotech0      123     net0        ----

humres0        456     net0        ----

humres0        456     net0        ----

acctg0         789     net0        ----

acctg0         789     net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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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2 영역으로 VLAN 구성

이 예에서는 그림 3-3. “여러 VLAN이 있는 시스템”에 설명된 VLAN 구성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는 시스템에 여러 영역을 이미 구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영역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1. VLAN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한 다음 특정 링크에 대해 VLAN을 만
듭니다.

global#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0 -v 111 web1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0 -v 112 auth1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0 -v 113 app1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1 -v 111 web2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1 -v 112 auth2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1 -v 113 app2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2 -v 111 web3

global# dladm create-vlan -l net2 -v 112 auth3

global#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web1      111     net0        ----

auth1     112     net0        ----

app1      113     net0        ----

web2      111     net1        ----

auth2     112     net1        ----

app2      113     net1        ----

web3      111     net2        ----

auth3     113     net2        ----

링크 정보가 표시되면 VLAN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global#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web1      vlan     1500     up        net0

auth1     vlan     1500     up        net0

app1      vlan     1500     up        net0

web2      vlan     1500     up        net1

auth2     vlan     1500     up        ne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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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2      vlan     1500     up        net1

web3      vlan     1500     up        net2

auth3     vlan     1500     up        net2

2. VLAN을 해당 영역에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각 영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global# zonecfg -z webzone1 info net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web1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web2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web3

global# zonecfg -z authzone1 info net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auth1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auth2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auth3

global# zonecfg -z appzone2 info net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app1

net:

address not specified

physical: app2

physical 등록 정보의 값은 지정된 영역에 대해 설정된 VLAN을 나타냅니다.

3. 영역에 지정된 VLAN을 표시합니다.

global#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webzone1/web1   111  net0  --

authzone1/auth1 112  net0  --

appzone1/app1   113  net0  --

webzone1/web2   111  net1  --

authzone1/auth2 112  net1  --

appzone1/app2   113  ne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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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one1/web3   111  net2  --

authzone2/auth3 111  net2  --

4. 각 비전역 영역에 로그인하여 IP 주소로 VLAN을 구성합니다.

webzone1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webzone1# ipadm create-ip web1

webzone1# ipadm create-addr -a 10.1.111.0/24 web1

ipadm: web1/v4

webzone2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webzone2# ipadm create-ip web2

webzone2# ipadm create-addr -a 10.1.111.1/24 web2

ipadm: web2/v4

webzone3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webzone3# ipadm create-ip web3

webzone3# ipadm create-addr -a 10.1.111.2/24 web3

ipadm: web3/v4

authzone1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uthzone1# ipadm create-ip auth1

authzone1# ipadm create-addr -a 10.1.112.0/24 auth1

ipadm: auth1/v4

authzone2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uthzone2# ipadm create-ip auth2

autzone2# ipadm create-addr -a 10.1.112.1/24 auth2

ipadm: auth2/v4

authzone3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uthzone3# ipadm create-ip auth3

authzone3# ipadm create-addr -a 10.1.112.2/24 auth3

ipadm: auth3/v4

appzone1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ppzone1# ipadm create-ip app1

appzone1# ipadm create-addr -a 10.1.113.0/24 app1

ipadm: app1/v4

appzone2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ppzone2# ipadm create-ip app2

appzone2# ipadm create-addr -a 10.1.113.1/24 a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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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m: app2/v4

VLAN이 모두 IP 주소로 구성되면 구성이 완료됩니다. 3개의 VLAN이 작동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의 트래픽을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집계에 대해 VLAN 구성

인터페이스에 대해 VLAN을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링크 집계에 대해 VLAN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크 집계는 2장. 링크 집계를 사용하여 고가용성 구성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VLAN과 링크 집계의 구성을 결합합니다.

링크 집계에 VLAN을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링크 집계를 만듭니다. 링크 집계를 만드는 방법은 링크 집계를 만드는 방법 [25]을 참조하십
시오.

1. 시스템에 구성된 링크 집계를 나열합니다.

# dladm show-aggr

2. 선택한 링크 집계에 대해 만들려는 각 VLAN에 대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ladm create-vlan -l link -v vid VLAN-link

link VLAN 인터페이스를 만들 링크를 지정합니다.

참고 - 이 절차에서 링크는 링크 집계를 나타냅니다.

vid VLAN ID 번호를 나타냅니다.

VLAN-link VLAN 이름을 지정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만든 모든 VLAN에 대해 VLAN을 통한 IP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 ipadm create-ip interface

여기서 interface는 VLAN 이름을 사용합니다.

4. VLAN의 각 IP 인터페이스에 대해 유효한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 ipadm create-addr -a addres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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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3 링크 집계에 여러 VLAN 구성

이 예에서는 링크 집계에 VLAN 두 개가 구성됩니다. VLAN에는 각각 VLAN ID 193 및 194가
지정됩니다.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aggr0    aggr      1500    up        net0 net1

# dladm create-vlan -l aggr0 -v 193 acctg0

# dladm create-vlan -l aggr0 -v 194 humres0

# ipadm create-ip acctg0

# ipadm create-ip humres0

# ipadm create-addr -a 192.168.10.0/24 acctg0
ipadm: acctg0/v4

# ipadm create-addr -a 192.168.20.0/24 humres0
ipadm: humres0/v4

레거시 장치에 대해 VLAN 구성

일부 레거시 장치는 프레임 크기로도 알려져 있는 MTU(최대 전송 단위) 크기가 최대 1514
바이트인 패킷만 처리합니다. 프레임 크기가 이 최대 제한을 초과하는 패킷은 삭제됩니다.
이 경우 VLAN을 구성하는 방법 [48]에 나열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VLAN을 만들 때는 -f 옵션을 사용하여 VLAN을 강제로 만듭니다.

레거시 장치에서 VLAN을 구성하는 방법

1. -f 옵션을 사용하여 VLAN을 만듭니다.

# dladm create-vlan -f -l link -v vid VLAN-link

-f VLAN을 강제로 만듭니다. VLAN 헤더를 포함할 수 있는 크기의 프레
임을 허용하지 않는 장치에 대해 VLAN을 만들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
다.

-l link VLAN 인터페이스를 만들 링크를 지정합니다. 이 절차에서 링크는 레
거시 장치를 나타냅니다.

-v vid VLAN ID 번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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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link 관리상 선택한 이름일 수도 있는 VLAN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2. MTU(최대 전송 단위)에 대해 더 작은 크기를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 mtu는 1496으로 설정됩니다.

# dladm set-linkprop -p mtu=1496 VLAN-link

MTU 값이 작으면 전송 전에 VLAN 헤더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링크 계층에 주어집니다.

3. VLAN의 각 노드에 대해 2단계를 반복하여 MTU 값을 설정합니다.

링크 등록 정보 값을 변경하는 방법은 “Oracle Solaris 11.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구성 및
관리 ”의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VLAN 정보 표시

VLAN은 데이터 링크이므로 dladm show-link 명령을 사용하여 VLAN 정보를 표시할 수 있
습니다. dladm show-vlan 명령을 사용하여 VLAN에 대한 특정 정보를 표시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dladm show-link 또는 dladm show-vlan 명령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의 유형을 비교합니다. 첫번째 예에서는 dladm show-link 명령을 사용하여 VLAN이 아닌 데
이터 링크를 비롯한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링크를 표시합니다. 두번째 예에서는 dladm show-
vlan 명령을 사용하여 VLAN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 링크 정보의 하위 세트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web1     vlan     1500     up        net0

auth1    vlan     1500     up        net0

app1     vlan     1500     up        net0

web2     vlan     1500     up        net1

auth2    vlan     1500     up        net1

app2     vlan     1500     up        net1

web3     vlan     1500     up        net2

auth3    vlan     1500     up        net2

#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web1      111     net0     ----

auth1     112     net0     ----

app1      113     net0     ----

web2      111     net1     ----

auth2     112     net1     ----

app2      113     net1     ----

web3      111     net2     ----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CFGggt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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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3     113     net2     ----

VLAN 수정

dladm modify-vlan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VLAN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VLAN의 VLAN ID 변경

■ 다른 기본 링크로 VLAN 마이그레이션

VLAN의 VLAN ID 수정

VLAN의 VLAN ID를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dladm modify-vlan -v vid -L datalink
여기서 vid는 VLAN에 지정할 새 VLAN ID이고 datalink는 VLAN이 구성된 기본 링크를
가리킵니다.

참고 - 데이터 링크에 단일 VLAN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dladm modify-vlan -v vid -L
datalink 명령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VLAN이 여러 개인 데이터 링크에서 이 명
령을 사용하면 데이터 링크의 각 VLAN에는 고유 VLAN ID가 있어야 하므로 명령이 실패합
니다.

링크에서 VLAN ID를 수정하는 경우 새 VLAN ID에 대해 스위치 포트도 구성해야 합니다.

■ dladm modify-vlan -v vid vlan
하나의 데이터 링크에 VLAN이 여러 개인 경우 고유 VLAN ID를 변경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링크의 각 VLAN에는 고유한 VLAN ID가 있으므로 한 번에 하나씩
VLAN ID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림 3-3. “여러 VLAN이 있는 시스템”에 표시된 설정에서
net0에 대해 구성된 web1, auth1 및 app1의 VLAN ID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dladm modify-vlan -v 123 web1

# dladm modify-vlan -v 456 app1

# dladm modify-vlan -v 789 auth1

다른 기본 링크로 VLAN 마이그레이션

VLAN을 삭제 및 재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기본 데이터 링크에서 다른 기본 데이터 링크로
VLAN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링크는 물리적 링크일 수도 있고 링크 집계일 수
도 있고 etherstub일 수도 있습니다. etherstu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fk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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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 가상화 및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 ”의 “가상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참조하십시
오.

VLAN을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는 VLAN을 이동할 대상 기본 데이터 링크가
해당 VLAN의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등록 정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하고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성공한 후 해
당 VLAN이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해당 VLAN을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VLAN 마이그레이션 후 일부 하드웨어 종속 등록 정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LAN은 항상 해당 기본 데이터 링크와 동일한 MAC 주소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VLAN을 마
이그레이션하면 해당 VLAN의 MAC 주소가 대상 데이터 링크의 기본 MAC 주소로 변경됩
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등록 정보로는 데이터 링크 상태, 링크 속도, MTU 크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용프로그램은 중단 없이 계속 작동합니다.

참고 - 마이그레이션된 VLAN에는 원래 데이터 링크의 하드웨어 레인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데이터 링크에서 VLAN에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레인이 통계 정보의 새로운
소스가 됩니다. 그러나 dlstat 명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소프트웨어 통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VLAN 마이그레이션은 전역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역 마이그레이션

전역 마이그레이션은 한 데이터 링크에 구성된 모든 VLAN을 다른 데이터 링크로 마이그레
이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역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스 데이터 링크와 대상
데이터 링크만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ether0의 모든 VLAN을 net1로 이동하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modify-vlan -l net1 -L ether0

-l VLAN이 마이그레이션될 대상 데이터 링크를 가리킵니다.

-L VLAN이 구성된 원래 데이터 링크를 가리킵니다.

참고 - 소스 데이터 링크 앞에 대상 데이터 링크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적 마이그레이션

선택적 마이그레이션은 선택된 VLAN만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택적 VLAN 마
이그레이션을 수행하려면 이동하려는 VLAN을 지정합니다. 그림 3-3. “여러 VLAN이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예에서 VLAN은 net0에서 net3으로 이동합니다.

# dladm modify-vlan -l net3 web1,auth1,app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fkby


VLAN 삭제

58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 2014년 9월

참고 - VLAN을 선택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전역 마이그레이션에만 적용되는 -L 옵션
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동안 VLAN의 VLAN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 “여러
VLAN이 있는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다음 예에서는 동시에 여러 VLAN을 마이그레이션하고
VLAN ID를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web1    111      net0     -----

auth1   112      net0     -----

app1    113      net0     -----

# dladm modify-vlan -l net3 -v 123 web1

# dladm modify-vlan -l net3 -v 456 auth1

# dladm modify-vlan -l net3 -v 789 app1

#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web1    123      net3     -----

auth1   456      net3     -----

app1    789      net3     -----

참고 - 병렬 명령 dladm modify-vnic는 VLAN으로 구성된 VNIC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VLAN을 마이그레이션하는지 또는 VLAN으로 구성된 VNIC를 마이그레이션하는지에 따
라 올바른 하위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dladm show-vlan 명령으로 표시된 VLAN에서는
modify-vlan 하위 명령을 사용합니다. VLAN ID가 포함된 VNIC를 비롯하여 dladm show-
vnic 명령의 출력에 표시된 VNIC에서는 modify-vnic  하위 명령을 사용합니다. VNIC를 변
경하는 방법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가상화 및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 ”의 “VNIC
의 VLAN ID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VLAN 삭제

시스템의 VLAN 구성을 삭제하려면 dladm delete-vlan 명령을 사용합니다.

참고 - VLAN을 삭제하려면 먼저 삭제하려는 VLAN의 기존 IP 구성을 삭제해야 합니다. IP 인
터페이스가 VLAN에 있으면 VLAN 삭제가 실패합니다.

예   3-4 VLAN 구성 삭제

이 예에서는 VLAN 구성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web1      111     net0     ----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m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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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1     112     net0     ----

app1      113     net0     ----

web2      111     net1     ----

auth2     112     net1     ----

app2      113     net1     ----

web3      111     net2     ----

auth3     113     net2     ----

# ipadm delete-ip web1

# dladm delete-vlan web1

사용 사례: 링크 집계 및 VLAN 구성 결합

이 절의 예에서는 링크 집계 및 VLA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성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음 예에서는 NIC 4개를 사용하는 한 시스템이 개별 서브넷 8개의 라우터가 되도록 구성해
야 합니다. 따라서 각 서브넷에 대해 하나씩 8개의 링크가 구성됩니다. 먼저 NIC 4개에서 모
두 트렁크 집계를 만듭니다. 송신 프레임에 VLAN 태그를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태그 미지정
된 링크는 기본 경로가 가리키는 네트워크에 대해 태그 미지정된 기본 서브넷이 됩니다.

그런 후에 다른 서브넷의 링크 집계에 VLAN 인터페이스가 구성됩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체
계에 따라 서브넷의 이름이 지정됩니다. 마찬가지로 VLAN 이름은 해당 서브넷에 일치하도
록 지정됩니다. 최종 구성은 8개 서브넷에 대한 8개 링크로 이루어지며, 한 개는 태그 미지정
된 링크이고 7개는 태그 지정된 VLAN 링크입니다. 이 예는 데이터 링크에 IP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데이터 링크를 집계로 결합하려면 먼저 이러한 인터
페이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1. 데이터 링크에 구성된 IP 인터페이스를 모두 제거합니다.

# ipadm show-if

IFNAME    CLASS      STATE   ACTIVE   OVER

lo0       loopback   ok      yes      --

net0      ip         ok      yes      --

net1      ip         ok      yes      --

net2      ip         ok      yes      --

net3      ip         ok      yes      --

# ipadm delete-ip net0

# ipadm delete-ip net1

# ipadm delete-ip net2

# ipadm delete-ip net3

2. 트렁크 집계 default0을 만듭니다.

# dladm create-aggr -P L2,L3 -l net0 -l net1 -l net2 -l net3 defaul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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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net3        phys      1500  up       --        

default0    aggr      1500  up       net0 net1 net2 net3

3. 집계에 대해 IP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 ipadm create-ip default0

# ipadm create-addr -a 10.2.3.4/24 default0

4. default0에 대해 VLAN을 만듭니다.

# dladm create-vlan -v 2 -l default0 orange0

# dladm create-vlan -v 3 -l default0 green0

# dladm create-vlan -v 4 -l default0 blue0

# dladm create-vlan -v 5 -l default0 white0

# dladm create-vlan -v 6 -l default0 yellow0

# dladm create-vlan -v 7 -l default0 red0

# dladm create-vlan -v 8 -l default0 cyan0

# dladm show-link

LINK        CLASS      MTU  STATE    OVER

net0        phys      1500  up       --        

net1        phys      1500  up       --        

net2        phys      1500  up       --         

net3        phys      1500  up       --         

default0    aggr      1500  up       net0 net1 net2 net3

orange0     vlan      1500  up       default0

green0      vlan      1500  up       default0

blue0       vlan      1500  up       default0

white0      vlan      1500  up       default0

yellow0     vlan      1500  up       default0

red0        vlan      1500  up       default0

cyan0       vlan      1500  up       default0

# dladm show-vlan

LINK           VID   OVER        FLAGS

orange0         2   default0    -----

green0          3   default0    -----

blue0           4   default0    -----

white0          5   default0    -----

yellow0         6   default0    -----

red0            7   default0    -----

cyan0           8   default0    -----

5. VLAN 링크에 대해 IP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해당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사용 사례: 링크 집계 및 VLAN 구성 결합

3장. 가상 LAN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 구성 61

# ipadm create-ip orange0

# ipadm create-ip green0

# ipadm create-ip blue0

# ipadm create-ip white0

# ipadm create-ip yellow0

# ipadm create-ip red0

# ipadm create-ip cyan0

# ipadm create-addr -a 10.2.3.5/24 orange0

# ipadm create-addr -a 10.2.3.6/24 green0

# ipadm create-addr -a 10.2.3.7/24 blue0

# ipadm create-addr -a 10.2.3.8/24 white0

# ipadm create-addr -a 10.2.3.9/24 yellow0

# ipadm create-addr -a 10.2.3.10/24 red0

# ipadm create-addr -a 10.2.3.11/24 cy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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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4  장 

브리징 기능 관리

브리징을 사용하여 별도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연결하면 연결된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단일
네트워크 세그먼트처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브리지된 네트워크를 구성 및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

■ “브리지된 네트워크 개요” [63]

■ “브리지 만들기” [70]

■ “브리지에 대한 보호 유형 수정” [72]

■ “기존 브리지에 링크 추가” [72]

■ “브리지에서 링크 제거” [73]

■ “브리지 구성 정보 표시” [74]

■ “시스템에서 브리지 삭제” [76]

■ “브리징된 네트워크에서 VLAN 관리” [77]

■ “브리지 디버깅” [78]

브리지된 네트워크 개요

브리지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노드를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세그먼트는 연
결된 경우 단일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단일 네트워크 세그먼트처럼 통신합니
다. 따라서 각 노드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해 라우터를 사용하는 대신
IP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른 노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노드 간의 IP 트래픽 전달을 허용하도록 IP 경로 지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브리징과 경로 지정은 모두 네트워크의 리소스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
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로 지정은 IP 계층(L3)에 구현되고 경로 지정 프로토콜
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경로 지정 프로토콜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브리징은 네트워크의 리소스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브리지된 네
트워크에서는 브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에 수신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사하여 전달
된 패킷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브리지된 네트워크는 STP(Spanning Tree Protocol) 및
TRILL(Transparent Interconnection of Lots of Links)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브리징 프로토콜” [6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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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브리징을 사용하는 SPARC® 기반 시스템에서 eeprom 명령을 사용하여 local-mac-
address? 등록 정보를 false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동일한 네트워크의
여러 포트에서 동일한 MAC 주소가 잘못 사용됩니다.

브리지된 단순 네트워크

다음 그림에서는 브릿징된 단순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림   4-1 브리지된 단순 네트워크

goldengate 브리지는 브리징이 구성되어 있는 Oracle Solaris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sanfrancisco 및 sausalito는 브리지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A는 한쪽
은 브리지에, 다른 쪽은 3개의 컴퓨터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허브를 사용합니다. 브리
지 포트는 링크 net0, net1 및 net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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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스택에서 Oracle Solaris 브리지를 구현하는 방법

Oracle Solaris에서는 다음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동일 네트워크 스택 구현의 데이터 링크 계
층에서 브리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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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Oracle Solaris 네트워크 스택의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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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터페이스인 net0 및 videoagg0은 하나의 브릿지인 bridge0으로 구성됩니다. 한 인터페
이스에서 수신된 패킷은 다른 인터페이스로 전달됩니다. 브리지 구성 후에도 두 인터페이스
를 모두 사용해서 VLAN 및 IP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브리지된 네트워크 링

브리지된 네트워크는 여러 브리지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브리지된 네트워크 링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림   4-3 브리지된 네트워크 링

다음 그림에서는 링으로 구성된 브리지된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이 구성에서는 세 개의 브
릿지를 보여줍니다. westminister 브리지에는 시스템 2개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시스템은 waterloo 브리지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시스템은 tower 브리지에 물
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브릿지 포트를 통해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
니다.

이 유형의 구성을 사용하면 오래된 패킷이 링을 무기한 반복하여 네트워크 링크가 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상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Oracle Solaris 브리지는
STP 및 TRILL 프로토콜을 모두 구현합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브릿지는 STP 루프 방지도 구
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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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된 네트워크 작동 방식

브리지에 패킷이 수신되면 해당 소스 주소가 검사됩니다. 패킷의 소스 주소는 패킷이 전송된
노드를 패킷이 수신된 링크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수신된 패킷이 대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
를 사용하는 경우 브릿지가 링크를 통해 패킷을 해당 주소로 전달합니다.

소스 주소와 연결된 링크는 브리지된 네트워크의 다른 브리지에 연결된 중간 링크일 수 있습
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브리징된 네트워크의 모든 브릿지가 패킷을 지정된 노드로 보내는 링
크를 "학습"합니다. 따라서 패킷의 대상 주소를 사용하여 홉 단위 브리징을 통해 패킷을 최종
대상으로 보냅니다.

로컬 "링크 작동 중지" 알림은 지정된 링크의 모든 노드에 더 이상 연결할 수 없음을 나타냅
니다. 이 경우 해당 링크에 대한 패킷 전달이 중지되며 이 링크를 통한 모든 전달 항목이 비워
집니다. 이전 전달 항목도 시간이 경과하면 비워집니다. 링크를 복원하면 해당 링크를 통해
수신된 패킷이 새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패킷의 소스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주소가 대상 주소로 사용될 때 브릿지가 해당 링크
를 통해 패킷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프로토콜

브리지된 네트워크는 다음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 STP(Spanning Tree Protocol)

STP는 브리지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브리징은 STP 방식을 사
용하여 하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루프를 방지합니다. 패킷
을 대상으로 전달하려면 브릿지가 해당 브릿지에 연결된 모든 링크에서 무차별 모드로 수
신 대기해야 합니다. 무차별 모드에서 수신 대기하면 브리지에서 패킷이 전체 회선 속도
로 무기한 순환하는 전달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 가능한 최고 레벨의 성능이 필요한 경우 링크를 브리지로 구성하지 마십시오. 브리징
을 사용하려면 기본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무차별 모드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드웨어(NIC),
드라이버 및 기타 시스템 계층에 있는 많은 중요한 최적화 기능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 기능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는 것은 브릿징 방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능 문제는 브릿지의 일부로 구성된 링크에만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 링크 중 일부가
브리지되지 않아 이러한 제약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브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TRILL(Transparent Interconnection of Lots of Links)

Oracle Solaris는 링크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지 않고 루프를 방지하는 향상된 TRILL 보
호 기능을 지원합니다. TRILL를 사용하면 대상으로 가는 여러 경로 간 트래픽의 로드 균
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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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보호에 STP를 사용하는 경우 루프의 연결 중 하나에서 패킷을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물리적 루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림 4-3. “브리지된 네트워크 링”에서는 westminster 및
tower 브릿지 간의 물리적 링크가 패킷 전달에 사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STP와 달리 TRILL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링크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대신 TRILL은
네트워크의 각 TRILL 노드에 대해 최단 경로 정보를 계산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패킷을 개
별 대상으로 전달합니다.

dladm create-bridge 또는 dladm modify-bridge 명령에서 -P trill 옵션을 지정하여
TRI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지 만들기” [70] 및 “브리지에 대한 보
호 유형 수정” [72]을 참조하십시오.

ST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EEE 802.1D-1998을 참조하십시오. TRILL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TRILL draft documents (http://
tools.ietf.org/wg/trill)를 참조하십시오.

STP 데몬

dladm create-bridge 명령으로 만든 각 브릿지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svc:/network/
bridge의 SMF(서비스 관리 기능) 인스턴스로 표시됩니다. 각 인스턴스는 STP를 구현하는 /
usr/lib/bridged 데몬의 복사본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pontevecchio라는 브리지를 만듭니다.

# dladm create-bridge pontevecchio

시스템은 SMF 서비스 인스턴스 svc:/network/bridge:pontevecchio와 관찰 노드 /dev/
net/pontevecchio0을 만듭니다. 관찰 노드는 snoop 명령 및 wireshark 패킷 분석기에 사용
됩니다. dlstat 명령을 사용하여 브리지의 런타임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포트가 기본적으로 표준 STP를 실행합니다. STP와 같이 특정 형태의 브릿
징 프로토콜을 실행하지 않는 브릿지는 네트워크에 오래 지속되는 전달 루프를 형성할 수 있
습니다. 이더넷은 패킷에 홉 수 또는 TTL(Time-To-Live)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루프가 네트
워크에 치명적입니다.

특정 포트가 다른 브릿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예: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직접 지점간 연결
이 포트에 있는 경우) 관리상 해당 포트의 STP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리지
의 모든 포트에 STP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STP 데몬은
계속 실행됩니다.

■ 추가된 새 포트를 처리하기 위해

■ BPDU 보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 필요한 경우 포트에서 전달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포트에서 STP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bridged 데몬이 BPDU를 계속 수신 대기합니다
(BPDU 보호). 이 데몬은 syslog를 사용하여 오류에 플래그를 지정하고 포트에서 전달을 사

http://tools.ietf.org/wg/trill
http://tools.ietf.org/wg/t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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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안함으로 설정하여 잘못된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냅니다. 링크가 작동 중지되었다가 다시
작동하거나 수동으로 링크를 제거했다가 다시 추가하면 링크가 다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브리지에 대해 SMF 서비스 인스턴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STP 데몬이 중지될 때 해당
포트에서 브리지가 중지됩니다.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하면 STP가 초기 상태부터 시작됩니
다.

TRILL 데몬

dladm create-bridge -P trill 명령을 사용하여 만든 각 브리지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svc:/network/bridge 및 svc:/network/routing/trill의 SMF 인스턴스로 표시됩니다.
svc:/network/routing/trill의 각 인스턴스는 TRILL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usr/lib/
trilld 데몬의 복사본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bridgeofsighs라는 브리지를 만듭니다.

# dladm create-bridge -P trill bridgeofsighs

시스템은 svc:/network/bridge:bridgeofsighs 및 svc:/network/routing/
trill:bridgeofsighs라는 두 개의 SMF 서비스를 만듭니다. 또한 시스템은 /dev/net/
bridgeofsighs0이라는 관찰 노드를 만듭니다.

브리지 만들기

Oracle Solaris에서는 dladm 명령과 SMF 기능을 사용하여 브리지를 관리합니다. SMF 명령
을 사용하면 svc:/network/bridge 인스턴스의 FMRI(결함 관리 리소스 식별자)를 통해 브릿
지 인스턴스를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고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dladm 명령을 사용하
면 브리지를 만들거나 삭제하고 브리지에 링크를 지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에
지정되는 링크는 802.3 및 802.11 매체를 포함하는 이더넷 유형이어야 합니다.

링크 간 브릿지를 만들려면 브릿지 인스턴스를 하나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각 브리지 인스턴
스는 별개입니다. 브리지 간에는 전달 연결이 없으며 링크는 최대 한 개 브리지의 구성원입니
다.

dladm create-bridge 명령은 브리지 인스턴스를 만들고 선택적으로 새 브리지에 하나 이상
의 네트워크 링크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브리지 인스턴스가 없으므로 Oracle
Solaris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링크 간 브리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브리지를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dladm create-bridge [–P protect] [–p priority] [–d forward-delay] [–l link...] bridge-name

-P protect 보호 방법을 지정합니다. 다음 값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리지 만들기

4장. 브리징 기능 관리 71

■ stp – STP 보호 방법(기본값)

■ trill – TRILL 보호 방법

-p priority 네트워크의 루트 브리지 노드를 파악하기 위해 브리지에 대한 IEEE
STP 우선 순위 값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32768입니다. 유효한 값은
0(최고 우선 순위)~61440(최저 우선 순위)으로, 4096씩 증가합니다.

-d forward-delay 브리지에 대한 STP 전달 지연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생성된 브리지
가 루트 노드인 경우 네트워크의 모든 브리지는 이 타이머를 사용하여
포트가 사용으로 설정될 때 링크 상태의 순서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5초입니다. 유효한 값은 4~30초입니다.

-l link 브리지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지정한 링크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 명령
이 실패하고 브릿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bridge-name은 임의의 문자열로, 적합한 SMF 서비스 인스턴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 이름
은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없는 FMRI 구성 요소입니다. 즉, 공백, ASCII 제어 문자 및 다음 문
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이름 default 및 SUNW 문자열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후행 숫자가 있는
이름은 디버깅에 사용되는 관찰 장치 생성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관찰 장치 사용으로 인
해 올바른 브릿지 인스턴스의 이름이 올바른 dlpi 이름이 되도록 추가로 제한됩니다. 이름은
알파벳 문자나 밑줄 문자로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 이름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숫자와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지 만들기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adm(1M) 매뉴얼 페이지의 dladm create-
bridge 명령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예   4-1 브리지 만들기

다음 예에서는 net0 및 net1 링크를 연결하여 brooklyn 브리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create-bridge -P stp -d 12 -l net0 -l net1 brooklyn

# dladm show-bridge
BRIDGE       PROTECT ADDRESS           PRIORITY DESROOT

goldengate   stp     32768/8:0:20:bf:f 32768    8192/0:d0:0:76:14:38

brooklyn     stp     32768/8:0:20:e5:8 32768    8192/0:d0:0:76:14:38

다음 예에서는 net0 및 net1 링크를 연결하여 westminister 브리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 dladm create-bridge -P trill -l net0 -l net1 westminister

# dladm show-bridge
BRIDGE       PROTECT ADDRESS           PRIORITY DESROOT

goldengate   stp     32768/8:0:20:bf:f 32768    8192/0:d0:0:76:14:3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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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inister trill   32768/8:0:20:e5:8 32768    8192/0:d0:0:76:14:38

브리지에 대한 보호 유형 수정

STP는 하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루프를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브리지에 STP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Oracle Solaris는 향상된 TRILL 보호 기능을 지원합니
다. 기본적으로 STP가 사용되지만 브릿징 명령에 -P trill 옵션을 지정하면 TRI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유형을 STP에서 TRILL로 수정하거나 TRILL에서 STP로 수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
십시오.

# dladm modify-bridge -P protection-type bridge-name

-P protection-type 옵션은 사용할 보호 유형(stp(기본값) 또는 trill)을 지정합니다.

예   4-2 브리지에 대한 보호 유형 수정

다음 예에서는 brooklyn 브리지에 대한 보호 유형을 기본값인 STP에서 TRILL로 수정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modify-bridge -P trill brooklyn

다음 예에서는 brooklyn 브리지에 대한 보호 유형을 TRILL에서 STP로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modify-bridge -P stp brooklyn

기존 브리지에 링크 추가

링크는 최대 한 개 브릿지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브릿지 인스턴스에서 다른 브
릿지 인스턴스로 링크를 이동하려면 먼저 현재 브릿지에서 링크를 제거한 후 다른 브릿지에
추가해야 합니다.

동일한 브릿지에 지정되는 링크는 동일한 MTU 값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 링크에서 MTU 값
을 변경할 수 있을지라도 브리지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MTU 값이 일치하도록 지정된 링크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때까지 브리지 인스턴스가 유지 관리 상태로 전환됩니다.

참고 - 브릿지에 지정되는 링크는 VLAN, VNIC 또는 터널일 수 없습니다. 집계의 일부로 허용
되는 링크 또는 집계 자체인 링크만 브리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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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브리지에 새 링크를 추가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 dladm add-bridge -l new-link bridge-name

다음 예에서는 기존 브리지 rialto에 net2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add-bridge -l net2 rialto

브리지에서 링크 제거

브리지를 삭제하려면 먼저 해당 링크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링크를 제거하려면 다음 명령
을 사용하십시오.

# dladm remove-bridge [-l link]... bridge-name

다음 예에서는 charles 브리지에서 net0, net1 및 net2 링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remove-bridge -l net0 -l net1 -l net2 charles

브리지의 링크 등록 정보 설정

다음과 같은 브리지의 링크 등록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fault_tag 링크로 전송되고 링크에서 수신되는 태그 미지정된 패킷에 대한 기본
VLAN ID입니다. 유효한 값은 0~4094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forward 브릿지를 통한 트래픽 전달을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이
등록 정보는 VNIC 링크를 제외한 모든 링크에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1(true) 및 0(false)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stp STP와 RSTP를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1(true) 및 0(false)입니다. 기본값은 1이며, STP와 RSTP가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stp_cost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STP 및 RSTP 비용 값을 나타냅니다. 유효한 값
은 1에서 65535 사이입니다. 기본값은 0으로, 링크 유형별로 비용이 자
동으로 계산됨을 나타냅니다.

stp_edge 포트가 다른 브릿지에 연결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1(true) 및 0(false)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stp_p2p 연결 모드 유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true, false 및 auto입니다.
기본값은 aut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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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_priority STP 및 RSTP 포트 우선 순위 값을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0에서 255
사이입니다. 기본값은 12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브리지의 링크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dladm set-linkprop -p prop=value link

예   4-3 브리지의 링크 등록 정보 설정

다음 예에서는 트래픽 전달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및 연결 모드 유형을 설정하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브리지의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브리지를 연결하는 링크에서 등록 정보
를 설정해야 합니다.

# dladm create-bridge -P stp -d 12 -l net0 -l net1 brooklyn

# dladm set-linkprop -p forward=0 net0

# dladm set-linkprop -p stp_p2p=true net1

다음 예에서는 브리지의 여러 등록 정보를 재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reset-linkprop -p default_tag,stp_priority brooklyn

브리지 구성 정보 표시

dladm show-bridge 명령을 사용하여 브리지 구성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브리지에 대한 정보 표시

dladm show-bridge 및 dlstat show-bridge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된 브리지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브리지 목록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adm show-bridge

# dladm show-bridge

BRIDGE       PROTECT ADDRESS           PRIORITY DESROOT

goldengate   stp     32768/8:0:20:bf:f 32768    8192/0:d0:0:76:14:38

baybridge    stp     32768/8:0:20:e5:8 32768    8192/0:d0:0:76:14:38

■ 브리지의 링크 관련 상태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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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dm show-bridge -l bridge-name

■ 브리지에 대한 링크 관련 통계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stat show-bridge bridge-name

■ 브리지에 대한 커널 전달 항목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adm show-bridge -f bridge-name

■ 브리지에 대한 TRILL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adm show-bridge -t bridge-name

■ 각 브리지 통계 및 각 브리지에 연결된 링크 통계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stat show-bridge

BRIDGE     LINK       IPKTS    RBYTES     OPKTS    OBYTES     DROPS  FORWARDS

rbblue0     --        1.93K   587.29K     2.47K     3.30M         0         0

           simblue1      72     4.32K     2.12K     2.83M         0        --

           simblue2   1.86K   582.97K       348   474.04K         0        --

stbred0     --          975   976.69K     3.44K     1.13M         0        38

           simred3      347   472.54K     1.86K   583.03K         0        --

           simred4      628   504.15K     1.58K   551.51K         0        --

■ 각 브리지의 모든 통계 및 각 브리지에 연결된 링크 통계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 dlstat show-bridge -o all

dladm show-bridge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고

dlstat show-bridge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sta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예   4-4 브리지 정보 표시

다음 예에서는 다양한 옵션으로 dladm show-bridge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다음 명령은 단일 브릿지 인스턴스 tower에 대한 링크 관련 상태 정보를 보여줍니다. 구
성된 등록 정보를 보려면 dladm show-linkprop 명령을 사용합니다.

# dladm show-bridge -l tower

LINK         STATE        UPTIME   DESROOT

net0         forwarding   117      8192/0:d0:0:76:14:38

net1         forwarding   117      8192/0:d0:0:76:14:38

■ 다음 명령은 지정한 브리지 avignon에 대한 커널 전달 항목을 보여줍니다.

# dladm show-bridge -f avignon

DEST              AGE     FLAGS  OUTPUT

8:0:20:bc:a7:dc   10.860  --     net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sta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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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bf:f9:69   --      L      net0

8:0:20:c0:20:26   17.420  --     net0

8:0:20:e5:86:11   --      L      net1

■ 다음 명령은 지정한 브리지 key에 대한 TRILL 정보를 보여줍니다.

# dladm show-bridge -t key

NICK   FLAGS LINK        NEXTHOP

38628  --    london      56:db:46:be:b9:62

58753  L     --          --

브리지 링크에 대한 구성 정보 표시

-o all 옵션과 함께 dladm show-link 명령을 사용하면 출력에 BRIDGE 필드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링크가 브릿지의 구성원이면 이 필드에 구성원으로 속한 브릿지의 이름이 식별됩니다.
브릿지에 속하지 않는 링크의 경우 -p 옵션을 사용하면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드에 --가 표시됩니다.

또한 브리지의 관찰 노드는 dladm show-link 출력 결과에 별도의 링크로 표시됩니다. 이 노
드의 경우 기존 OVER 필드에 브릿지의 구성원인 링크가 나열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브리지 멤버인 모든 링크에 대한 구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dladm show-link [-p]

-p 옵션은 구문 분석 가능한 형식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시스템에서 브리지 삭제

브리지를 삭제하려면 먼저 브리지에 연결된 모든 링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브릿지를 삭제하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브리지에 연결된 모든 링크를 제거합니다.

# dladm remove-bridge [-l link]... bridge-name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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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에서 브릿지를 삭제합니다.

# dladm delete-bridge bridge-name

예   4-5 시스템에서 브리지 삭제

다음 예에서는 먼저 coronado 브리지에서 net0, net1 및 net2 링크를 제거한 다음 시스템에
서 브리지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ladm remove-bridge -l net0 -l net1 -l net2 coronado

# dladm delete-bridge coronado

브리징된 네트워크에서 VLAN 관리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구성된 VLAN은 브릿지 인스턴스의 모든 포트에서 패킷을 전달합니다.
dladm create-vlan 또는 dladm create-vnic -v 명령을 호출하면 기본 링크가 브리지의 일
부인 경우 이 명령이 해당 브리지 링크에서 지정된 VLAN의 패킷 전달도 사용으로 설정합니
다. VLA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가상 LAN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 구성을 참조하십
시오.

링크에서 VLAN을 구성하고 브리지의 다른 링크와 패킷을 주고 받지 않도록 하려면 dladm
set-linkprop 명령으로 VLAN의 forward 등록 정보를 설정하여 전달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지의 링크 등록 정보 설정” [73]을 참조하십시오.

브리지 일부인 데이터 링크에 대해 VLAN을 구성하는 방
법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에서는 브리지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브리지를 만드는 방법은 “브리지 만들
기” [70]를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브리지의 일부인 링크를 파악하기 위해 브리지의 링크 관련 정보를 나열합니다.

# dladm show-bridge -l bridge-name

3. 브리지의 일부인 링크에 대해 VLAN을 만듭니다.

# dladm create-vlan -l link -v vid VLAN-link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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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VLAN 인터페이스를 만들 링크를 지정합니다.

참고 - 이 절차에서 링크는 사용자가 만든 브리지의 일부여야 합니다.

vid VLAN ID 번호를 나타냅니다.

VLAN-link VLAN 이름을 지정합니다.

4. 만들려는 모든 VLAN에 대해 이 명령을 반복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모든 VLAN에 대해 IP 인
터페이스를 만듭니다.

# ipadm create-ip interface

여기서 interface는 VLAN 이름입니다.

5. VLAN의 각 IP 인터페이스에 대해 유효한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 ipadm create-addr -a IP-address interface

VLAN과 STP 및 TRILL 프로토콜

표준 준수 STP에서는 VLAN이 무시됩니다. 브리징 프로토콜은 태그가 없는 BPDU 메시지를
사용하여 루프가 없는 토폴로지 한 개만 계산하고 이 트리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링크를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링크가 STP에 의해 자동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될 때 구성된
VLAN의 연결이 해제되지 않도록 네트워크에 프로비전된 중복 링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브
리지된 백본 전체에서 모든 VLAN을 실행하거나 모든 중복 링크를 신중하게 검사해야 합니
다.

TRILL 프로토콜은 복잡한 STP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TRILL은 VLAN 태그가 유지되
는 패킷을 자동으로 캡슐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합니다.

브리지 디버깅

각 브리지 인스턴스에 관찰 노드가 지정됩니다. 이 노드는 /dev/net/ 디렉토리에 표시되며
브리지 이름과 후행 0을 더한 값으로 이름이 지정됩니다(예: /dev/net/bridgeofsighs0).

관찰 노드는 snoop 명령 및 wireshark 패킷 분석기에 사용됩니다. 이 노드는 자동으로 삭제
되는 패킷 전송을 제외하고는 표준 이더넷 인터페이스처럼 작동합니다. 관찰 노드 위에 IP를
연결할 수 없으며, 패킷을 받기만 하고 보낼 수는 없게 해 주는 passive 옵션을 사용하지 않
으면 바인드 요청(DL_BIND_REQ)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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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노드는 브리지에서 처리되는 모든 패킷에 대해 수정되지 않은 복사본을 한 개씩 만듭니
다. 이 복사본을 모니터링과 디버깅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동작은 일반 브리지
의 포트 모니터링과 유사하며 일반 DLPI(데이터 링크 공급자 인터페이스) 무차별 모드 규칙
이 동작에 적용됩니다. pfmod 명령 또는 snoop 명령 및 wireshark 패킷 분석기의 기능을 사용
하여 VLAN ID를 기준으로 패킷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 노드로 전송된 패킷인 전달된 패킷은 브리지가 받은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참고 - 브리징 프로세스가 VLAN 태그를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하는 경우 snoop 명령 및
wireshark 패킷 분석기에서 표시하는 데이터는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이전의 상태를 나타
냅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여러 링크에서 고유 default_tag 값이 사용되는 경우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브리징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특정 링크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패킷을 보려면 브리지 관찰 노
드 대신 개별 링크에서 snoop 명령을 실행합니다.

dlstat 명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패킷이 링크에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
한 통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가상화 및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 ”의 8 장, “네트워크 트래픽 및 리소스 사용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
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dysy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VIRgdy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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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5  장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
크 연결 정보 교환

이 장에서는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를 사용하여 로컬 네트워크 전체에서 시
스템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

■ “LLDP 개요” [81]

■ “LLDP 에이전트 공개 정보” [83]

■ “시스템에서 LLDP 사용으로 설정” [86]

■ “에이전트의 LLDP 패킷에 대한 TLV 단위 및 값 지정” [90]

■ “LLDP 사용 안함으로 설정” [94]

■ “LLDP 에이전트 모니터링” [95]

LLDP 개요

LLDP는 LAN에서 시스템이 서로 구성 및 관리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콜
을 사용할 경우 시스템이 네트워크의 다른 시스템에 연결 및 관리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시스템 기능, 관리 주소 및 기타 네트워크 작업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동일한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유
사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LAN에서는 시스템 및 스위치 같은 개별 구성 요소가 격리되어 구성되지 않습니다. 네트
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호스트하려면 네트워크의 시스템 구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
니다.

각 시스템, 스위치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 요소 간 호환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수동 구성은 위험하며 여러 시스템에서 여러 관리자가 독립적
으로 작업하는 경우 특히 잘못 구성되기 쉽습니다. 더 효과적인 대안은 시스템이 개별 구성
정보를 피어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구성 오류를 감지할 수 있는 LLD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Oracle Solaris는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 간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교환하여 잘
못 구성된 네트워크 리소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LLDP의 사용을 지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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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릴리스에서 네트워크 진단 서비스는 LLD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제한 또는 성능 저
하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LLDP 서비스를 사용하면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진단을 수행하는 기능이 향상됩니다. 네트워크 진단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관리 문제 해결 ”의 4 장, “network-monitor 전송 모
듈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진단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에서 LLDP는 DCBX(데이터 센터 브리징 교환 프로토콜) TLV(Type-Length-
Value) 단위 교환에도 사용됩니다. DCBX는 PFC(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및 ETS(향상
된 전송 선택) 같은 DCB 기능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DC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장. 데이터 센터 브리징을 사용하여 통합 네트워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LLDP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특히 VLAN(가상 LAN), 링크 집계와 같은 복잡한 네트
워크에서 결함이 있는 시스템 구성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위치 및 기타 네트워
크 구성 장치 간 물리적 연결을 추적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습니다.

LLDP 구현의 구성 요소

LLDP는 다음 구성 요소로 구현됩니다.

■ LLDP 패키지 – LLDP를 사용하려면 이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LLDP 데몬,
명령줄 유틸리티, 서비스 매니페스트 및 스크립트와 LLDP 작동에 필요한 기타 구성 요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LLDP 서비스 –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LLDP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SMF(서비스 관리 기능) 서비스 인스턴스의 FMRI(Fault Management
Resource Identifier) svc:/network/lldp:default를 사용하여 LLDP 데몬 lldpd를 관리
합니다. 이 LLDP 서비스는 lldpd 데몬의 시작, 중지, 다시 시작 또는 새로 고침을 담당합
니다. 이 서비스는 LLDP 패키지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사용 설정됩니다.

■ lldpadm 명령 – 이 명령을 사용하여 개별 링크에서 LLDP를 관리하며, LLDP의 작동 모드
를 구성하고, 전송될 TLV 단위를 지정하고, DCBX TLV 단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LV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LDP 에이전트 공개 정보” [83]를 참조하십시오.

이 명령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별 LLDP 등록 정보 및 전역 LLDP 등록 정보를 설정하고 특
정 에이전트 또는 해당 피어에 대한 LLDP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lldpadm 하위 명령은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lldpadm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ld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LLDP 데몬 – LLDP 서비스는 시스템에서 LLDP 에이전트를 관리합니다. 또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통해 시스템에 수신된 LLDP 정보
를 검색하는 SNMP의 데몬인 snmpd와 상호 작용합니다.

■ LLDP 에이전트 - LLDP 에이전트는 LLDP가 사용으로 설정된 물리적 데이터 링크와 연관
되어 있는 LLDP 인스턴스입니다. LLDP 에이전트는 데이터 링크에 대한 정보를 해당 피
어로 전송하고 해당 피어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연관된 물리적 데이터 링크에 대한 특정
정보를 알리도록 LLDP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데이터 링크에서만 LLDP
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TRBnwtrb-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TRBnwtrb-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lldpadm-1m


LLDP 에이전트 공개 정보

5장.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정보 교환 83

LLDP 에이전트의 정보 소스

LLDP 에이전트는 LLDPDU(LLDP 데이터 단위)를 전송 및 수신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다음
유형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이러한 LLDPDU에 포함된 정보를 관리하고 저장합니다.

■ 로컬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 이 데이터 저장소에는 LLDP 에이전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시스템의 특정 링크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컬
MIB에는 공통 정보와 고유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섀시 ID는 시스템의 모든
LLDP 에이전트에서 공유되는 공통 정보입니다. 그러나 포트 ID는 시스템의 데이터 링크
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 에이전트가 해당 로컬 MIB를 관리합니다.

■ 원격 MIB ‐ 이 데이터 저장소의 정보는 피어 호스트의 LLDP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됩니
다.

LLDP 에이전트 모드

LLDP 에이전트의 작동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전용(txonly) - LLDP 에이전트가 수신 LLDPDU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격
MIB가 비어 있습니다.

■ 수신 전용(rxonly) - 에이전트가 수신 LLDPDU만 처리하고 정보를 원격 MIB에 저장합니
다. 그러나 로컬 MIB의 정보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 전송 및 수신(both) - 에이전트가 로컬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 LLDPDU를 처리하므로 로
컬 및 원격 MIB를 모두 유지 관리합니다.

■ 사용 안함(disable) - 에이전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모드 설정 방법은 특정 포트에 대해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88]을 참
조하십시오.

LLDP 에이전트 공개 정보

LLDP 에이전트는 시스템 및 연결 정보를 LLDP 패킷이나 LLDPDU로 전송합니다. 이러한 패
킷에는 TLV 형식이 개별적으로 지정된 정보 단위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 단위를 TLV 단위라
고도 합니다.

필수 TLV 단위

특정 TLV 단위는 필수이며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LLDP 패킷에 포함됩니
다. lldpadm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음 TLV 단위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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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시 ID - hostid 명령으로 생성되는 정보

■ 포트 ID - 물리적 NIC의 MAC 주소

■ TTL(활성 시간)

■ PDU(프로토콜 데이터 단위)의 끝

링크 수에 따라 단일 시스템에서 여러 LLDP 에이전트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섀시
ID 및 포트 ID 결합은 에이전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며 시스템의 다른 에이전트와 구분합니다.

예   5-1 섀시 ID 및 포트 ID 표시

다음 예에서는 LLDP 에이전트의 섀시 ID 및 포트 ID를 표시합니다.

# hostid 
004e434e

# dladm show-phys -m net4
LINK                SLOT     ADDRESS            INUSE CLIENT

net4                primary  0:1b:21:87:8b:b4   yes   net4

# lldpadm show-agent -l net4
AGENT               CHASSISID           PORTID

net4                004e434e            00:1b:21:87:8b:b4

Oracle Solaris LLDP 에이전트는 hostid를 섀시 ID로, 포트의 MAC 주소를 포트 ID로 사용
합니다.

선택적 TLV 단위

선택적 TLV 단위를 LLDP 패킷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TLV 단위를 사용하여
공급업체는 알릴 공급업체 관련 TLV 단위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LLDP를 사용하면 OUI(조
직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추가 TLV 단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OUI는 OUI가 IEEE
802.1 표준을 따르는지 아니면 IEEE 802.3 표준을 따르는지에 따라 TLV 단위의 범주를 식
별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TLV 단위 전송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도록 LLDP 에이
전트 등록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TLV 그룹, 해당 이름, 각 등록 정보에 대한 TLV 단위 및 해당 설명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등록 정보 중 하나를 구성하여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패킷에 포함될
TLV 단위를 지정합니다.

표 5-1 LLDP 에이전트에 대한 선택적 TLV 단위

TLV 그룹
TLV 이름 TLV 단위 설명

기본 관리 basic-tlv sysname, portdesc,
syscapab, sysdesc,
mgmtaddr

알릴 시스템 이름, 포트 설명, 시스템 기능, 시
스템 설명 및 관리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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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V 그룹
TLV 이름 TLV 단위 설명

802.1 OUI dot1-tlv vlanname, pvid,
linkaggr, pfc, appln,
evb, etscfg, etsreco

VLAN 이름, 포트 VLAN ID, 링크 집계,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의 TLV 단위, 응용프로
그램, 향상된 전송 선택 및 에지 가상 브리징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정합니다.

802.3 OUI dot3-tlv max-framesize 알릴 최대 프레임 크기를 지정합니다.

Oracle 관련
OUI(0x0003BA로
정의됨)

virt-tlv vnic 가상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우 알릴 VNIC를 지
정합니다.

TLV 단위 등록 정보

각 TLV 단위에는 특정 값으로 구성할 수 있는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TLV 단위가 LLDP 에이
전트의 등록 정보로 설정된 경우 이 TLV 단위는 네트워크에서 지정된 값으로만 알려집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기능을 알리는 TLV 단위 syscapab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능은
라우터, 브릿지, 반복기, 전화 및 기타 장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우
터 및 브릿지와 같이 실제로 특정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기능만 알려지도록 syscapab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TLV 단위 구성 절차는 전역 TLV 단위 또는 에이전트별 TLV 단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
라집니다. TLV 단위를 구성하는 방법은 “에이전트의 LLDP 패킷에 대한 TLV 단위 및 값 지
정” [90]을 참조하십시오.

전역 TLV 단위는 시스템의 모든 LLDP 에이전트에 적용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전역 TLV 단위
및 가능한 해당 구성을 보여 줍니다.

표 5-2 전역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

TLV 단
위

등록 정보 이름 가능한 등록 정보 값 값 설명

syscapab supported other, repeater, bridge, wlan-
ap, router, telephone, docsis-cd,
station, cvlan, sylvan, tpmr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주요 기능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router, station 및 bridge입니다.

 enabled supported에 대해 나열되는 값의
하위 세트입니다.

시스템에서 사용으로 설정된 기능을 나타냅니
다.

mgmtaddr ipaddr ipv4 또는 ipv6 로컬 LLDP 에이전트와 연관되는 IP 주소의 유형
을 지정합니다. 이 주소는 상위 계층 엔티티에 도
달하는 데 사용되며 네트워크 관리에 의한 검색
을 지원합니다. 한 개의 유형만 지정할 수 있습니
다.

LLDP 에이전트 관련 TLV 단위는 에이전트별로 관리됩니다. 에이전트별 TLV 단위를 사용할
경우 제공한 값은 특정 LLDP 에이전트에서 TLV 단위를 전송할 수 있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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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는 LLDP 에이전트에 대한 TLV 값과 가능한 해당 구성을 표시합니다.

표 5-3 에이전트별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

TLV 단위
등록 정보 이름 가능한 등록 정보 값 값 설명

pfc willing on, off LLDP 에이전트에서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
어에 관한 원격 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승인 또
는 거부하도록 설정합니다.

appln apt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테이블에 정의된 정보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테이블을 구성합니
다. 이 표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TLV 단위 및 해
당 우선 순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id/selector 쌍으로 식별됩니다.
테이블 내용은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id/selector/priority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구
성” [108]을 참조하십시오.

etscfg willing on, off LLDP 에이전트에서 향상된 전송 선택에 관한
원격 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승인 또는 거부하도
록 설정합니다.

에이전트별 TLV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 데이터 센터 브리징을 사용하여 통합 네트
워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서 LLDP 사용으로 설정

네트워크의 다른 호스트 또는 피어와 시스템 정보를 교환하도록 LLDP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SMF 등록 정보 auto-enable-agents는 시스템에서 LLDP 에이전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
식을 제어합니다. 이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모든 물리적 링크에서 전역으로 또는 한 번에 하
나의 물리적 링크에서만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MF 등록 정보 auto-enable-agents는 다음 세 가지 값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yes는 이전 LLDP 구성이 포트에 없는 경우 전송 및 수신(both) 모드로 모든 포트에서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포트에 구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포트의 구성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포트가 이전에 rxonly 모드에서 LLDP로 구성된 경우 LLDP 서비스는 에이전
트를 전송 및 수신(both) 모드에서 실행되도록 전환하지 않습니다. 해당 포트의 LLDP는
계속 rxonly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SMF 등록 정보 auto-enable-agents의 기본값입니
다.

■ force는 전송 및 수신(both) 모드로 모든 포트에서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모든 포트
에서 기존 LLDP 구성을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의 이전 LLDP 구성이 rxonly 모드에
서 실행된 경우 LLDP 에이전트가 기본 LLDP 모드인 전송 및 수신(both) 모드로 실행되도
록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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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를 사용하면 기존 LLDP 구성이 있는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에서 LLDP 자동 사용 설
정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기존 LLDP 구성이 있는 포트에서는 기존 LLDP 구성이
유지됩니다.

참고 - auto-enable-agents 등록 정보를 사용자 정의할 때마다 새 값이 적용되도록 LLDP 서
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LDP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

LLDP 패키지 설치를 완료하면 기본적으로 LLDP는 사용으로 설정되어 사용될 준비가 완료됩
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pkg install lldp

3. LLDP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svcs lldp
STATE          STIME    FMRI

online         Jul_10   svc:/network/lldp:default

LLDP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십시오.

# svcadm enable svc:/network/lldp:default

전역으로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먼저 LLDP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LDP 패
키지를 설치하는 방법 [87]을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SMF auto-enable-agents 등록 정보가 no로 설정되어 있으면 yes로 변경합니다.

# svccfg -s svc:/network/lldp:default setprop lldp/auto-enable-agents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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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 등록 정보는 yes로 설정됩니다.

3. LLDP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svcadm restart svc:/network/lldp:default

4. (옵션) 전역 TLV 단위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 lldpadm set-tlvprop -p property=value global-TLV

여기서 property는 전역 TLV 단위의 등록 정보를 가리킵니다.

다음 순서 전역 TLV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LV 단위 등록 정보” [85]를 참조하십시오.

전역 TLV 목록을 표시하려면 lldpadm show-tlvprop를 입력하거나 표 5-2. “전역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LV 값을 정의하는 방법은 TLV 단위를 정의하는 방법 [92]을 참조하십시오.

lldpadm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ld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포트에 대해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먼저 LLDP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LDP 패
키지를 설치하는 방법 [87]을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SMF auto-enable-agents 등록 정보가 yes로 설정되어 있으면 no로 변경합니다.

# svccfg -s svc:/network/lldp:default setprop lldp/auto-enable-agents = "no"

기본적으로 이 등록 정보는 yes로 설정됩니다.

3. 2단계에서 SMF 등록 정보 auto-enable-agents를 변경한 경우 LLDP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
니다.

# svcadm restart svc:/network/lldp:default

4. 선택한 포트 또는 링크에서 LLDP 에이전트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lldpadm set-agentprop -p mode=value agent

여기서 agent는 LLDP 에이전트이며 에이전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물리적 링크로 식별됩니
다. 예를 들어, net0에서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에이전트는 net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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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보 mode는 LLDP 에이전트의 작동 모드를 나타내는 4가지 가능한 값 txonly, rxonly,
both 및 disable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에 대한 설명은 “LLDP 에이전트 모
드” [83]를 참조하십시오.

5. LLDP 에이전트가 알릴 수 있는 TLV 단위를 지정합니다.

# lldpadm set-agentprop -p property=value agent

LLDP 에이전트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은 “LLDP 에이전트 공개 정보” [83]를 참조하십시
오.

LLDP 에이전트의 기타 등록 정보 목록을 표시하려면 lldpadm show-agentprop를 입력하거
나 표 5-1. “LLDP 에이전트에 대한 선택적 TLV 단위”을 참조하십시오.

에이전트의 LLDP 패킷에 대한 TLV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에이전트의 LLDP 패킷에 TLV 단
위를 지정하는 방법 [90]을 참조하십시오.

6. (옵션) 에이전트별 TLV 단위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 lldpadm set-agenttlvprop -p property=value -a agent per-agent-TLV

여기서 property는 에이전트별 TLV 단위의 등록 정보를 가리킵니다.

에이전트별 TLV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LV 단위 등록 정보” [85]를 참조하십시오.

에이전트별 TLV 목록을 표시하려면 lldpadm show-agenttlvprop를 입력하거나 표 5-3. “에
이전트별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TLV 값을 정의하는 방법은 TLV 단위를 정의하는 방법 [92]을 참조하십시오.

lldpadm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ld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5-2 auto-enable-agents SMF 등록 정보 사용자 정의

다음 예에서는 SMF 등록 정보 auto-enable-agents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 LLDP가 사용으로
설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포트가 4개인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2
개 포트에서 LLDP를 구성한다고 가정합니다.

■ net0: both 모드

■ net1: rxonly 모드

■ net2 및 net3: 없음

SMF 등록 정보 auto-enable-agents가 기본값인 yes를 가지고 있으면 LLDP는 net2 및
net3에서 자동으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다음과 같이 LLDP 구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p mode
AGENT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1    mode       rw     rxonly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2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3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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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 등록 정보를 no로 전환하면 서비스 다시 시작 시 구성이 변경됩니다.

# svccfg -s svc:/network/lldp:default setprop lldp/auto-enable-agents = "no"

# svcadm restart svc:/network/lldp:default

# lldpadm show-agentprop -p mode
AGENT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1    mode       rw     rxonly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2    mode       rw     disable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3    mode       rw     disable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샘플 출력에서 해당 LLDP 모드가 이전에 자동으로 사용 설정된 net2 및 net3이 이제 사용 안
함으로 플래그 지정됩니다. 그러나 LLDP 에이전트가 이전에 구성되었던 net0 및 net1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5-3 여러 데이터 링크에서 LLDP 사용

이 예에서는 LLDP를 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시스템에는 2개의
데이터 링크, net0 및 net1이 있습니다. net0에서 LLDP 패킷을 전송 및 수신하도록 에이전트
를 설정하고 net1에서 LLDP 패킷을 전송만 하도록 에이전트를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
합니다.

# svccfg -s svc:/network/lldp:default setprop lldp/auto-enable-agents = "no"

# svcadm restart svc:/network/lldp:default

# lldpadm set-agentprop -p mode=both net0

# lldpadm set-agentprop -p mode=txonly net1

# lldpadm show-agentprop -p mode
AGENT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1    mode       rw     txonly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에이전트의 LLDP 패킷에 대한 TLV 단위 및 값 지정

LLDP 에이전트에 대한 등록 정보 값으로 dot1-tlv 및 basic-tlv와 같은 TLV 단위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정보 값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LV 단위를 지정하려면

lldpadm set-agentprop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ld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LV 단위가 LLDP 에이전트의 등록 정보로 지정된 경우 해당 TLV 단위는 사용
자가 이 TLV 단위에 대해 지정한 값으로만 네트워크에서 알려집니다. TLV 단위 및 등록 정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LV 단위 등록 정보” [85]를 참조하십시오.

에이전트의 LLDP 패킷에 TLV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에이전트가 전송하는 LLDP 패킷에 공개되는 TLV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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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옵션) TLV 단위를 표시하여 추가할 TLV 단위를 포함할 수 있는 LLDP 에이전트 등록 정보를
식별합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agent

이 명령을 사용하면 각 등록 정보에 대해 이미 설정된 TLV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은 모든 LLDP 에이전트 등록 정보와 해당 TLV 값을 표시합니
다. 에이전트 등록 정보 목록은 표 5-1. “LLDP 에이전트에 대한 선택적 TLV 단위”을 참조하
십시오.

3. 등록 정보에서 TLV 단위를 추가 또는 제거합니다.

# lldpadm set-agentprop -p property[+|-]=value[,...] agent

한정자를 사용하여 다중 값을 허용하는 등록 정보에 대한 값 목록에서 값을 추가(+) 또는 제
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제거(-) 한정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정한 값이 이전에 등록 정보에 대해 정의
된 모든 값을 대체합니다.

4. (옵션) 등록 정보의 새 값을 표시합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p property agent

예   5-4 LLDP 패킷에 선택적 TLV 단위 추가

다음 예에서는 LLDP 에이전트 net0이 해당 LLDP 패킷에 VLAN 정보를 알리도록 구성되었습
니다. LLDP 패킷은 LLDP가 알릴 수 있는 항목으로 시스템 기능, 링크 집계 및 가상 NIC 정보
를 포함하도록 추가 구성됩니다. 나중에 패킷에서 VLAN 설명이 제거됩니다.

1. 기존 에이전트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net0

AGENT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disable

net0    basic-tlv  rw     sysname,        none     none,portdesc,

                          sysdesc                  sysname,sysdesc,

                                                   syscapab,mgmtaddr,

                                                   all

net0    dot1-tlv   rw     vlanname,       none     none,vlanname,pvid,

                          pvid,pfc                 linkaggr,pfc,appln,

                                                   evb,etscfg,etsreco,all

net0    dot3-tlv   rw     max-framesize   none     none, max-framesiz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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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0    virt-tlv   rw     none            none     none,vnic,all

출력에는 LLDP 에이전트의 각 등록 정보에 대해 기존, 기본 및 가능한 값이 표시됩니다.

2. 시스템 기능, 링크 집계 및 네트워크 가상화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알릴 항목으로 설정
합니다.

# lldpadm set-agentprop -p basic-tlv+=syscapab,dot1-tlv+=linkaggr,virt-tlv=vnic net0

3. 패킷에서 VLAN 설명을 제거합니다.

# lldpadm set-agentprop -p dot1-tlv-=vlanname net0

4. 에이전트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p net0

AGENT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mode       rw     both           disable   txonly,rxonly,both,

                                                   disable

net0    basic-tlv  rw     sysname,        none     none,portdesc,

                          sysdesc,                 sysname,sysdesc,

                          syscapab                 syscapab,mgmtaddr,

                                                   all

net0    dot1-tlv   rw     pvid,pfc        none     none,vlanname,pvid,

                          linkaggr                 linkaggr,pfc,appln,

                                                   evb,etscfg,etsreco,all

net0    dot3-tlv   rw     max-framesize   none     none, max-framesize,

                                                   all

net0    virt-tlv   rw     vnic            none     none,vnic,all

TLV 단위를 정의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특정 TLV 단위에 값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작은 정보 - 전역 TLV 단위에 대해서는 lldpadm reset-tlvprop 명령을, 에이전트별 TLV 단위
에 대해서는 lldpadm reset-agenttlvprop 명령을 사용하여 TLV 등록 정보를 해당 기본값으
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전역 또는 에이전트별 TLV 단위를 구성합니다.

■ 전역 TLV 단위를 구성하려면 공개할 값이 포함되도록 적절한 TLV 등록 정보를 설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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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dpadm set-tlvprop -p TLV-property=value[,value,value,...] TLV-name

여기서 TLV-name은 전역 TLV 단위 이름이며 TLV-property는 해당 TLV 단위 등록 정
보입니다. 하나의 등록 정보에 여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역 TLV 단위 및 해당 등
록 정보 목록은 표 5-2. “전역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에이전트별 TLV 단위를 구성하려면 에이전트가 알릴 값이 포함되도록 LLDP 에이전트의
적절한 TLV 등록 정보를 구성합니다.

# lldpadm set-agenttlvprop -p TLV-property[+|-]=value[,value,value,...] -a agent TLV-
name

여기서 TLV-name은 에이전트 TLV 단위 이름이며 TLV-property는 해당 TLV 단위 등록
정보입니다. 하나의 등록 정보에 여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별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 목록은 표 5-3. “에이전트별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을 참조하십
시오.

한정자를 사용하여 다중 값을 허용하는 등록 정보에 대한 값 목록에서 값을 추가(+) 또
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옵션) 방금 구성한 TLV 등록 정보의 값을 표시합니다.

■ 전역 TLV 등록 정보 값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lldpadm show-tlvprop

■ 에이전트의 TLV 등록 정보 값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lldpadm show-agenttlvprop

예   5-5 syscapab 및 mgmtaddr TLV 단위에 대한 TLV 값 정의

다음 예에서는 LLDP 패킷으로 알릴 시스템 기능에 대한 특정 정보 및 관리 IP 주소가 구성됩
니다.

1. syscapab TLV 단위의 supported 및 enabled 등록 정보를 모두 구성합니다.

# lldpadm set-tlvprop -p supported=bridge,router,repeater syscapab

# lldpadm set-tlvprop -p enabled=router syscapab

2. mgmtaddr TLV 단위의 관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 lldpadm set-tlvprop -p ipaddr=192.168.1.2 mgmtaddr

3. 에이전트 등록 정보의 TLV 값을 표시합니다.

# lldpadm show-tlvprop

TLVNAME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syscapab   supported  rw    bridge,      bridge,router,  other,router,

                            router,      station         repeater,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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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ater                     wlan-ap,telephone,

                                                         docis-cd,station,

                                                         cvlan,svlan,tpmr

syscapab   enabled    rw    router       none            bridge,router,

                                                         repeater

mgmtaddr   ipaddr     rw    192.162.1.2  none            --

출력에는 TLV 단위의 기본값과 해당 등록 정보에 설정될 수 있는 가능한 값이 포함됩니
다.

에이전트별 TLV 등록 정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 데이터 센터 브리징을 사용하여
통합 네트워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LLDP 사용 안함으로 설정

이 절에서는 개별 포트에서 LLDP를 선택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LLDP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모든 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LLDP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SMF LLDP 등록 정보를 no로 변경하면 기존 LLDP 구성이 있는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에서
LLDP 자동 사용 설정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 svccfg -s svc:/network/lldp:default setprop lldp/auto-enable-agents = "no"

3. LLDP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svcadm restart svc:/network/lldp:default

4. 이전 LLDP 구성이 유지되는 각 포트에서 LLDP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에이전트 모드를 변경하여 LLDP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prop -p mode=disable agent

여기서 agent는 LLDP 에이전트이며 해당 에이전트가 사용되는 물리적 링크에 의해 식
별됩니다. 예를 들어, net0에서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에이전트는 net0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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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의 LLDP 구성을 제거하여 LLDP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 lldpadm reset-agentprop -p mode agent

이 명령에서는 mode 등록 정보 값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 no로 설정된 auto-enable-agents가 yes로 다시 전환된 경우 LLDP는 해당 포트에서 에
이전트 모드가 단순히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것과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LLDP 에이전트 모니터링

lldpadm show-agent 명령은 LLDP 에이전트가 알리는 전체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어진 시스
템에 따라 알림은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송되는 로컬 시스템 정보이거나 동일한 네
트워크의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이 수신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알려진 정보 표시

정보는 로컬 또는 원격일 수 있습니다. 로컬 정보는 로컬 LLDP 에이전트에서 제공합니다. 원
격 정보는 네트워크의 다른 LLDP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며 로컬 LLDP 에이전트에서 수신됩니
다.

알려진 정보를 표시하려면 lldpadm show-agent 명령을 하십시오.

# lldpadm show-agent -[l|r][v] agent

■ -l는 로컬 LLDP 에이전트가 알리는 로컬 정보를 표시합니다.

■ -r은 LLDP 에이전트가 수신하는 원격 정보를 표시합니다.

■ -v는 상세한 로컬 또는 원격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   5-6 알려진 LLDP 에이전트 정보 표시

다음 예에서는 LLDP 에이전트가 로컬 또는 원격으로 알리는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는 간결한 형태로 표시됩니다. -v 옵션을 사용하면 상세 정보 표시
또는 자세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LLDP 에이전트가 알리는 로컬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lldpadm show-agent -l net0
AGENT   CHASSISID   POR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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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0    004bb87f    00:14:4f:01:77:5d

LLDP 에이전트가 알리는 원격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lldpadm show-agent -r net0
AGENT   SYSNAME   CHASSISID   PORTID

net0    hostb     0083b390    00:14:4f:01:59:ab

상세 정보 표시 모드로 로컬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v 옵션을 사용합니다.

# lldpadm show-agent -l -v net4
                                       Agent: net4

                          Chassis ID Subtype: Local(7)

                                  Chassis ID: 00843300

                             Port ID Subtype: MacAddress(3)

                                     Port ID: 00:1b:21:89:03:d0

                            Port Description: --

                                Time to Live: 21 (seconds)

                                 System Name: --

                          System Description: --

                      Supported Capabilities: --

                        Enabled Capabilities: --

                          Management Address: --

                          Maximum Frame Size: --

                                Port VLAN ID: --

                                VLAN Name/ID: vlan1/22

                         VNIC PortID/VLAN ID: 02:08:20:63:2d:9d,02:08:20:e5:6c:af/21

                     Aggregation Information: --

                                 PFC Willing: On

                                     PFC Cap: 8

                                     PFC MBC: False

                                  PFC Enable: 4

                                 PFC Pending: True

                  Application(s)(ID/Sel/Pri): --

                                 ETS Willing: On

                          ETS Configured CBS: 0

                          ETS Configured TCS: 8

                          ETS Configured PAT: 0,1,2,3,4,5,6,7

                          ETS Configured BAT: 40,20,0,40,0,0,0,0

                          ETS Configured TSA: 2,2,2,2,2,2,2,2

                         ETS Recommended PAT: 0,1,2,3,4,5,6,7

                         ETS Recommended BAT: 40,20,0,40,0,0,0,0

                         ETS Recommended TSA: 2,2,2,2,2,2,2,2

                                    EVB Mode: Station

                           EVB GID (Station): Not Supported

                     EVB ReflectiveRelay REQ: Not Requested

                  EVB ReflectiveRelay Status: RR Not Enabled

                            EVB GID (Bridge): Not Supported

         EVB ReflectiveRelay Capable (RRCAP): Not Supported

         EVB ReflectiveRelay Control (RRCTR): Not Enabled

                         EVB max Retries (R): 0

           EVB Retransmission Exponent (RTE): 0

               EVB Remote or Local(ROL) and

                   Resource Wait Delay (RWD): Local

               EVB Resource Wait Delay (RW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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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B Remote or Local (ROL) and

                     Reinit Keep Alive (RKA): Local

                 EVB Reinit Keep Alive (RKA): 0

                    Next Packet Transmission: 4 (seconds) 

상세 정보 표시 모드로 원격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v 옵션을 사용합니다.

# lldpadm show-agent -r -v net4
                                       Agent: net4

                          Chassis ID Subtype: Local(7)

                                  Chassis ID: 00843300

                             Port ID Subtype: MacAddress(3)

                                     Port ID: 00:1b:21:89:03:d0

                            Port Description: --

                                Time to Live: 21 (seconds)

                                 System Name: --

                          System Description: --

                      Supported Capabilities: --

                        Enabled Capabilities: --

                          Management Address: --

                          Maximum Frame Size: --

                                Port VLAN ID: --

                                VLAN Name/ID: vlan1/22

                         VNIC PortID/VLAN ID: 02:08:20:63:2d:9d,02:08:20:e5:6c:af/21

                     Aggregation Information: --

                                 PFC Willing: On

                                     PFC Cap: 8

                                     PFC MBC: False

                                  PFC Enable: 4

                  Application(s)(ID/Sel/Pri): --

                                 ETS Willing: On

                          ETS Configured CBS: 0

                          ETS Configured TCS: 8

                          ETS Configured PAT: 0,1,2,3,4,5,6,7

                          ETS Configured BAT: 40,20,0,40,0,0,0,0

                          ETS Configured TSA: 2,2,2,2,2,2,2,2

                         ETS Recommended PAT: 0,1,2,3,4,5,6,7

                         ETS Recommended BAT: 40,20,0,40,0,0,0,0

                         ETS Recommended TSA: 2,2,2,2,2,2,2,2

                                    EVB Mode: Station

                           EVB GID (Station): Not Supported

                     EVB ReflectiveRelay REQ: Not Requested

                  EVB ReflectiveRelay Status: RR Not Enabled

                            EVB GID (Bridge): Not Supported

         EVB ReflectiveRelay Capable (RRCAP): Not Supported

         EVB ReflectiveRelay Control (RRCTR): Not Enabled

                         EVB max Retries (R): 0

           EVB Retransmission Exponent (RTE): 0

               EVB Remote or Local(ROL) and

                   Resource Wait Delay (RWD): Local

               EVB Resource Wait Delay (RWD): 0

              EVB Remote or Local (ROL) and

                     Reinit Keep Alive (RKA): Local

                 EVB Reinit Keep Alive (RKA): 0

                     Information Valid Until: 19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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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P 통계 표시

LLDP 통계를 표시하여 로컬 시스템이나 원격 시스템이 알리는 LLDP 패킷에 대한 정보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LLDP 패킷 전송 및 수신과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 LLDP 패킷 전송 및 수신에 대한 모든 통계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lldpadm show-agent -s agent

■ 선택한 통계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o 옵션을 사용합니다.

# lldpadm show-agent -s -o field[,field,...]agent

여기서 field는 show-agent -s 명령의 출력 결과에 있는 모든 필드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   5-7 LLDP 패킷 통계 표시

이 예에서는 LLDP 패킷 알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lldpadm show-agent -s net0
AGENT IFRAMES IERR IDISCARD OFRAMES OLENERR TLVDISCARD TLVUNRECOG AGEOUT

net0        9    0        0      14       0          4          5      0

이 출력에서는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AGENT는 LLDP 에이전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데이터 링크와 동일한 LLDP 에이전트의 이름
을 지정합니다.

■ IFRAMES, IERR 및 IDISCARD는 수신 중인 패킷, 오류가 있는 수신 패킷 및 삭제된 수신 패
킷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OFRAMES 및 OLENERR은 송신 패킷 및 길이 오류가 있는 패킷을 나타냅니다.

■ TLVDISCARD 및 TLVUNRECOG는 삭제된 TLV 단위와 인식할 수 없는 TLV 단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AGEOUT은 시간 초과된 패킷을 나타냅니다.

이 예에서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스템에 수신된 9개 프레임 중 5개 TLV 단위를 인식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예에서는 로컬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로 14개 프레임이 전송되
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5-8 선택된 LLDP 패킷 통계 표시

이 예에서는 선택된 통계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 lldpadm show-agent -s -o iframes,oframes net4
IFRAMES  OFRAMES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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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6  장 

데이터 센터 브리징을 사용하여 통합 네트워크 관
리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기준 트래픽 관리 및 사용 가능한 대역폭 기준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 분산을 위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LAN은 이더넷을 사
용하고 SAN(Storage Area Network)은 광 섬유 채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브
리징은 다양한 트래픽 유형(통합 트래픽)을 실행하는 데 더 적합하고 무손실과 같은 기능도
지원하도록 이더넷을 개선합니다. DCB는 SAN과 LAN을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및 관
리 비용을 줄임으로써 네트워크 기반구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장의 내용:

■ “데이터 센터 브리징 개요” [99]

■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101]

■ “향상된 전송 선택” [101]

■ “DCBX 사용으로 설정” [102]

■ “DCB의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사용자 정의” [103]

■ “PFC 구성 정보 표시” [105]

■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구성” [108]

■ “DCB의 향상된 전송 선택 사용자 정의” [109]

■ “피어에 ETS 구성 권장” [111]

■ “ETS 구성 정보 표시” [113]

데이터 센터 브리징 개요

데이터 센터 브리징은 동일한 네트워크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예: 네트워킹 및 저장소 프로
토콜 간 데이터 링크 공유) 여러 트래픽 유형의 플로우 제어, 대역폭 및 상대 우선 순위를 관
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광 섬유 채널은 이러한 유형의 트래픽을 호스트하는 데 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링크를 사용하여 광 섬유 채널 트래픽만 서비스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oE(이더넷을 통한 광 섬유 채널)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
다. DCB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중에 발생하는 광 섬유 채널의 패킷 손실 민감도 문
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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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는 CoS(서비스 클래스) 우선 순위라고도 불리는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트래픽을 구별합
니다. 호스트와 다음 홉은 DCBX(DCB 교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트
래픽 무손실, 최소 대역폭 점유율 등의 네트워크 구성을 협상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호
스트 및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패킷이 해당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되고 해당
구성이 DCBX를 사용하여 협상될 수 있습니다.

DCB 네트워크의 각 패킷에는 DCB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DCB 3비트 우선 순위 값이 포함
된 VLAN 헤더가 있습니다. 이 IEEE 802.1p 우선 순위 값을 통해 네트워크의 각 이더넷 패
킷은 다른 패킷과 구별됩니다. 패킷의 우선 순위 값에 따라 패킷에 특정 대역폭을 할당하도
록 DCB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가 1인 모든 패킷에서는 PFC가 사용으
로 설정되어야 하고 우선 순위가 2인 모든 패킷에서는 PFC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고 대역폭
점유율이 10%여야 합니다.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PFC(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및 ETS(향상된 전송 선택) 같은
DCB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PFC 및 E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101] 및 “향상된 전송 선택” [101]을 참조하십시오.

DCB cos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를 통해 데이터 링크의 CoS 또는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기본 데이터 링크에 설정된 cos 값은 이 물리적 링크에 대해 만들어진 VNIC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cos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PFC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은 “DCB의 우선 순
위 기반 플로우 제어 사용자 정의” [103]를 참조하십시오. cos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ETS
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은 “DCB의 향상된 전송 선택 사용자 정의” [109]를 참조하십시
오.

Oracle Solaris에서는 LLDP를 사용하여 DCBX TLV(Type-Length-Value) 단위를 교환합니
다. LLD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정보 교환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우선 순위 기반 플
로우 제어 및 향상된 전송 선택 등의 DCB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에 대한 구성 정
보를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피어 호스트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PFC에서는 정의된 CoS(서비스 클래스)를 가진 패킷의 트래픽 플로우를 일시 중지하는

방식을 구현하여 패킷 손실을 방지합니다. Co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adm(1M) 매뉴
얼 페이지에서 cos 링크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ETS를 사용하면 정의된 CoS를 기반으로 패킷 간 대역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전송 선택” [101]을 참조하십시오.

DCB 사용 시 고려 사항

DC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DCB는 Intel Niantic 물리적 NIC에서만 지원됩니다.

NIC가 DCB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dladm show-linkprop -p ntcs agent

등록 정보 값이 제로(0)보다 크면 NIC가 DCB를 지원함을 나타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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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B 모드에서 구성된 DCB 포트는 통합할 수 없습니다(트렁크 또는 DLMP 모드).

■ DCB는 IEEE 버전의 DCBX(CEE 또는 CIN 버전 아님)만 지원하므로 Oracle Solaris DCB
와 상호 운영되려면 외부 브리지가 IEEE 버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 DCB는 ETS 구성 및 권장 TLV를 지원합니다.

■ DCB는 8개의 트래픽 클래스 구성에서만 지원됩니다.

■ DCB는 CN(혼잡 알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PFC(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는 IEEE 802.1p CoS 값을 포함하도록 표준 IEEE 802.3x
PAUSE 프레임을 확장합니다. PFC를 사용하면 PAUSE 프레임을 송신할 때 링크의 모든 트
래픽을 정지시키지 않고 PFC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CoS 값에 대해서만 트래픽을 일시 중지
합니다. 트래픽을 일시 중지해야 하는 cos 등록 정보 값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PFC 프레임
이 전송됩니다. 보내는 호스트는 해당 cos 등록 정보 값에 대해 트래픽을 중지합니다. 그 동
안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다른 cos 우선 순위 값을 가진 트래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FC
프레임에 지정된 기간 후 일시 중지된 패킷에 대해 전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CoS 값 기반 일시 중지를 사용하면 해당 cos 등록 정보 값의 패킷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CoS
값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PFC가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CoS 값을 가진 패킷의 경우 PAUSE
프레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래픽은 계속 진행되고 트래픽 혼잡 중 패킷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패킷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은 프로토콜 스택(예: TCP)에 따라 다릅니다.

호스트에는 로컬 DCB 정보와 원격 DCB 정보라는 2가지 유형의 DCB 정보가 존재합니다.
PFC 기능이 유효하려면 호스트에 있는 PFC에 대한 로컬 및 원격 유형의 DCB 정보가 대칭이
어야 합니다. 로컬 호스트는 피어로부터 수신하는 DCB 정보를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DCB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DCB는 DCB 정보를 피어와 동기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PFC 기본 구성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이 구
성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PFC를 구성할 때 여러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CB의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사용자 정의” [103] 및 “PFC 구성 정보 표
시” [105]를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전송 선택

ETS는 DCB 우선 순위에 따라 NIC의 대역폭을 응용 프로그램에 할당할 수 있게 해 주는 DCB
기능입니다.

다음 그림은 네트워크에서 DCB의 ETS 기능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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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DCB의 향상된 전송 선택

이 그림의 호스트는 링크 대역폭을 공유하는 여러 유형의 트래픽(예: FCoE, iSCSI)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다음 표에 표시된 우선 순위 및 대역폭이 여러 유형의 트래픽에 지
정됩니다.

트래픽 우선 순위 대역폭

FCoE 3 60%

iSCSI 4 30%

이더넷(비iSCSI) 트래픽 0 10%

DCBX ETS TLV와 해당 ETS 대역폭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순위 0 1 2 3 4 5 6 7

대역폭 할당 비율 10 0 0 60 30 0 0 0

ETS 기능을 사용하려면 NIC가 이 기능을 지원하고 DCB 모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LLDP
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내부 링크가 DCB를 지원하는 경우 ETS 기능에 대한 기본 구성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기본 구성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CB의 향상된
전송 선택 사용자 정의” [109], “피어에 ETS 구성 권장” [111] 및 “ETS 구성 정보 표
시” [113]를 참조하십시오.

DCBX 사용으로 설정

LLDP를 사용하는 경우 DCBX 지원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특정 자동 프로세
스가 실패하는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수동 단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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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브리징 교환 기능을 수동으로 사용으로 설정
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LLDP를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시스템에서 LLDP 사용
으로 설정” [86]을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LLDP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svcs lldp

LLDP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십시오.

# svcadm enable svc:/network/lldp:default

3. LLDP 에이전트가 Rx 및 Tx 모드로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p mode agent

LLDP 에이전트가 이 두 모드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prop -p mode=both agent

LLDP 에이전트의 다른 가능한 구성은 “시스템에서 LLDP 사용으로 설정” [86]을 참조하십시
오.

4. 기본 NIC가 DCB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dladm show-linkprop -p ntcs agent

등록 정보 값이 제로(0)보다 크면 NIC가 DCB를 지원함을 나타냅니다.

DCB의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사용자 정의

 

PFC 및 ETS는 기본 NIC가 DCB 모드인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PFC만
사용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LLDP의 dot1 -tlv 등록 정보에서 etscfg를 제거해야 합
니다.

# lldpadm set-agentprop -p dot1-tlv-=etscfg net0

dot1 -tlv에 사용할 수 있는 값 목록은 표 5-1. “LLDP 에이전트에 대한 선택적 TLV 단위”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DCB의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사용자 정의 방법

104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 2014년 9월

PFC 관련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설정

DCB의 PFC 기능은 다음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pfcmap – 우선 순위 정의 및 매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fcmap 등록 정보는 우선 순
위를 나타내는 8비트 마스크(0–7)를 가리킵니다. 최저 비트는 우선 순위 0을 나타내고 최
고 비트는 우선 순위 7을 나타냅니다. 이 마스크의 각 비트는 해당 우선 순위의 PFC가 사
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pfcmap은 1111111로 설정되며 이는 모든 우선
순위에서 PFC가 사용으로 설정됨을 의미합니다.

■ pfcmap-rmt – 원격 피어의 작동 PFC 매핑을 지정합니다. 이 등록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
다.

DCB 네트워크에서 수신자가 수신 트래픽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PFC가 사용으로 설정된 우선 순위에 대한 트래픽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PFC 프레임
을 보냅니다.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패킷에 대해 DCB는 수신 호스트에서 트래픽 혼잡
이 가중되는 경우 송신 호스트로 PFC 프레임을 보냅니다. PFC 프레임을 올바르게 보내려면
통신하는 호스트가 대칭되는 DCB 구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원격 피어의
PFC 구성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해당 PFC 구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pfcmap 등록 정보의
EFFECTIVE 값을 표시하는 dladm show-linkprop 명령을 사용하여 로컬 호스트의 작동 PFC
매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표시” [106]를 참조하
십시오.

DCB의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 사용자 정의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데이터 링크의 flowctrl 등록 정보가 pfc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dladm show-linkprop -p flowctrl datalink

등록 정보가 pfc 또는 auto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 dladm set-linkprop -p flowctrl=pfc datalink

3. pfcmap 등록 정보를 기본값 11111111 이외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pfcmap=value datalink

예를 들어 CoS 우선 순위 6에서만 우선 순위를 사용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 dladm set-linkprop -p pfcmap=01000000 net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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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 TLV 단위 설정

DCB는 PFC TLV 단위를 사용하여 호스트 간 PFC 정보를 교환합니다. 각 호스트가 pfcmap 등
록 정보에 대해 같은 값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가 해당 피어의 구성을 수락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dladm set-linkprop 명령을 사용하여 pfcmap 등록 정보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TLV 등록 정보 willing은 호스트 구성이 피어의 구성과 다를 경우 호스트가 피어의 구성을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willing의 등록 정보 값은 호스트가
피어의 구성을 수락함을 나타내는 on으로 설정됩니다.

호스트가 해당 PFC 정보를 원격 피어의 PFC 정보와 동기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하여 willing이 on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lldpadm show-agenttlvprop -p willing -a agent pfc

PFC TLV 등록 정보 willing이 off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등록 정보
willing을 on으로 설정하고 동기화를 사용으로 설정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willing=on -a agent pfc

여기서 agent는 에이전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데이터 링크입니다.

예   6-1 호스트와 피어 간 동기화 사용으로 설정

net0 데이터 링크에 대해 동기화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willing=on -a net0 pfc

# dladm show-linkprop -p pfcmap,pfcmap-rmt net0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net0   pfcmap      rw    11111111   00010000   11111111   00000000-11111111

net0   pfcmap-rmt  r-    --         00010000   11111111   -- 

이 예에서 pfcmap 및 pfcmap-rmt 등록 정보의 값은 00010000입니다. 이 값은 로컬 호스트가
피어와 동기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호스트와 피어 모두에서 PFC가 우선 순위 4로 사
용으로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ld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FC 구성 정보 표시

이 절에서는 LLDP 및 DCB가 구성된 후 PFC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이
러한 명령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 줍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lldp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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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표시

다음 명령은 데이터 링크의 우선 순위 정의 및 유효 PFC 매핑을 표시합니다.

# dladm show-linkprop -p pfcmap,pfcmap-rmt datalink

로컬 및 원격 피어 간 일치하는 PFC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링크에서는 pfcmap 및
pfcmap-rmt 등록 정보의 EFFECTIVE 열의 값이 pfcmap 등록 정보에 설정된 값에 관계없이 동
일합니다. 동기화 기능을 로컬 호스트에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pfcmap 등록 정보에 대
한 EFFECTIVE 필드는 로컬 호스트의 pfcmap 등록 정보 값을 반영합니다.

예   6-2 PFC 관련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표시

이 예는 우선 순위 기반 플로우 제어와 관련된 물리적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의 상태를 표시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show-linkprop -p pfcmap,pfcmap-rmt net0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net0   pfcmap        rw     11111111   11111111   11111111   00000000-11111111

net0   pfcmap-rmt    r-     --         --         --         --

이 예에서 pfcmap 등록 정보의 value 필드 값은 11111111입니다. 이 값은 로컬 호스트의 PFC
매핑에 8개의 우선 순위가 모두 사용으로 설정된 기본값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pfcmap 및
pfcmap-rmt 등록 정보의 EFFECTIVE 값은 11111111 및 --입니다. EFFECTIVE 필드 값의 불일
치는 로컬 호스트의 PFC 정보가 원격 피어와 동기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lldpadm show-agenttlvprop 명령을 사용하여 willing 등록 정보의 값을 확인하고 lldpadm
show-agent -r 명령을 사용하여 피어에서 PFC TLV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C 정보를 동기화하는 로컬 호스트 기능 표시

다음 명령은 해당 PFC 매핑을 피어와 동기화하는 호스트의 기능을 제어하는 PFC TLV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 lldpadm show-agenttlvprop -a agent pfc

여기서 agent는 LLDP가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에 의해 식별됩니다.

예   6-3 PFC 정보를 동기화하는 로컬 호스트 기능 표시

이 예는 피어의 PFC 구성에 맞게 조정하는 호스트 기능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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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dpadm show-agenttlvprop -a net0 pfc
AGENT   TLVNAME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pfc       willing    rw     off     on        on,off

자세한 내용은 “PFC TLV 단위 설정” [105]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와 피어 간 PFC 매핑 정보 표시

호스트와 피어 간 PFC 정보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 PFC Pending 값은 True 상태를 반환합니
다. 불일치가 해결되면 PFC Pending의 상태가 False로 돌아옵니다.

다음 명령은 로컬 호스트와 피어의 PFC 매핑 정보 불일치를 경고합니다.

# lldpadm show-agent -lv -o "PFC Pending" agent

# lldpadm show-agent -lv -o "PFC Pending" agent

예   6-4 호스트 및 피어 간 PFC 정보 대칭 확인

다음 예는 실제 실행 시간에 PFC 정보가 호스트 및 피어에서 동기화되었는지 여부 또는 불일
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lldpadm show-agent -lv -o "PFC Pending" net0
PFC Pending: True

에이전트에서 알리는 정보를 모두 표시하려면 lldpadm show-agent 명령의 -v(상세 정보 표
시)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lldpadm show-agent -v net0

우선 순위 정의 표시

다음 명령은 NIC에서 사용으로 설정된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물리적 링크에 대한 PFC 정보
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phys -D pfc datalink

예   6-5 CoS 우선 순위 정의 표시

이 예는 pfcmap 등록 정보의 값에 따라 특정 물리적 링크의 현재 우선 순위 정의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pfcmap이 01000000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물리적
링크에 해당하는 우선 순위 매핑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구성

108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 2014년 9월

# dladm show-phys -D pfc net0
LINK  COS    PFC   PFC_EFFECT   CLIENTS

net0   0     YES   NO           net0,vnic1

       1     YES   YES          vnic2

       2     YES   NO           vnic3

       3     YES   NO           vnic4

       4     YES   NO           vnic5

       5     YES   NO           vnic6

       6     YES   NO           vnic7

       7     YES   NO           vnic8

물리적 링크 net0의 경우 데이터 링크에 대해 구성된 모든 VNIC 클라이언트에 대해 우선 순
위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 호스트는 PFC_EFFECT 필드 값에 표시된 것처
럼 해당 PFC 매핑을 피어의 PFC 매핑에 맞게 조정합니다. 우선 순위는 COS 0 및 2-7에서 사
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리소스 가용성과 상관없이 vnic2를 제외한 모든 VNIC에서
트래픽을 위해 PFC 프레임이 교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vnic2를 제외한 모든
VNIC에서 경유하는 트래픽에 대해 패킷 삭제를 허용합니다. vnic2의 트래픽에서는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의 패킷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PFC PAUSE 프레임을
송신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구성

DCBX는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된 우선 순위 정보를 교환합니다. DCBX를 통해 교환되는 응
용 프로그램 TLV 단위에는 호스트의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될 우선 순위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됩니다. 우선 순위는 응용프로그램 우선 순위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각 항
목에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과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지정된 우선 순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면 해당 우선 순위의 PFC 및 ETS에 대한 모든 DCB
설정이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TLV는 이 테이블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
른 호스트와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 정보를 교환합니다.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기능은 피어의 우선 순위 매핑을 수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TLV
appln의 willing 등록 정보는 PFC와 유사하며 피어 간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테이블 항목은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protocol-ID/selector/priority

protocol-ID/selector 쌍은 응용 프로그램을 식별합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는
0~7 사이의 값을 가지는 우선 순위에 의해 식별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우선 순위에 대한 정보를 다른 호스트와 교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응용 프로그
램 TLV를 설정합니다.

# lldpadm set-agenttlvprop -p property=value -a agent appln

예를 들어 FCoE 트래픽의 경우 프로토콜 ID는 0x8906이고 선택기 ID는 1입니다. 이 응용프
로그램에 지정된 우선 순위는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TLV를 설정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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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매개변수가 나열된 표 5-3. “에이전트별 TLV 단위 및 해당 등록 정보”에 따라 다음 명령
을 입력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apt=8906/1/4 -a net0 appln

# lldpadm show-agenttlvprop -a net0 appln
AGENT   TLVNAME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appln     apt        rw     8906/1/4   --        --

DCB의 향상된 전송 선택 사용자 정의

LLDP가 사용으로 설정되면 기본 링크에서 DCB를 지원하는 경우 기본 구성이 자동으로 설정
됩니다. 이 기본 구성에서 cos 값 0에는 모든 대역폭이 지정됩니다. dladm set-linkprop 명
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링크의 cos 값을 구성하여 해당 데이터 링크에 대역폭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TS 구성 및 권장 TLV는 NIC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dot1-tlv에 사용할
수 있는 값 목록은 표 5-1. “LLDP 에이전트에 대한 선택적 TLV 단위”을 참조하십시오.

pfc TLV를 제거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dot1-tlv-=pfc agent

ETS 관련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설정

PFC 정보를 참조하는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는 패킷에 대해 정의된 우선 순위에 따라 패킷
손실을 방지하는 데 적용됩니다. ETS 등록 정보는 우선 순위에 따라 기본 링크 대역폭의 점유
율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DCB는 다음과 같은 ETS 관련 등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s – 데이터 링크의 우선 순위 또는 서비스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이 등록 정보의 값은
0~7입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cos 값은 이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패킷의 VLAN 태그에
설정됩니다.

■ etsbw-lcl - 데이터 링크의 Tx(전송) 측에 할당된 ETS 대역폭을 나타냅니다. 기본 물리적
NIC에 DCB 기능이 있고 ETS가 지원되며 링크의 cos 등록 정보가 0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등록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물리적 링크의 총 대역폭 비율을 지정
하여 데이터 링크의 이 등록 정보에 값을 설정합니다. 하나의 물리적 NIC에 있는 모든 데
이터 링크의 etsbw-lcl 등록 정보 값 합계는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tsbw-lcl에 정의된 대역폭 비율은 해당 데이터 링크에만 예약되지 않습니다. 할당된 대
역폭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물리적 NIC의 다른 데이터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역폭 할당은 호스트 트래픽의 전송측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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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bw-rmt-advice – 피어로 전송되는 권장 ETS 대역폭 값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etsbw-lcl 등록 정보의 로컬로 구성된 값이 피어에 권장됩니다. 명시적으로 etsbw-rmt-
advice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를 구성하여 etsbw-lcl 등록 정보와 다른 값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에 대한 대역폭 지정이 비대칭인 경우, 즉 Rx(수신)와 Tx(전송) 대역폭이 다
른 경우 etsbw-rmt-advice 등록 정보를 구성하면 유용합니다. etsbw-rmt-advice 등록 정
보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면 ETS 권장 DCBX TLV의 전송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etsbw-lcl-advice - 데이터 링크에 대한 권장 대역폭 점유율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피어
에 의해 로컬 호스트로 전송됩니다. 읽기 전용 등록 정보입니다.

■ etsbw-rmt – 데이터 링크의 피어에 구성되는 대역폭 점유율을 지정합니다. 읽기 전용 등
록 정보입니다.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VNIC에 대역폭을 할당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 VNIC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adm set-linkprop -p cos=value VNIC

■ 기본 물리적 링크의 대역폭 비율을 VNIC에 할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adm set-linkprop -p etsbw-lcl=value VNIC

etsbw-lcl 등록 정보에 지정하는 값은 기본 링크의 총 대역폭 용량 비율을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에 지정하는 모든 할당된 대역폭 값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
다.

■ 피어에 전송되는 대역폭을 명시적으로 권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ladm set-linkprop -p etsbw-rmt-advice=value VNIC

dladm show-linkprop 명령을 사용하여 로컬 호스트의 데이터 링크에 구현된 실제 대역폭 점
유율 및 피어의 데이터 링크에 구성된 대역폭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tsbw-lcl 및
etsbw-rmt 등록 정보에 대한 출력의 EFFECTIVE 필드 값은 구현된 실제 대역폭 점유율을 나타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ETS 구성 정보 표시” [113]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우선 순위 패킷에 해당하는 대역폭이 사용되도록 하려면 통신 호스트 사이의 대칭 또는
동기화된 ETS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etsbw-lcl-advice 값에 맞게 해당 대역
폭 점유율을 조정할 수 있는 로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은 피어
의 ETS 권장 사항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해당 ETS 구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TS TLV 단위 설정

ETS TLV(etscfg) 구성은 호스트가 피어의 ETS 권장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TLV 단위에는 구성 가능한 등록 정보가 willing 하나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등록 정보
는 on으로 설정되어 있어 로컬 호스트에서 해당 ETS 구성을 원격 피어의 ETS 권장 사항과 동
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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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해당 ETS 정보를 원격 피어의 ETS 정보와 동기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하십시오.

# lldpadm show-agenttlvprop -p willing -a agent etscfg

willing 등록 정보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동기화를 설정하십시
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willing=on -a agent etscfg

특정 에이전트의 정보 동기화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willing 등록 정보를 off로 설정하
십시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willing=off -a agent etscfg

여기서 agent는 에이전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데이터 링크입니다.

피어에 ETS 구성 권장

피어가 동일한 값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 우선 순위에 대해 구성된 ETS 대역폭 값(etsbw-
lcl)을 피어에 권장할 수 있습니다. ETS 대역폭 값을 권장하려면 NIC에 있는 LLDP 에이전
트의 dot1-tlv 유형에서 etsreco 등록 정보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값은 로
컬로 구성된 ETS 값과 동일할 수도 있고, dladm set-linkprop 명령을 통해 새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etsbw-rmt-advice를 설정하여 권장되는 값을 명시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에 지정된 대역폭이 비대칭인 경우, 즉 Rx(수신)와 Tx(전송) 대역폭이 다른 경우
etsbw-rmt-advice 등록 정보를 구성하면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etsbw-lcl 등록 정보에 구성된 값이 피어에 대한 권장 값으로 사용됩니다.
etsbw-rmt-advice 등록 정보에 다른 값을 설정하여 다른 ETS 값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x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더 많은 경우 etsbw-lcl 등록 정보(호스트의 Tx)에 대한
ETS 값을 더 높게 구성하고 etsbw-rmt-advice 등록 정보(호스트로의 Rx)에 대한 값을 더 낮
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6-6 피어에 ETS 구성 권장

1. net5에 대한 LLDP 에이전트의 dot1-tlv 유형 등록 정보를 표시하여 etsreco 등록 정보
가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ldpadm show-agentprop -p dot1-tlv net5

AGENT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5         dot1-tlv   rw   etsreco,etscfg none           none,vlanname,pvid,

                                                           linkaggr,pfc,appln,

                                                           evb,etscfg,ets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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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2. vnic1에 대해 기본 링크의 대역폭 20%를 할당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etsbw-lcl=20 vnic1

# dladm show-linkprop -p etsbw-lcl vnic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vnic1    etsbw-lcl       rw   20           20           0         --

기본적으로 동일한 값이 피어에 권장됩니다.

# dladm show-linkprop -p etsbw-rmt-advice vnic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vnic1    etsbw-rmt-advice rw   --      20           0         --

  

3. LLDP에 의해 교환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 lldpadm show-agent -l -v net5

 

4. 피어에 권장된 대역폭을 표시합니다.

# dladm show-phys -D ets -r net5

LINK      COS ETSBW_RMT_EFFECT ETSBW_RMT_ADVICE CLIENTS

--         0   0                80               net5

           1   0                0                --

           2   0                0                --

           3   0                20               vnic1

           4   0                0                --

           5   0                0                --

           6   0                0                --

           7   0                0                --

기본적으로 net5의 각 우선 순위에 대해 etsbw-lcl 등록 정보에 구성된 값이 피어에 권장
값으로 전송됩니다. ETSBW_RMT_ADVICE는 피어에 권장된 값을 보여 줍니다. 이 출력에는
피어 측에서 ETS 대역폭을 구성하지 않았음도 표시됩니다. lldpadm show-agent 명령을
사용하여 피어에 권장된 대역폭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5. 피어에 다른 값을 권장합니다.

# dladm set-linkprop -p etsbw-rmt-advice=10 vnic1

# dladm show-linkprop -p etsbw-rmt-advice vnic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vnic1    etsbw-rmt-advice  rw   10         10           0         --

6. 피어에 권장된 대역폭을 표시합니다.

# dladm show-phys -D ets -r net5 

LINK                COS ETSBW_RMT_EFFECT ETSBW_RMT_ADVICE CLIENTS

--                  0   0                90               net5

                    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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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

                    3   0                10               vnic2

                    4   0                0                --

                    5   0                0                --

                    6   0                0                --

                    7   0                0                --

ETSBW_RMT_EFFECT 필드에는 vnic2에 대한 값이 0으로 표시되는데, 이 값은 대역폭 값을
권장했음에도 피어 측에서 대역폭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상황은 피어가
LLDP를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ETS를 지원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TS 구성 정보 표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ETS 구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dladm show-linkprop -p etsbw-lcl,etsbw-rmt,etsbw-lcl-advice,etsbw-rmt-advice datalink

이 명령은 물리적 링크의 ETS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 # dladm show-phys -D ets phys-link

이 명령은 전체 링크에서의 분배 및 대역폭 할당과 관련하여 물리적 링크의 로컬 및 원격
ETS 구성을 표시합니다.

■ # lldpadm show-agenttlvprop -a agent etscfg

여기서 agent는 LLDP가 사용으로 설정된 데이터 링크입니다. 이 명령은 ETS 정보를 피
어와 동기화하는 호스트 기능을 제어하는 ETS TLV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   6-7 ETS 관련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 표시

이 예는 동기화가 사용으로 설정되기 전 ETS 관련 데이터 링크 등록 정보의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dladm show-linkprop -p cos,etsbw-lcl,etsbw-rmt,etsbw-lcl-advice, \

etsbw-rmt-advice vnic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vnic1   cos                rw    2      2          0          0-7

vnic1   etsbw-lcl          rw    10     10         0          --

vnic1   etsbw-rmt          r-    20     20         --         --

vnic1   etsbw-lcl-advice   r-    20     20         --         --

vnic1   etsbw-rmt-advice   rw    10     10         0          --

출력에는 호스트가 vnic1에 대해 cos 값 2에서 10%의 ETS 값을 설정 및 권장했음이 표시됩
니다. 하지만 피어는 vnic1에 대해 cos 값 2에서 20%의 ETS 값을 설정 및 권장했습니다. 동
기화가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willing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음) 호스트는 피어
의 권장 사항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이는 etsbw-lcl 등록 정보의 EFFECTIVE 값(로컬로 구성된
값)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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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8 ETS 정보를 동기화하는 로컬 호스트 기능 표시

이 예는 피어의 ETS 구성에 맞게 조정하는 로컬 호스트 기능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lldpadm show-agenttlvprop -a net0 etscfg
AGENT   TLVNAME   PROPERTY   PERM   VALUE   DEFAULT   POSSIBLE

net0    etscfg    willing    rw     off     on        on,off

동기화를 사용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lldpadm set-agenttlvprop -p willing=on -a net0 etscfg

# dladm show-linkprop -p  cos,etsbw-lcl,etsbw-rmt, \

etsbw-lcl-advice,etsbw-rmt-advice vnic1
LINK    PROPERTY           PERM  VALUE   EFFECTIVE  DEFAULT    POSSIBLE

vnic1   cos                rw    2       2          0          0-7

vnic1   etsbw-lcl          rw    10      20         0          --

vnic1   etsbw-rmt          r-    20      20         --         --

vnic1   etsbw-lcl-advice   r-    20      20         --         --

vnic1   etsbw-rmt-advice   rw    10      10         0          --

동기화가 사용으로 설정되었으므로(등록 정보 willing이 사용으로 설정됨) 호스트는 피어의
권장 사항을 수락했으며 이는 etsbw-lcl 등록 정보의 EFFECTIVE 값에 반영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물리적 링크의 각 우선 순위 값에 대한 호스트와 피어의 유효 ETS 값을 보여
줍니다.

# dladm show-phys -D ets net4
LINK     COS ETSBW_LCL_EFFECT ETSBW_RMT_EFFECT ETSBW_LCL_SOURCE CLIENTS

net4      0   0                30               local            net4

          1   0                0                local            --

          2   0                0                local            --

          3   0                0                local            --

          4   0                70               local            --

          5   0                0                local            --

          6   0                0                local            --

          7   0                0                local            --

ETSBW_LCL_EFFECT 유효 ETS 대역폭을 우선 순위에 대한 비율로 표시합니다.

ETSBW_RMT_EFFECT 유효 ETS 대역폭을 피어의 우선 순위 값에 대한 비율로 표시합니다.

ETSBW_LCL_SOURCE ETSBW_LCL_EFFECT 값의 소스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구성된 값인
local일 수도 있고 권장된 값인 remote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로컬로 구성된 값, 로컬 유효 값 및 피어가 권장한 값을 비롯한 로컬 ETS 정보
를 보여 줍니다.

# dladm show-phys -D ets -l net5
LINK                COS ETSBW_LCL ETSBW_LCL_EFFECT ETSBW_LCL_ADVICE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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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80        80               0                net5

                    1   0         0                0                --

                    2   0         0                0                --

                    3   20        20               0                vnic2

                    4   0         0                0                --

                    5   0         0                0                --

                    6   0         0                0                --

                    7   0         0                0                --

피어가 값을 권장하지 않았으므로 로컬로 구성된 값(ETSBW_LCL)을 사용하여 로컬 유효 값
(ETSBW_LCL_EFFECT)이 설정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피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dladm show-phys -D ets -r net5
LINK                COS ETSBW_RMT_EFFECT ETSBW_RMT_ADVICE CLIENTS

--                  0   0                20               net5

                    1   0                0                --

                    2   0                0                --

                    3   0                80               vnic2

                    4   0                0                --

                    5   0                0                --

                    6   0                0                --

                    7   0                0                --

출력에는 호스트가 피어에 우선 순위 3에 대해 80%를 설정하도록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피어의 ETSBW_RMT_EFFECT 필드에 값이 설정되지 않았음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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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        부  록     A 

링크 집계 및 IPMP: 기능 비교

링크 집계 및 IPMP 는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가용성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
용되는 서로 다른 기술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링크 집계와 IPMP의 일반적인 비교 내용을 보여줍니다.

기능 링크 집계 IPMP

네트워크 기술 유형 계층 2(링크 계층) 계층 3(IP 계층)

구성 도구 dladm ipadm

링크 기반 실패 감지 지원됨. 지원됨.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트렁크: LACP 기반으로, 직접 피어 호스
트 또는 스위치를 대상으로 함

DLMP: 지원됨. ICMP 기반으로, 중간
에 있는 계층 2 스위치의 여러 레벨에서
DLMP 주소와 동일한 서브넷에 정의된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함

ICMP 기반으로, 중간에 있는 계층 2 스
위치의 여러 레벨에서 테스트 주소와 동
일한 IP 서브넷에 정의된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함

대기 인터페이스 사용 트렁크: 지원되지 않음

DLMP: 지원되지 않음

지원됨. 대기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
음

여러 스위치 확장 트렁크: 지원됨. 하지만 스위치 공급업체
확장이 필요함

DLMP: 지원됨.

지원됨.

스위치 구성 트렁크: 필요함

DLMP: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인접(Back-to-Back) 구성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는 매체 유형 이더넷 관련 브로드캐스트 가능

부하 분산 지원 트렁크: 관리자가 dladm 명령을 사용하
여 지원 및 제어. 인바운드 부하 분산 지
원됨

DLMP: 집계의 VNIC 및 클라이언트 전
체에 대해 지원됨. 하지만 집계의 VNIC
및 개별 클라이언트별 부하 분산은 지원
되지 않음

지원됨. 커널에 의해 제어됨. 인바운드
부하 분산은 소스 주소 선택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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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링크 집계 IPMP

VNIC 통합 시 지원 레벨 최고 지원. 집계는 제어 도메인 또는 전
역 영역에서만 구성되며 영역에 대해 투
명함

지원됨. 하지만 대역폭 제한, 전용 Rx 또
는 Tx 링, 링크 보호와 같은 VNIC 등록
정보는 IPMP 그룹에 강제 적용될 수 없
음

여러 VNIC가 영역에 지정되고 모든 영역
에서 구성되어야 함

사용자 정의 리소스 관리
플로우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링크 보호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프로토콜 요구 사항 없음. 없음.

링크 통합에서는 트렁크 모드로 통합을 구성하는 여러 링크에 수신 트래픽이 분산됩니다. 따
라서 통합에 링크를 추가하기 위해 더 많은 NIC를 설치하면 네트워킹 성능이 향상됩니다.

DLMP 집계는 여러 스위치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집계는 계층 2 기술로 다른 Oracle Solaris
가상화 기술과 잘 집계됩니다.

IPMP 트래픽은 사용 가능한 활성 인터페이스에 바인딩된 경우 IPMP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주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두 개의 IP 주소 간에만 전달되지만 반
드시 동일한 연결을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IP 주소 두 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IC를 더
추가해도 IPMP에서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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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  ♦        부  록     B 

전이적 프로브의 패킷 형식

전이적 프로브 패킷은 이더넷 유형이 ETHERTYPE_ORCL(0x881b)인 고유 프로토콜 패킷입니다.
전이적 프로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브 기반 실패 감지” [22]를 참조하십시오. 프로브
통계를 표시하는 예는 예 2-7. “프로브 관련 정보 표시”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전이적
프로브 패킷 형식을 보여 줍니다.

그림   B-1 전이적 프로브 패킷

필드 설명

Dest MAC 대상 MAC 주소

Src MAC 소스 MAC 주소

Proto# 프로토콜 번호. ETHERTYPE_ORCL 패킷의 계층 2 페이로드는 16비트 프
로토콜 번호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이적 프로브 패킷의 경우 이 번호는
1입니다.

Typ 프로브 패킷 유형. 프로브 패킷 유형은 요청의 경우 0이고, 응답의 경우
1입니다.

Pad 패딩(모두 0)

Seq# 프로브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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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Timestamp 프로브 시간 기록

TL 대상 정보 길이. 이더넷의 경우 대상 길이는 6비트(이더넷 MAC 주소
길이)입니다.

Target 대상 포트 MAC 주소

SL 소스 정보 길이. 이더넷의 경우 소스 길이는 6비트입니다.

Source 소스 포트 MA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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