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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기술 팁에 사용되는 텍스트, 이미지 및 명령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 표기 규칙

텍스트

굵은체는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텍스트(예: 메뉴 항목, 단추, 명령)를 나타냅니다.●

기울임꼴로 강조를 표시합니다.●

꺾쇠 괄호(>)는 사용자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서 선택해야 하는 메뉴 선택(예: File
> Print)의 진행률을 나타냅니다.

●

Cisco 디바이스의 출력 예는 Courier 글꼴로 표시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524xl# show running-config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version 12.0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

Cisco 디바이스의 시스템 오류 메시지는 Courier 글꼴로 표시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
다.reload 명령을 사용하여 재시작된 라우터는 System returned to ROM by reload 메시지 .

●

경고

팁: 다음 정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합니다.팁 정보는 문제 해결 또는 작업일 수
없지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독자가 주의합니다.참고에는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자료에 대한 유용한 제안이나 참조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주의는 독자가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장비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위험을 의미합니다.당신은 신체상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어떤 장비든
작업하기 전에 전기 회로와 관련된 위험을 알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 관행을 숙지해야 합니
다.경고의 번역된 버전을 보려면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규정 준수 및 안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종료 아이콘은 Cisco 웹 사이트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이미지는 비 Cisco Systems 웹 페이
지 링크 뒤에 나타납니다.Cisco는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isco.com 외부의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별도의 브라우저 창에서 열립니다.

Cisco IOS/CatOS 소프트웨어 명령

Cisco IOS® 및 CatOS 명령에 대한 다음 표기 규칙은 명령 참조 안내서에서도 사용됩니다.Cisco
IOS 설명서의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소프트웨어 설명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세로 막대( | ) 별도의 대체, 상호 배타적인 인수예:req-qos {best-effort | 제어 로드 | 보장 지연}●

대괄호([ ])는 선택적 요소를 나타냅니다.예:[no] ip route-cache [cbus]●

중괄호({ })는 필수 항목을 나타냅니다.예:access-list number [{permit] | 거부}]●

대괄호 안의 중괄호([{ }])는 선택적 요소 내에서 필요한 선택 항목을 나타냅니다.●

꺾쇠 괄호(< >)는 기울임꼴을 허용하지 않는 컨텍스트의 인수를 나타내며, 이 예에서는 사용자
가 입력하는 문자 문자열(예: 비밀번호)을 나타냅니다.

●

굵은체는 명령과 키워드를 나타냅니다.●

기울임꼴로 사용자 변수를 나타냅니다.●

구성 예

일반 라우터 이름,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IP 주소가 컨피그레이션 예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회사에 적합한 이름, 비밀번호 및 주소로 교체해야 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사용자 이름 cisco 또는 비밀번호 cisco를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cisco"를 비밀번호 또는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 위험
입니다.

라우터 이름:RouterX, nasX 등●

전화 번호:555nnnn●

IP 주소:IP 주소는 사설 네트워크 주소의 RFC 1918 정의를 따릅니다.IP 주소의 세 블록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서 사설 인터넷용으로 예약합니다.10.0.0.0 -
10.255.255.255(10/8 접두사)172.16.0.0 - 172.31.255.255(172.16/12 접두사)192.168.0.0 -
192.168.255.255(192.168/16 접두사)

●

컨피그레이션 예에는 코멘트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석은 기울임꼴로 표시되고 파란색
으로 표시됩니다.이 명령은 사용된 컨피그레이션 출력 및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컨피그레이션 설명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 Define IPSec traffic of interest. !--- This line covers traffic between the LAN segment

behind two PIXes. !--- It also covers the SNMP/syslog traffic between the SNMP/syslog server

!--- and the network devices located on the Ethernet segment behind PIX 515. access-list 101

●

//www.cisco.com/en/US/docs/ios/12_2/apollo/configuration/guide/3cfabout.html
http://www.ietf.org/rfc/rfc1918.txt


   

permit ip 172.18.124.0 255.255.255.0 10.99.99.0 255.25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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