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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IOS XE 내에서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Cisco IOS Software를 IOS 데몬 또는
IOSd라고 합니다.많은 인프라 구성 요소가 Cisco IOS에서 High Availability와 같은 Cisco IOS XE로
마이그레이션되었지만, Cisco IOS Software의 기능은 기존 Cisco IOS 릴리스에서 실행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 문서는 Cisco Catalyst 3850 스위치에서 실행되는 Cisco IOS XE 소프트웨어 버전과 각각의 기존
IOS 버전 간의 매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Catalyst 3850/3650 제품 ID의 끝 부분에 접미사 및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IOS XE에서 IOS 버전 매핑

표 1은 Catalyst 3850/3650 플랫폼의 IOS XE와 IOS 간의 매핑을 보여줍니다.

표 1. IOS XE와 IOS 버전 매핑.

Cisco IOS XE 버전 Cisco IOS 버전



16.x 버전 해당 없음
03.06.08E 15.2(2)E8
03.06.07E 15.2(2)E7
03.06.06E 15.2(2)E6
03.06.05E 15.2(2)E5
03.06.04E 15.2(2)E4
03.07.05E 15.2(3)E5
03.07.04E 15.2(3)E4

각 .bin 이미지 파일은 다음과 같은 전체 이름으로 두 버전을 표시합니다.

cat3k_caa-universalk9.SPA.03.06.08.E.152-2.E8.bin

제품 ID와 라이센스 기능 집합 간의 관계

Catalyst 3850/3650 스위치의 Cisco Software Download(Cisco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
동하면 전체 제품 ID가 표시됩니다.그러나 show version 출력의 제품 ID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
다.마지막 글자가 없을 겁니다

Cisco 페이지:Catalyst 3850-24P-S Switch

버전 표시:WS-C3850-24P

최종 서신은 스위치와 함께 제공되는 기능 세트를 참조하며, show version 또는 show license right-
to-use 출력에는 현재 라이센스가 표시됩니다.

표 2에는 가능한 문자와 해당 문자가 변환되는 기능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표 2. Catalyst 3850/3650 스위치의 기능 집합 명명법

L LAN 

S IP 

E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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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atalyst Series 스위치 데이터 시트●

Cisco IOS XE 및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5●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navigator.html?mdfid=284439900&i=rm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catalyst-3850-series-switches/data_sheet_c78-720918.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ios-xe-3sg/QA_C67-623261.html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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