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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부분의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다른 프로토콜과 호환되지 않는 메트릭 구조와 알고리즘이 있습니
다.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경로 정보의 교환과 여러 프로토콜에서 최상의 경
로를 선택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관리 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경로가 둘 이상 있을 때 라
우터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관리 거리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안정성
을 정의합니다.각 라우팅 프로토콜은 관리 거리 값의 도움을 받아 가장 안정성이 낮은(신뢰할 수 있
는) 순서대로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라우팅 프로세스의 기초.Internetworking Technologies Handbook의 Routing Basics를 참조하
십시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최상의 경로 선택

관리 영역은 두 프로토콜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경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라우터가 사용할 라우팅

https://www.amazon.com/Internetworking-Technologies-Handbook-Cisco-Systems/dp/1587051192
https://www.amazon.com/Internetworking-Technologies-Handbook-Cisco-Systems/dp/1587051192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관리 거리는 라우팅 정보 소스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관리 영역은 로컬 중요성만 가지며 라우팅 업데이트에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참고: 관리 거리 값이 작을수록 프로토콜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예를 들어 라우터가 OSPF(Open
Shortest Path First)(기본 관리 거리 - 110) 및 IGRP(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기본 관리
거리 - 100)에서 모두 특정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를 수신하는 경우 IGRP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라우터가 IGRP를 선택합니다.즉,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의 IGRP 버전을 추가합니다.

IGRP 파생 정보의 소스(예: 전원 종료)가 손실되면 IGRP 파생 정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소프트웨
어에서 OSPF 파생 정보를 사용합니다.

기본 거리 값 테이블

이 표에는 Cisco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의 관리 거리 기본값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로 소스 기본 거
리 값

연결된 인터페이스 0
고정 경로 1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요약 경로 5

BGP(External Border Gateway Protocol) 20
내부 EIGRP 90
IGRP 100
OSPF 110
중간 시스템-중간 시스템(IS-IS) 115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120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EGP) 140
온디맨드 라우팅(ODR) 160
외부 EIGRP 170
내부 BGP 200
알 수 없음* 255

* 관리 거리가 255이면 라우터는 해당 경로의 소스를 믿지 않으며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설치하
지 않습니다.

경로 재배포를 사용할 때 프로토콜의 관리 거리를 수정하여 우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라우터가
IGRP 학습 경로(기본값 100)가 아닌 RIP 학습 경로(기본값 120)를 동일한 대상에 선택하도록 하려
면 IGRP의 관리 거리를 120 이상으로 늘리거나 RIP의 관리 거리를 100 미만의 값으로 줄여야 합니
다.

라우팅 프로세스 하위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distance 명령을 통해 프로토콜의 관리 거리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은 관리 거리가 특정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학습된 경로에 할당되도록 지정
합니다.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로 네트워크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일반적으
로 이 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후자의 관리 거리가 더 높습니다.그러나 관리 거리가 변경되면 라우팅
루프와 블랙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 거리를 변경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더넷을 통해 연결된 두 라우터 R1과 R2를 보여주는 예입니다.라우터의 루프백 인터페이
스도 두 라우터의 RIP 및 IGRP와 함께 광고됩니다.관리 거리가 100이므로 라우팅 테이블의 RIP 경



로보다 IGRP 경로가 우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1#show ip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0

I 10.0.0.0/8 [100/1600] via 172.16.1.200, 00:00:01, Ethernet0

C 192.168.1.0/24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0

R2#show ip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0

C 10.0.0.0/8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0

I 192.168.1.0/24 [100/1600] via 172.16.1.100, 00:00:33,

라우터가 IGRP에 대한 RIP 경로를 선호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R1에서 distance 명령을 구성합
니다.

R1(config)#router rip

R1(config-router)#distance 90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터가 RIP 경로를 선호함을 보여줍니다
.기본값은 120이지만 라우터는 관리 거리가 90인 RIP 경로를 학습합니다. 새 관리 거리 값은 단일
라우터의 라우팅 프로세스에만 관련됩니다(이 경우 R1).R2에는 여전히 라우팅 테이블에 IGRP 경
로가 있습니다.

R1#show ip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0

R 10.0.0.0/8 [90/1] via 172.16.1.200, 00:00:16, Ethernet0

C 192.168.1.0/24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0

R2#show ip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0

C 10.0.0.0/8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0

I 192.168.1.0/24 [100/1600] via 172.16.1.100, 00:00:33,

각 네트워크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거리를 할당하는 일반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네트
워크의 관리 거리를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 거리의 기타 애플리케이션

경로의 관리 영역을 변경하는 한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고정 경로를 사용하여 백업 및 기존 IGP 경
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기본 가 실패할 때 백업 링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R1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본 연결이 실패할 경
우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ISDN 회선이 있습니다.다음은 이 경로에 대한 Floating Static의 예입니
다.

ip route 10.0.0.0 255.0.0.0 Dialer 1 250

!--- Note: The Administrative Distance is set to 250.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수동으로 끄면 유동 고정 경로가 라
우팅 테이블에 설치됩니다.10.0.0.0/8 네트워크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은 Dialer 1 인터페이스에서
백업 링크를 통해 라우팅됩니다.실패 후 라우팅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R1#show ip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0

S 10.0.0.0/8 is directly connected, Dialer1

C 192.168.1.0/24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0

부동 고정 경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부동 고정 경로 및 Dial-on-Demand 라우팅 사용●

부동 통계학을 사용하여 ISDN 후면 구성●

DDR 백업을 위한 백업 인터페이스, 부동 고정 경로 및 다이얼러 감시 평가●

관련 정보

Cisco 라우터의 경로 선택●

IP 라우팅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ko_kr/support/docs/dial-access/dial-on-demand-routing-ddr/10212-5.html
/c/ko_kr/support/docs/dial-access/dial-on-demand-routing-ddr/12497-hdlc-12497.html
/c/ko_kr/support/docs/dial-access/dial-on-demand-routing-ddr/10213-backup-main.html
/c/ko_kr/support/docs/ip/enhanced-interior-gateway-routing-protocol-eigrp/8651-21.html
https://www.cisco.com/c/ko_kr/tech/ip/ip-routing/index.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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