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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DHCP를 사용하면 DHCP 클라이언트에 재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뒤에 있는 로컬 클라이언트의 DHCP 요청에 응
답하기 위해 DNS(Domain Name System) 및 WINS(Windows Internet Name Service) 주소와 같은
DHCP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여 활성화된 각 디바이스에서 Cisco IOS® DHCP 서
버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라우터를 구축한 후에는 각 위치로 이동하여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Cisco IOS DHCP Server가 개선되어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네트워크 관리자는 DHCP 풀 내의 특정 DHCP 옵션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나 이상의 중앙 DHCP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원격 서버는 중앙 서버에서 이러한 옵션 매개변수를 요청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이 문서의 독자에게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DHCP●

DNS(Domain Name System)●

WINS(Windows Internet Nam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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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에서 개발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2(27)●

PC 및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되는 NM-1E를 사용하는 Cisco 3660 라우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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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Cisco IOS DHCP Server 기능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T에서 도입되었습니다
.Cisco 1700 Series 라우터와 함께 사용하려면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2)T 이상이 필요
합니다.DHCP 서버 기능을 지원하는 라우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DHCP Server 문서의
지원 플랫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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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이 섹션에서는 DNS 및 WINS에 대한 DHCP 서버 옵션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이러한 서버
옵션에 대해 'Central' 라우터가 구성되고 'Remote' 라우터가 이러한 옵션을 가져옵니다.원격 PC 또
는 클라이언트는 DHCPACK 단계 중에 '원격' 라우터에서 가져온 옵션을 수신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DHCP 명령을 참조하거나 명령 조회 도
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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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중앙(3660)

Central# show running-config

Building configuration...

.

.

.

ip dhcp excluded-address 10.0.0.1 10.0.0.5

!--- This range must not be assigned to DHCP clients. !

ip dhcp pool Central network 10.0.0.0 255.255.255.0 !---

Specify the network number and mask for DHCP clients.

domain-name Central !--- Specify the domain name for the

client. dns-server 10.0.0.2 !--- Specify the DNS server

you want to respond to DHCP clients who !--- need to

correlate the host name to the IP address. netbios-name-

server 10.0.0.2 !--- Specify the Network Basic

Input/Output System (NetBIOS) !--- WINS server (for

Microsoft DHCP clients) ! . .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0.0.0.1 255.255.255.0 duplex

auto speed auto ! . . ! end

참고: Cisco 라우터를 DHCP 서버로 사용할 경우 DHCP 풀당 하나의 도메인만 허용됩니다. 즉, 라
우터는 두 개의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로 DHCP 임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동적 풀에서
는 정적 매핑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혼합되어 있는 경우 % This  , , vrf       오류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원격(3660)

Remote# show running-config

Building configuration...

.

.

.

ip dhcp excluded-address 192.168.1.1

!--- This ip address must not be assigned to DHCP

clients. ! ip dhcp pool Client import all !--- Import

DHCP option parameters into the database. network

192.168.1.0 255.255.255.248 !--- Specify the network

number and mask for DHCP clients. default-router

192.168.1.1 !--- Specify the default gateway for DHCP

clients. ! . .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dhcp duplex auto speed auto ! interface FastEthernet1/0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248 duplex auto speed

auto ! end

service config 명령은 boot host 또는 boot network 명령과 함께 사용됩니다.boot host 또는 boot
network 명령에 의해 지정된 파일에서 라우터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service
config 명령을 입력합니다.

boot host 또는 boot network 명령 없이 service config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호스트 또는 네
트워크 구성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라우터가 기본 구성 파일을 사용합니다.기본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network-config입니다.기본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host-config입니다.
여기서 host는 라우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Cisco IOS 소프트웨어가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 호스트 구성 파일은 router-config입니다.

service config 명령과 함께 boot host 명령을 사용합니다.service config 명령이 없으면 라우터는



boot host 명령을 무시하고 NVRAM의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사용합니다.NVRAM의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service config 명령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네트워크 서버
는 원격 호스트에서 두 개의 구성 파일을 로드하려고 시도합니다.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모든 네트
워크 서버에 적용되는 명령이 포함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파일입니다.boot network 명령을 사용
하여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식별합니다.두 번째는 특정 네트워크 서버에 적용되는 명령이
포함된 호스트 구성 파일입니다.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식별하려면 boot host 명령을 사용합
니다.

클라이언트는 옵션 150이 TFTP 서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옵션 150이 클
라이언트 쪽이 아닌 서버 측에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캐스트를 전송합니다
.TFTP 이외의 150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0 이더넷 부팅●

150 GRUB 구성 경로 이름●

DHCP 옵션은 옵션 코드 ascii 문자열 tftp-server-name 명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서버 이름이
없고 서버가 IP 주소로만 구성된 경우 옵션 코드 ip ip address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ip dhcp import—DHCP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온 옵션 매개변수를 표시합니다.●

Remote#show ip dhcp import

Address Pool Name: Client

Domain Name Server(s): 10.0.0.2

NetBIOS Name Server(s): 10.0.0.2

Domain Name Option: Central

show ip dhcp server statistics—DHCP 서버 통계를 표시합니다.●

Central#show ip dhcp server statistics

Memory usage         13906

Address pools        1

Database agents      1

Automatic bindings   1

Manual bindings      0

Expired bindings     0

Malformed messages   0

Message              Received

BOOTREQUEST          0

DHCPDISCOVER         1

DHCPREQUEST          1

DHCPDECLINE          0

DHCPRELEASE          0

DHCPINFORM           0

Message              Sent

BOOTREPLY            0

DHCPOFFER            1

DHCPAC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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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NAK              0

show ip dhcp binding—Cisco IOSDHCP 서버의 주소 바인딩을 표시합니다.●

Central#show ip dhcp binding

IP address       Client-ID/Hardware address Lease expiration            Type

10.0.0.6         0063.6973.636f.2d30.                   Apr 25 2005 12:30 AM        Automatic

                 3036.302e.3563.6634.

                 2e61.3961.382d.4574.

                 30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명령

참고: debu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debug ip dhcp server packet - DHCP 수신 및 전송을 디코딩합니다.●

ipconfig /all 명령을 사용하여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PC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가
져온 출력은 DHCP에서 구성한 TCP/IP 구성 값을 제공합니다.DHCP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 2132 를 참조하십시오.

C:\>ipconfig /all

Windows 2000 IP Configuration

  Host Name . . . . . . . . . . . . : PC

  Primary DNS Suffix . . . . . . .  : cisco.com

  Node Type . . . . . . . . . . . . : Hybrid

  IP Routing Enabled. . . . . . . . : No

  WINS Proxy Enabled. . . . . . . . : No

  DNS Suffix Search List. . . . . . : cisco.com

Ethernet adapter Local Area Connection :

  Connection-specific DNS Suffix . : Central

  Description . . . . . . . . . .  : 3Com EtherLink XL 10/100 PCI TX NIC(3C905B-TX)

  Physical Address. . . . . . . .  : 00-10-5A-86-5A-CA

  DHCP Enabled. . . . . . . . . .  : Yes

  Autoconfiguration Enabled . . .  : Yes

  IP Address. . . . . . . . . . .  : 192.168.1.2

  Subnet Mask . . . . . . . . . .  : 255.255.255.248

  Default Gateway . . . . . . . .  : 192.168.1.1

  DHCP Server . . . . . . . . . .  : 10.0.0.6

  DNS Servers . . . . . . . . . .  : 10.0.0.2

  Primary WINS Server . . . . . .  : 10.0.0.2

  Lease Obtained. . . .  . . . . . : Tuesday, April 26, 2005 6:04:29 PM

  Lease Expires . . . . . . . .. . : Wednesday, April 27, 2005 6:04:29 PM

관련 정보

DHCP 서버 옵션 가져오기 및 자동 구성●

LAN 인터페이스에 DHCP를 사용하여 자동 설치●

액세스 서버에서 WINS, DNS 및 DHC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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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서버에서 Cisco IOS DHCP 서버 사용●

DHCP 구성●

DHCP 명령●

Cisco IOS DHCP 서버●

동적 주소 할당 및 해결 - Cisco Systems●

IP 기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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