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MP를 사용하여 라우터에서 단일 ARP 항목을
지우는 방법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단일 ARP 항목 지우기
예
관련 정보

소개

이 문서에서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사용하여 라우터에서 단일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항목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RFC1213MIB를 지원하는 모든 장치를 기반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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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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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ARP 항목 지우기

단일 ARP 테이블 항목을 지우는 Cisco IOS software 명령은 없습니다.Cisco IOS software clear

http://tools.cisco.com/Support/SNMP/do/BrowseMIB.do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arp-cache 명령은 전체 테이블을 지웁니다.

RFC1213 MIB에서 MIB 개체 ipNetToMediaType(.1.3.6.1.2.1.4.22.1.4) 내에서 SNM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6.1.2.1.4.22

ipNetToMediaTable OBJECT-TYPE

        -- FROM RFC1213-MIB

        DESCRIPTION    "The IP Address Translation table used for mapping from IP addresses to

physical addresses."

::= { iso(1) org(3) dod(6) internet(1) mgmt(2) mib-2(1) ip(4) 22 }

.1.3.6.1.2.1.4.22.1.4

ipNetToMediaType OBJECT-TYPE

        -- FROM RFC1213-MIB

        SYNTAX          Integer { other(1), invalid(2), dynamic(3), static(4) }

        MAX-ACCESS      read-create

        STATUS          Current

        DESCRIPTION    "The type of mapping.

                        Setting this object to the value invalid(2) has the effect of

invalidating

                        the corresponding entry in the ipNetToMediaTable.  That is, it

effectively

                        disassociates the interface identified with said entry from the mapping

                        identified with said entry.  It is an implementation-specific matter as

to

                        whether the agent removes an invalidated entry from the table.

Accordingly,

                        management stations must be prepared to receive tabular information from

agents

                        that corresponds to entries not currently in use.  Proper interpretation

of such

                        entries requires examination of the relevant ipNetToMediaType object."

::= { iso(1) org(3) dod(6) internet(1) mgmt(2) mib-2(1) ip(4) ipNetToMediaTable(22)

ipNetToMediaEntry(1) 4 }

MIB 개체, ipNetToMediaType(.1.3.6.1.2.1.4.22.1.4)에서 ansnmpseton을 실행하면 invalid=2로 단
일 ARP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 라우터에서 SNMP RO(Read-Only)/RW(Read-Write) 커뮤니티 문자열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라우터에서 MIB 개체 ipNetToMediaType의 snmpwalk 출력입니다.

snmpwalk 172.16.99.1 public .1.3.6.1.2.1.4.22.1.4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1.172.16.98.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1.172.16.98.2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2.172.16.98.36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2.172.16.98.37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3.172.16.97.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3.172.16.97.10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3.172.16.97.254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4.172.16.98.41 = dynamic(3)

http://www.cisco.com/cgi-bin/Support/Mibbrowser/mibinfo.pl?mn=RFC1213-MIB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4.172.16.98.45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7.172.16.96.1 = other(1)

 --<snip>--

snmpset를 하나의 ARP 항목으로 실행할 경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1.172.16.98.2 = dynamic(3)

MIB 정의에 따라 값을 2=invalid로 설정합니다.

 snmpset 172.16.99.1 private ipNetToMediaType.1.172.16.98.2 i 2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1.172.16.98.2 = invalid(2)

라우터에서 MIB 개체 ipNetToMediaType의 다른 스mpwalk를 실행하면 다음 출력이 표시됩니다.

   snmpwalk 172.16.99.1 public .1.3.6.1.2.1.4.22.1.4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1.172.16.98.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2.172.16.98.36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2.172.16.98.37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3.172.16.97.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3.172.16.97.10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3.172.16.97.254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4.172.16.98.41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4.172.16.98.45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7.172.16.96.1 = other(1)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7.172.16.96.31 = dynamic(3)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7.172.16.96.40 = dynamic(3)

     --<snip>--

대상 출력이 더 이상 출력에 없습니다.

ip.ipNetToMediaTable.ipNetToMediaEntry.ipNetToMediaType.1.172.16.98.2 = dynamic(3)

위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72.16.99.1 = 이 예에서 사용되는 라우터의 IP 주소.●

private = 라우터의 RW SNMP 커뮤니티 문자열●

public = 라우터의 RO SNMP 커뮤니티 문자열●

.1.3.6.1.2.1.4.22.1.4= MIB 개체 ipNetToMediaType의 OID(개체 ID)●

i = MIB에서 정의된 구문으로 정수●

2(유효하지 않음)= MIB 개체의 값●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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