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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이더넷 자동 협상 문제를 격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자동 협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Catalyst OS(CatOS)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실행
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자동 협상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이중 불일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예와 Cisco IOS® 시
스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자동 협상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참고: Catalyst 6500/6000, 4500/4000, 3550 및 2950과 같은 새로운 Catalyst 스위치/모듈은
10/100/1000 Mbps 협상 이더넷 인터페이스 또는 포트를 지원합니다.이러한 포트는 다른 엔드와의
연결을 기반으로 10Mbps, 100Mbps 또는 1000Mbps 속도로 작동합니다.이러한 10/100/1000 Mbps
포트는 CatOS 또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반 스위치의 10/100Mbps 포트와 유사한 속도 및 이중
협상을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문서에서 10/100Mbps 포트 협상에 대해 설명한 컨피그
레이션은 10/100/1000 Mbps 포트에도 적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10/100 NIC(Network Interface Card) 문제 해결●

기가비트 협상●

특정 Cisco 플랫폼의 운영 문제●

특정 NIC의 운영 문제●

NIC와 스위치 간의 속도 및 듀플렉스의 가능한 모든 설정 및 결과를 보여 주는 표●

자동 협상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논의(FLP 포함)●

참고: 자동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NIC 호환성 문제 트러블슈팅을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atOS 시스템 소프트웨어●

Cisco IOS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장비는 이 문서의 예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터미널●

스위치의 Supervisor Engine에 적합한 콘솔 케이블.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
에 터미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랩 환경에서 Catalyst 5500 스위치 2개(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짐)●

10/100Mb TX 반이중 및 전이중 지원 인터페이스 2개●

이더넷 크로스오버 케이블●

이 문서는 격리된 랩 환경에 작성되었습니다.사용 전에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
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clear configuration all 명령이 각 스위치에서 실행되어 기본 컨피그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합니
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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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OS와 Cisco IOS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

Supervisor Engine의 CatOS 및 MSFC(Multilayer Switch Feature Card)의 Cisco IOS Software(하이
브리드):CatOS 이미지는 Catalyst 6500/6000 스위치에서 Supervisor Engine을 실행하는 시스템 소
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인 MSFC가 설치된 경우 별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MSFC를 실행합니다.

Supervisor Engine 및 MSFC 모두에서 Cisco IOS Software(기본):단일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
지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Catalyst 6500/6000 스위치에서 Supervisor Engine과 MSFC를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10/100MB 자동 협상 사용 시기

/content/en/us/support/docs/switches/catalyst-6500-series-switches/17053-46.html
/content/en/us/support/docs/switches/catalyst-6000-series-switches/10600-9.html
/content/en/us/support/docs/switches/catalyst-6000-series-switches/10600-9.html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자동 협상은 IEEE 802.3u 고속 이더넷 표준의 선택적 기능으로, 속도 및 이중 기능에 대한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협상은 포트를 대상으로 합니다.이러한 포트는 임시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
되는 영역에 할당됩니다.예를 들어, 많은 기업에서 계정 관리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가 사무실에 있
을 때 사용할 공유 사무실 또는 큐브를 제공합니다.각 사무실 또는 큐브에는 사무실 네트워크에 영
구적으로 연결된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모든 사용자가 랩톱에 10Mb, 100Mb 이더넷 또는
10/100Mb 카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을 처리하는 스위치 포트는 속도와 이
중 모드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신 각 사무실에 10Mb와 100Mb 포트를 모두 제공하거나 큐브
에 레이블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100Mb 이더넷 링크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링크의 한 포트가 반이중으로 작동하는 반
면 다른 포트는 전이중으로 작동하면 발생합니다.이는 링크의 하나 또는 두 포트가 모두 재설정되
고 자동 협상 프로세스가 두 링크 파트너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사용자가 링크의
한 면을 재구성하고 다른 면을 재구성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링크의 양쪽은
자동 협상을 켜거나 양쪽이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Cisco는 802.3u를 준수하는 디바이스에 대해 자
동 협상을 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 협상을 올바르게 구성하면 많은 성능 관련 지원 통화가 방지됩니다.많은 Catalyst 이더넷 스위
칭 모듈은 10/100Mb 및 반이중 또는 전이중(full-duplex)을 지원합니다.예외에는 이더넷 그룹 스위
치 모듈이 포함됩니다.show port capabilities {mod_num} | {mod_num/port_num} 명령은 작업 중인
모듈이 10/100Mb 및 반이중 또는 전이중/반이중 중/전이중 지원 여부를 표시합니다.이 문서에서는
2개의 WS-X5530 Supervisor Engine III를 사용하며, 각각 2개의 선택적 업링크 10/100 BaseTX 이
더넷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 WS-6748-GE-TX 모듈이 네트워크 탭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 협상이 작동하지 않습니
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 협상을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인터페이스 모드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at6K-IOS(config-if)#speed auto

이더넷 1000MB 자동 협상 사용 시기

기본적으로 GigabitEthernet에서의 자동 협상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중 설정 - Cisco 디바이스는 전이중만 지원하지만 IEEE 802.3z 표준은 반이중 기가비트 이더
넷을 지원합니다.따라서 GigabitEthernet 디바이스 간에 듀플렉스가 협상됩니다.

●

Flow Control(플로우 제어) - GigabitEthernet에서 생성될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이므로
GigabitEthernet에 PAUSE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PAUSE 프레임은 발신자가 모든 트래픽
을 처리하고 버퍼를 지울 때까지 패킷의 전송을 중지하도록 먼 엔드 디바이스에 지시하는 패킷
입니다.PAUSE 프레임에는 타이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타이머는 엔드 디바이스에서 패킷
다시 전송을 시작할 시기를 알려줍니다.다른 PAUSE 프레임을 가져오지 않고 타이머가 만료되
면 원엔드 디바이스에서 패킷을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Flow-Control은 선택 항목이며 협상
되어야 합니다.디바이스는 PAUSE 프레임을 전송하거나 응답할 수 있으며, 원엔드 네이버의
흐름 제어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협상 - 일반적으로 내장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는 협상을 수행할 수 있지만, 모듈형 SFP 또는
GBIC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협상하지 않습니다.고속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면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에 대한 회선 프로토콜이 다운됩니다.이는 show inter gig4/3 capabilities 명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witch-A#show interface Gig4/3 capabilities

●



GigabitEthernet4/3

Model                    WS-X4516-10GE-Gbic

Type                     1000BaseT

Speed                    1000

Duplex                   full

A와 B라는 두 개의 디바이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각 디바이스에서 Autonegotiation을 활성화하거
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IEEE Std 802.3z-1998에 따른 자동 협상을 통해 링크 상태의
올바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가 활성화되고 B가 활성화된 경우 링크 상태가 두 디바이스 모두에서 링크 업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

A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B가 활성화된 경우 A는 링크를 보고하고 B는 링크를 다운해야 합니다.●

A가 활성화되고 B가 비활성화된 경우 A는 링크를 아래로 보고하고 B는 링크를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디바이스는 자동 협상을 수행해야 합니다.802.3z는 1GigabitEthernet 및
10GigabitEthernet 모두에 대해 자동 협상을 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CatOS 스위치에서 이더넷 10/100Mb 자동 협상 구성 및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자동 협상을 지원하는 10/100Mb 이더넷 포트의 동작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이 절차에서는 기본 동작을 변경하는 방법과 기본 동작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두 스위치를 함께 연결합니다.스위치 A의 이더넷 포트 1/1은 이더넷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
용하여 스위치 B의 이더넷 포트 1/1에 연결됩니다.크로스오버 케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참고: 실제 mod_num/port_num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포트의 기능을 검토합니다.show port capabilities 1/1 명령은 스위치 A에 있는 Ethernet 10/100
BaseTX 1/1 포트의 기능을 표시합니다.문제 해결 중인 두 포트 모두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합
니다.두 포트 모두 자동 협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속도 및 이중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이
출력의 굵은 텍스트는 속도 및 듀플렉스 모드 기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Switch-A> (enable) show port capabilities 1/1

Model                    WS-X5530

Port                     1/1

Type                     10/100BaseTX

Speed                    auto,10,100

Duplex                   half,full

2.

두 스위치의 포트 1/1에 대한 자동 협상을 구성합니다.두 스위치의 포트 1/1에서 속도 및 이중
모드 모두에 대한 자동 협상을 구성하려면 set port speed 1/1 auto 명령을 실행합니다.자동 협
상을 지원하는 포트의 기본값은 auto입니다.
Switch-A> (enable) set port speed 1/1 auto

Port(s) 1/1 speed set to auto detect.

Switch-A (enable)

참고: set port speed {mod_num/port_num} auto 명령도 듀플렉스 모드를 auto로 설정합니다
.set port duplex {mod_num/port_num} auto 명령이 없습니다.또한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스
위치 컨피그레이션이 기본값으로 지워졌으므로 이 명령은 이중화됩니다.이더넷 10/100
BaseTX 포트의 기본 동작은 자동 협상입니다.

3.

속도 및 듀플렉스 모드가 자동 협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스위치 A 및 B의 포트
1/1의 상태를 표시하려면 show port 1/1 명령을 실행합니다.
Switch-A> (enable) show port 1/1

4.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a-full a-100 10/100BaseTX

Switch-B>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a-full  a-100 10/100BaseTX

앞의 출력의 굵은 텍스트는 포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show port {mod_num/port_num} 명령의 대부분의 일반 출력이 생략됩니다.이 명령 출력의 필
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C를 참조하십시오.전체 및 100의 접두사는 이 포트가 특정 이
중 모드 또는 속도에 대해 하드 코딩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따라서 연결된 디바이스가 이
중 모드 및 속도를 자동으로 협상하는 경우 듀플렉스 모드와 속도를 자동으로 협상합니다.상
태가 두 포트에 모두 연결되므로 링크 펄스가 다른 포트에서 탐지됩니다.듀플렉스가 잘못 협
상되었거나 잘못 구성된 경우에도 상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A의 포트 1/1의 속도를 10Mb로 변경합니다.한 링크 파트너가 자동 협상하고 다른 링크
파트너가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시연하려면 스위치 A의 포트 1/1의 속도를 10Mb로
설정해야 합니다.set port speed 1/1 10 명령을 실행하여 이 속도를 설정합니다.
Switch-A> (enable) set port speed 1/1 10

Port(s) 1/1 speed set to 10Mbps.

Switch-A> (enable)

참고: 포트의 속도를 하드 코딩하면 속도 및 이중화를 위해 포트에서 모든 자동 협상 기능이 비
활성화됩니다.포트가 속도에 맞게 구성되면 이전에 협상한 모드에 대해 듀플렉스 모드가 자동
으로 구성됩니다.이 경우 모드는 전이중 모드입니다.따라서 set port speed 1/1 10 명령을 사용
하면 포트 1/1의 듀플렉스 모드가 명령 set port duplex 1/1 full이 실행되는 것처럼 구성됩니다
.이 내용은 6단계에서 설명합니다.

5.

duplex 및 speed status 필드의 접두사 의미를 이해합니다.스위치 A의 show port 1/1 명령에서
출력의 상태 필드에 접두사가 없는 것은 듀플렉스 모드가 전이중 모드로 구성되고 속도가
10으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Switch-A>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full  10    10/100BaseTX

6.

스위치 B에서 포트 1/1의 이중 상태를 확인합니다.스위치 B의 show port 1/1 명령은 포트가 반
이중 및 10Mb에서 작동함을 나타냅니다.
Switch-B>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a-half a-10  10/100BaseTX

이 단계는 링크 파트너가 다른 링크 파트너가 자동 협상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링크 파트너가 운영하는 속도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속도를 탐지하기 위해 링크 파
트너는 도착하는 전기 신호의 유형을 감지하여 10Mb 또는 100Mb인지 확인합니다.스위치
B가 포트 1/1이 10Mb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올바른 속도를 탐지할 수 있
는 동일한 방법으로 올바른 듀플렉스 모드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스위치 B의 1/1 포트
가 자동 협상을 위해 구성되고 스위치 A의 1/1 포트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스위치 B의 1/1 포
트는 기본 이중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Catalyst 이더넷 포트에서 기본 모드는 자동 협상입니
다.자동 협상이 실패할 경우 기본 모드는 반이중입니다.이 예에서는 듀플렉스 모드에서 불일
치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링크를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스위치 A의 포트 1/1은 전이중
으로 구성되고 스위치 B의 포트 1/1은 기본적으로 반이중으로 설정됩니다.이를 방지하려면 두
링크 파트너를 구성합니다.듀플렉스 및 속도 상태 필드의 접두사가 항상 현재 동작을 협상한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때로는 포트가 속도 또는 이중 모드로 구성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스위치 B의 이전 출력은 duplex를 a-half 및 speed를 a-10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포트가 반이

7.



중 모드에서 10Mb로 작동함을 나타냅니다.그러나 이 예에서는 이 포트의 링크 파트너(스위치
A의 포트 1/1)가 전체 10Mb로 구성됩니다.따라서 스위치 B의 포트 1/1이 현재 동작을 자동 협
상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접두사가 자동 협상을 수행하려는 의지만 나타내며, 자동 협상이 실
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듀플렉스 불일치 오류를 이해합니다.이중 모드 불일치에 대한 이 메시지는 포트 1/1의 속도가
10Mb로 변경된 후 스위치 A에 표시됩니다.이러한 불일치는 스위치 B의 1/1 포트가 링크 파트
너가 더 이상 자동 협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면 기본적으로 반이중으로 설정되기 때
문에 발생합니다.
%CDP-4-DUPLEXMISMATCH:Full/half-duplex mismatch detected o1

이 메시지는 802.3 자동 협상 프로토콜이 아니라 Cisco CDP(Discovery Protocol)에 의해 생성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CDP는 검색된 문제를 보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이중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거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다른 이중 불일치는 반이중 측면에서 FCS 및 정렬 오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이
중 포트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이는 show port {mod_num/port_num}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8.

스패닝 트리 오류 메시지를 이해합니다.8단계의 이중 불일치 오류 메시지 외에도 링크에서 속
도를 변경할 때 이러한 스패닝 트리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PAGP-5-PORTFROMSTP:Port 1/1 left bridge port 1/1

%PAGP-5-PORTTOSTP:Port 1/1 joined bridge port 1/1

참고: 스패닝 트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의 STP(Spanning Tree Protocol) 이
해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9.

스위치 A의 포트 1/1에서 듀플렉스 모드를 half로 변경합니다.set port duplex 1/1 half 명령을
실행하여 스위치 A의 포트 1/1에서 모드를 반으로 설정합니다.이는 듀플렉스 모드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Switch-A> (enable) set port duplex 1/1 half

Port(s) 1/1 set to half-duplex.

Switch-A> (enable)

show port 1/1 명령은 이 포트의 듀플렉스 모드의 변경 사항을 표시합니다.
Switch-A>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half    10 10/100BaseTX

이 시점에서 두 스위치의 포트 1/1은 반이중 방식으로 작동합니다.그러나 스위치 B의 포트
1/1은 show port 1/1 명령의 이 출력에 표시된 대로 자동 협상하도록 구성됩니다.
Switch-B>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a-half a-10  10/100BaseTX

11단계에서는 스위치 B의 포트 1/1에서 이중 모드를 1/2로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이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두 링크 파트너를 구성하는 권장 정책입니다.

10.

스위치 B에서 포트 1/1의 듀플렉스 모드와 속도를 설정합니다.이 단계에서는 스위치의 포트
1/1에서 듀플렉스 모드를 1/2로 설정하고 속도를 10으로 설정합니다.이는 동일한 동작에 대
해 항상 두 링크 파트너를 구성하는 정책을 구현합니다.스위치 B에서 set port duplex 1/1 half
명령을 실행할 때의 출력입니다.
Switch-B> (enable) set port duplex 1/1 half

Port 1/1 is in auto-sensing mode.

Switch-B> (enable)

auto-negotiation이 활성화된 경우 이 명령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set port duplex 1/1 half 명령
이 실패합니다.이는 또한 이 명령이 자동 협상을 비활성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설정된 포
트 속도 {mod_num/port_num {10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자동 협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00} 명령스위치 B에서 set port speed 1/1 10 명령을 실행할 때 출력됩니다.
Switch-B> (enable) set port speed 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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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s) 1/1 speed set to 10Mbps.

Switch-B> (enable)

이제 스위치 B에서 set port duplex 1/1 half 명령이 작동합니다.
Switch-A> (enable) set port duplex 1/1 half

Port(s) 1/1 set to half-duplex.

Switch-A> (enable)

스위치 B의 show port 1/1 명령은 포트가 반이중 및 10Mb에 대해 구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Switch-B>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half    10 10/100BaseTX

참고: set port duplex {mod_num/port_num {half | full }} 명령은 set 포트 속도
{mod_num/port_num {10에 따라 다릅니다. | 100 }} 명령즉, 듀플렉스 모드를 설정하려면 속
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듀플렉스 모드 및 속도를 두 스위치의 포트 1/1로 복원합니다.set port speed 1/1 auto 명
령을 실행하여 두 스위치의 포트 1/1을 자동 협상으로 구성합니다.
Switch-A> (enable) set port speed 1/1 auto

Port(s) 1/1 speed set to auto detect.

Switch-A> (enable)

참고: 포트의 듀플렉스 모드가 auto 이외의 것으로 구성되면 듀플렉스 모드를 자동 감지하도
록 포트를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set 포트 속도 {mod_num/port_num} auto 명령을 실행하
는 것입니다.set port duplex {mod_num/port_num} auto 명령이 없습니다.다시 말해 set port
speed {mod_num/port_num} auto 명령을 실행하면 포트 속도 감지 및 듀플렉스 모드 센싱을
모두 auto로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두 스위치의 포트 상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두 스위치의 포트 1/1 상태를 검사하려면
show port 1/1 명령을 실행합니다.
Switch-A>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a-full a-100 10/100BaseTX

Switch-B> (enable) show port 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 ------------------ ---------- ---------- ------ ------ ----- ------------

 1/1                     connected  1          normal a-full a-100 10/100BaseTX

이제 두 포트 모두 자동 협상의 기본 동작으로 설정됩니다.두 포트 모두 전이중 및 100Mb를
협상합니다.

13.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자동 협상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명령은 다음 유형의 스위치 제품에 적용됩니다.Catalyst 2900XL, 3500XL,
2950, 3550, 2948G-L3, 4908G-L3, Catalyst 4500/4000은 Cisco IOS System Software(Supervisor
Engine III) 및 Catalyst 650000/6000 Cisco IOS System Software를 실행합니다.

Cisco IOS Software(CatOS와 반대)를 실행하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속도 자동 협상이며 듀플렉
스에 대해 on으로 설정됩니다.이를 확인하려면 show interface slot/port 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출력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6)E를 실행하는 Catalyst 6500/6000에서 가져옵니다
.100Mbps 및 반이중 링크를 자동으로 협상하는 연결된 포트가 표시됩니다.이 스위치에 대해 실행
되는 컨피그레이션에는 자동 협상이 기본값이므로 인터페이스 FastEthernet 3/1 아래에 duplex 또
는 speed 명령이 없습니다.포트 속도 및 듀플렉스를 보려면 show interface slot/port 명령(status 키
워드 없음)을 실행합니다.



NativeIOS#show interfaces fastethernet 3/1 status

Port    Name               Status       Vlan       Duplex Speed Type

Fa3/1                      connected    routed     a-half a-100 10/100BaseTX

NativeIOS#show run

...

!

interface FastEthernet3/1

ip address 172.16.84.110 255.255.255.0

!--- Notice there is no speed or duplex commands under this interface because !--- it is in the

default configuration of auto-negotiate speed and duplex. NativeIOS#show interfaces fastethernet

3/1

FastEthernet3/1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C6k 100Mb 802.3, address is 0002.7ef1.36e0 (bia 0002.7ef1.36e0)

 Internet address is 172.16.84.110/24

 MTU 1500 bytes, BW 100000 Kbit, DLY 10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Half-duplex, 100Mb/s

 ...

Cisco IOS Software를 실행하는 스위치에서 속도와 듀플렉스를 하드 코딩하려면(자동 협상 해제)
특정 인터페이스 아래에 speed 및 duplex 명령을 실행합니다.Duplex는 속도가 auto로 설정된 경우
듀플렉스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속도를 지원합니다.속도 및 듀플렉스 설정이 두 디
바이스에서 모두 하드코딩될 경우 CRC(cyclic redundancy check)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
다.디바이스 중 하나가 이전 버전의 Cisco IOS를 실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
면 Cisco I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속도 및 듀플렉스를 두 디바이스 모두에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ativeIOS#show run

...

interface FastEthernet3/2

no ip address

!

NativeIOS#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NativeIOS(config)#interface fastethernet3/2

NativeIOS(config-if)#duplex full

Duplex will not be set until speed is set to non-auto value

!--- Error: On this platform, you must set the speed before the duplex. !--- Not all switch

platforms have this command ordering requirement. NativeIOS(config-if)#speed 100

NativeIOS(config-if)#duplex full

NativeIOS(config-if)#^Z

NativeIOS#show interfaces fastethernet 3/2 status

Port    Name               Status       Vlan       Duplex Speed Type

Fa3/2                      notconnect   routed       full   100 10/100BaseTX

NativeIOS#NativeIOS#show run

...

interface FastEthernet3/2

no ip address

duplex full

speed 100

!--- Notice that the speed and duplex commands appear in the configuration !--- now because they

have been manually set to a non-default behavior.

부록 A:Catalyst Switch Module



이 문서에서는 Catalyst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과 각 모듈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각 모듈의
LED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LED는 모듈의 상태와 활성 포트를 나타냅니다.

부록 B:이더넷 크로스오버 케이블

Catalyst 스위치의 이더넷 포트에는 내장형 이더넷 트랜시버가 있습니다.이더넷 포트에 연결하는
디바이스에는 온보드 이더넷 트랜시버가 있거나 외부 트랜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5 10/100BaseT UTP(Unshielded Twisted Pair) 패치 케이블과 같은 straight-through 패치 케이
블을 사용하여 PC, 서버, 프린터 또는 기타 최종 사용자 장치(예: 라우터)를 스위치에 연결합니다.직
선(Straight-through)은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있는 핀 1이 다른 쪽 끝에 있는 핀 1에 연결되어 있고, 케
이블의 한쪽 끝에 있는 핀 2는 다른 쪽 끝에 있는 핀 2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AT5 10/100BaseT UTP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과 같은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른 스위
치 포트 또는 다른 레이어 2 포트를 스위치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이 경우 핀이 연결됩니다
(그림 1과 그림 2 참조).

편리한 규칙은 연결된 두 포트가 OSI 모델의 동일한 레이어에 있을 때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하
는 것입니다.OSI 레이어를 교차하는 경우 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합니다.PC를 레이어 3 포
트, 허브 및 대부분의 레이어 3 스위치로 레이어 2 포트로 처리합니다.특히 허브에 자주 사용되는 일
부 장치에는 straight-through 또는 crossover 케이블 수용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지의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OSI 모델의 동일한 레이어에 있는 두 포트(예: 라우터 간(레이어 3) 또는 스위치간(레이어
2)를 연결할 때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두 포트가 서로 다른 레이어에 있으면 straight-
through 케이블을 사용합니다(예: 스위치용 라우터(레이어 3~2) 또는 스위치용 PC(레이어 3~2)). 이
규칙의 경우 PC를 레이어 3 디바이스로 취급합니다.

CAT5 10/100BaseT UTP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은 대부분의 컴퓨터 상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이더넷 네트워크 디바이스(10/100BaseT 허브)에는 MDI(Media Dependent Interface) 포
트라고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내부 크로스오버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 유형의 포트를 통해 디바이스
가 straight-through 패치 케이블을 사용하는 스위치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MDI 스위치를 켜십시오.MDI 스위치가 출력 위치에 있으면 포트가 최종 사용자 장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10/100/1000 및 1000BASE-T GBIC Module Port용 Twisted-Pair Crossover Cable Schematics 4개



CAT 5, 5e 또는 6 UTP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은 대부분의 컴퓨터 상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케이블 연결 지침

파이버 인터페이스와 함께 스위치에서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스위치 포트, 라우터 포트 또
는 기타 레이어 2 디바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디바이스 중 하나에서 연결을 반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커넥터를 개별 파이버 커넥터를 반 회전 또는 크로스 오버로 돌려 연결을 반대로 합니다.각 파이버
를 파이버 A 또는 파이버 B로 생각해 보십시오. straight-through 연결이 A-to-A이고 B-to-B인 경우
크로스오버 연결은 A-to-B 및 B-to-A입니다.

부록 C:Auto-MDIX 및 지원되는 스위치 플랫폼 설명

자동 MDIX(Medium-Dependent Interface Crossover)는 스위치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케이블 연
결 유형(straight-through 또는 crossover)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연결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기
능입니다.Auto-MDIX가 활성화된 경우 straight-through 또는 crossover 유형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
른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가 잘못된 케이블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부록 D:show port {mod_num/port_num} 명령의 필드 설명

show port 명령 출력 필드

필드 설명
포트 모듈 및 포트 번호
이름 포트의 이름(구성된 경우)입니다.

상태

포트의 상태입니다.Catalyst 5500 및 2926G
Series 스위치의 경우 연결, 연결, 연결, 대기,
장애, 비활성, 종료, 비활성화 또는 모니터가 가
능합니다.Catalyst 4500/4000 및 2948G Series
스위치의 경우 연결, 연결되지 않음, 결함, 원격
장애, 비활성화, 다시 비활성화, 구성, 제거 및
동의 안 함 등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VLAN 포트가 속한 VLAN.



이중 포트의 이중 설정(auto, full, fdx, half, hdx, a-
half, a-hdx, a-full 또는 a-fdx).

속도 포트의 속도 설정(auto, 10, 100, 155, a-10, a-
100, 4, 16, a-14 또는 a-16).

유형

포트 유형(예: 100BaseFX MM, 100BaseFX
SM, 10/100BaseTX 또는 RSM).
참고: 이는 스위치에 설치된 모듈에 따라 달라
집니다.

보안 포트 보안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상태
Secure-
Src-Addr 보안 지원 포트의 보안 MAC 주소입니다.

마지막-
소스-주
소

포트에서 수신한 마지막 패킷의 소스 MAC 주
소입니다.

종료 보안 때문에 포트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상태입니다.

트랩 포트 트랩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If색인 ifIndex 수입니다.
브로드캐
스트 제
한

포트에 대해 구성된 브로드캐스트 임계값입니
다.

브로드캐
스트-삭
제

포트의 브로드캐스트 제한을 초과하여 삭제된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패킷 수입니다.

관리자
보내기

플로우 제어 관리.가능한 설정:
On은 로컬 포트가 먼 엔드로 흐름 제어를
전송함을 나타냅니다.

●

꺼짐은 로컬 포트가 먼 엔드로 흐름 제어를
보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Desired는 원거리 엔드에서 지원하는 경우
로컬 엔드가 원끝에 흐름 제어를 전송함을
나타냅니다.

●

FlowCon
trol 작업

플로우 제어 작업.가능한 설정:unagree는 두 포
트가 링크 프로토콜에서 동의할 수 없음을 나타
냅니다.

관리자
수신

플로우 제어 관리.가능한 설정:
On은 로컬 포트가 흐름 제어를 전송하기
위해 먼 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
다.

●

꺼짐은 로컬 포트가 먼 엔드에서 흐름 제어
를 보낼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Desired는 로컬 엔드가 흐름 제어를 보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FlowCon
trol 작업

플로우 제어 작업.가능한 설정:unagree는 두 포
트가 링크 프로토콜에서 동의할 수 없음을 나타
냅니다.

Rx일시
중지 수신된 일시 중지 프레임 수입니다.



Tx일시
중지 전송된 일시 중지 프레임 수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opcode

지원되지 않는 운영 코드의 수입니다.

맞춤 오
류

포트에서 수신된 정렬 오류가 있는 프레임 수
(짝수 8진수 및 잘못된 CRC가 있는 프레임)입
니다.

FCS-오
류

FCS 오류가 있지만 프레이밍 오류가 없는 유효
한 크기 프레임 수입니다.

Xmit-Err 포트에서 발생한 전송 오류 수(내부 전송 버퍼
가 가득 찼음을 나타냅니다).

Rcv-오류 포트에서 발생한 수신 오류 수(내부 수신 버퍼
가 가득 찼음을 나타냅니다).

크기 미
만

수신한 프레임 수가 64픽셀 미만이지만 그 밖의
형태는 양호합니다.

단일 열 포트가 미디어를 성공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충
돌이 한 번 발생한 횟수입니다.

다중 열 포트가 미디어를 성공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여
러 충돌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늦은 열 지연된 충돌(충돌 도메인 외부 충돌) 수입니다.

초과-열
포트에서 발생한 과도한 충돌 수(프레임이
16개의 충돌을 발생했고 무시되었음을 나타냅
니다).

카리센 포트가 캐리어를 감지한 횟수(케이블이 현재 사
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런트 포트에서 수신한 런타임 프레임(최소 IEEE
802.3 프레임 크기보다 작은 프레임) 수

자이언츠 포트에서 수신한 최대 대용량 프레임(최대
IEEE 802.3 프레임 크기를 초과하는 프레임) 수

마지막
시간 지
우기

포트 카운터가 마지막으로 지워진 시간입니다.

자동 부
품

과도한 연속 충돌로 인해 포트가 자동 분할 상
태로 들어간 횟수입니다.

데이터
속도 불
일치

오버런 또는 언더런된 유효한 크기 프레임 수입
니다.

src-addr
변경 마지막 소스 주소가 변경된 횟수입니다.

양호한
바이트 오류 없이 프레임에 있는 총 8진수 수입니다.

짧은 이
벤트

기간이 ShortEventMax Time(74-82비트 시간
)보다 작은 활동이 탐지된 횟수.

부록 E:자주 묻는 질문



자동 협상은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Cisco는 관련 디바이스가 802.3u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자
동 협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특정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atalyst 스위치에
서 NIC 호환성 문제 트러블슈팅을 참조하십시오.자동 협상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치가 정기
적으로 연결 및 연결이 끊어진 포트에 매우 유용합니다.예를 들어 랩톱을 직접 가져오는 방문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1.

자동 협상을 위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습니까?set port speed {mod_num/port_num}
auto 명령을 실행합니다.이렇게 하면 속도 및 듀플렉스 모드가 모두 자동 협상으로 재설정됩
니다.Catalyst Cisco IOS Software 플랫폼에서 interface 명령 speed auto를 실행합니다.

2.

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show port {mod_num/port_num} 명령을
실행합니다.상태 필드에서 접두사를 찾습니다.이는 포트가 자동 협상에 대해 구성되었음을 나
타냅니다.예는 a-full 및 a-100입니다. 접두사가 없으면 표시된 매개변수에 대해 포트가 수동으
로 구성됩니다.예는 full 및 100입니다. show configuration [mod_num] 명령을 실행하여 스위
치 구성을 확인합니다.Catalyst Cisco IOS Software 플랫폼에서 show interfaces
{mod_num/port_num} 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

3.

포트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show port capabilities
{mod_num}|{mod_num/port_num} 명령을 실행합니다.Catalyst Cisco IOS Software의 경우 동
일한 명령이 없지만 show interface {mod_num/port_num} status 명령을 실행하여 속도/이중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4.

듀플렉스 모드를 설정하려고 할 때 "포트 1/1이 자동 감지 모드에 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
가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듀플렉스 모드를 수동으로 구성하기 전에 포트에서 속도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이 오류가 표시됩니다.

5.

링크 파트너가 자동 협상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포트가 올바른 듀플렉스 모드를 탐지하
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포트가 이를 탐지하
지 못합니다.

6.

두 포트의 듀플렉스 모드가 서로 다른 경우 링크 표시를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포
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 신호가 듀플렉스 모드의 상태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

듀플렉스 및 속도 상태 필드의 접두사는 항상 포트에 자동 협상 동작이 있음을 의미합니까?아
니요. 포트가 자동 협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

%CDP-4-DUPLEXMISMATCH:Full/half-duplex mismatch  메시지  무엇입니까?즉, CDP는 구성 비
교 대화 상자를 통해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합니다.CDP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9.

관련 정보

Cisco Catalyst 스위치와 NIC 호환성 문제 해결●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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