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alyst 3750/3560/3550 Series 스위치로
InterVLAN 라우팅 구성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관련 제품
표기 규칙
배경 이론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구성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절차
관련 정보

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atalyst 3750/3560/3550 시리즈 스위치로 VLAN 간 라우팅을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시나리오에서 고급 EMI(Multilayer Image) 소
프트웨어를 실행하는 Catalyst 3550 시리즈 스위치를 사용하여 interVLAN 라우팅에 대한 샘플 컨피
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이 문서에서는 Catalyst 2950 시리즈 스위치와 Catalyst 3550에 연결되는
L2(Layer 2) 클로짓 스위치로 Catalyst 2948G 스위치를 사용합니다.Catalyst 3550 컨피그레이션에
는 다음 홉이 Cisco 7200VXR 라우터를 가리키면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기본 경
로가 있습니다.Cisco 7200VXR 라우터를 방화벽 또는 다른 라우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VLAN 생성 방법에 대한 지식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에서 이더넷 VLAN 생성을 참조하
십시오.

●

VLAN 트렁크 생성 방법에 대한 지식자세한 내용은 VLAN 구성의 VLAN 트렁크 구성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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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12c)EA1 EMI를 실행하는 Catalyst 3550-48●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12c)EA1 EI를 실행하는 Catalyst 2950G-48●

Catalyst OS(CatOS) 버전 6.3(10)을 실행하는 Catalyst 2948G●

참고: Cisco 7200VXR의 컨피그레이션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문서에는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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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품

이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MI 소프트웨어 또는 표준 SMI(Multilayer Image)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11)EA1 이
상을 실행하는 모든 Catalyst 3750/3560/3550 스위치

●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로 사용되는 모든 Catalyst 2900XL/3500XL/2950/3550 또는 CatOS 스위
치 모델

●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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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이론

스위치드 네트워크에서 VLAN은 디바이스를 서로 다른 충돌 도메인과 레이어 3(L3) 서브넷으로 구
분합니다.VLAN 내의 디바이스는 라우팅 없이도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개별 VLAN의 디바이스는
서로 통신하려면 라우팅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L2 전용 스위치에는 L3 라우팅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디바이스가 스위치 외부 또는 동일한 섀시의
다른 모듈에 있습니다.새로운 유형의 스위치는 스위치 내에 라우팅 기능을 통합합니다.예를 들면
3550입니다.스위치는 패킷을 수신하고, 패킷이 다른 VLAN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패킷을 다른
VLAN의 해당 포트로 전송합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설계는 디바이스가 속한 그룹 또는 기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분할합니다.예
를 들어, 엔지니어링 VLAN에는 엔지니어링 부서와 관련된 디바이스만 있으며 재무 VLAN에는 재무
관련 디바이스만 있습니다.라우팅을 활성화하면 모든 디바이스가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있을 필요 없이 각 VLAN의 디바이스가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VLAN 설계에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관리자는 이 설계를 통해 액세스 목록을 사용하여 VLAN 간의 통신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이 문서의 예에서는 액세스 목록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VLAN을 재무 VLAN의 디바이스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VLAN과 라우팅된 포트 간에 비 IP 패킷을 라우팅하지 않습니다.이러한 비 IP 패킷은 대체
브리징을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위치에 IP 서비스 이미지(이전의
EMI(Enhanced Multilayer Imag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Catalyst 3550 시리즈 스위치에서 InterVLAN 라우팅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비디오
(Cisco Support Community 에서 사용 가능)에 대한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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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3 스위치에서 VLAN 간 라우팅을 구성하는 방법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 (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Catalyst 3550이 포함된 작은 샘플 네트워크는 다양한 세그먼트 간에 VLAN 간
라우팅을 제공합니다.기본적으로 Catalyst 3550 스위치는 IP 라우팅이 비활성화된 L2 디바이스 역
할을 합니다.스위치를 L3 디바이스로 작동하고 VLAN 간 라우팅을 제공하려면 IP 라우팅을 전역적
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VLAN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세 가지 VLAN입니다.

VLAN 2 - 사용자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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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3 - 서버 VLAN●

VLAN 10—관리 VLAN●

각 서버 및 호스트 디바이스의 기본 게이트웨이 컨피그레이션은 3550에 해당하는 VLAN 인터페이
스 IP 주소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서버의 경우 기본 게이트웨이는 10.1.3.1입니다. Catalyst 2950 및
2948G인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는 Catalyst 3550 스위치로 트렁크됩니다.

Catalyst 3550의 기본 경로는 Cisco 7200VXR 라우터를 가리킵니다.Catalyst 3550은 이 기본 경로
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따라서 3550에 라우팅 테이블 항목이 없는
트래픽은 프로세스를 위해 7200VXR로 전달합니다.

실용적인 팁

802.1Q 트렁크의 네이티브 VLAN이 트렁크 링크의 양쪽 끝에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트렁크의
한쪽 끝에 있는 네이티브 VLAN이 다른 쪽 끝에 있는 네이티브 VLAN과 다른 경우 양쪽 모두에
있는 네이티브 VLAN의 트래픽은 트렁크에서 올바르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이 오류가 올바르게
전송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의 일부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다이어그램과 같이 관리 VLAN을 사용자 또는 서버 VLAN과 분리합니다.관리 VLAN은 사용
자 또는 서버 VLAN과 다릅니다.이러한 분리를 통해 사용자 또는 서버 VLAN에서 발생하는 모
든 브로드캐스트/패킷 스톰은 스위치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관리에 VLAN 1을 사용하지 마십시오.Catalyst 스위치의 모든 포트는 기본적으로 VLAN 1로 설
정되며, 구성되지 않은 포트에 연결하는 모든 디바이스는 VLAN 1에 있습니다. VLAN 1을 사용
하여 관리하면 스위치 관리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팁 설명 참조).

●

기본 게이트웨이 포트에 연결하려면 레이어 3(라우팅된) 포트를 사용합니다.이 예에서는 Cisco
7200VXR 라우터를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연결되는 방화벽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
니다.

●

Catalyst 3550과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터 간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실행하지 마십시오.이 예
는 대신 3550에서 고정 기본 경로를 구성합니다.이 설정은 인터넷에 대한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Catalyst 3550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서브넷에 대한 게이트웨이 라우터
(7200VXR)에서 정적인 경로(권장)를 구성해야 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라우팅 프로토
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

네트워크에 2개의 Catalyst 3550 스위치가 있는 경우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를 두 3550 스위치
에 모두 이중 연결할 수 있습니다.스위치 간에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를 실행하여
네트워크에서 이중화를 제공합니다.HSRP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 서비스 구성
의 Configuring HSRP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업링크 포트에 추가 대역폭이 필요한 경우 EtherChannel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therChannel은 링크 장애 시 링크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Catalyst 3550●

Catalyst 2950●

Catalyst 2948G●

Catalyst 3550(Catalyst 3550-48 Switch)

Cat3550#show running-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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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3092 bytes

!

version 12.1

no service single-slot-reload-enable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Cat3550

!

!

ip subnet-zero

!--- Enable IP routing for interVLAN routing. ip routing

!! !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 ! ! interface

FastEthernet0/1 no ip address ! !--- Output suppressed.

! interface FastEthernet0/5 description to SERVER_1 !---

Configure the server port to be in the server VLAN, VLAN

3. switchport access vlan 3

!--- Configure the port to be an access port to prevent

trunk negotiation delays. switchport mode access

 no ip address

!--- Configure PortFast for initial Spanning Tree

Protocol (STP) delay. Refer to !--- Using PortFast and

Other Commands to Fix Workstation Startup Connectivity

Delays !--- for more information. spanning-tree portfast

!

!--- Output suppressed. ! interface FastEthernet0/48

description To Internet_Router !--- The port that

connects to the router converts into a routed (L3) port.

no switchport

!--- Configure the IP address on this port. ip address

200.1.1.1 255.255.255.252

!

interface GigabitEthernet0/1

 description To 2950

!--- Configure IEEE 802.1 (dot1q) trunking, with

negotiation, on the L2 switch. !--- If there is not

support for Dynamic Trunking Protocol (DTP) on the far

switch, !--- issue the switchport mode trunk command to

force the switch port to trunk mode. !--- Note: The

default trunking mode is dynamic auto. If you establish

a trunk link !--- with the default trunking mode, the

trunk does not appear !--- in the configuration, even

though a trunk has been established on !--- the

interface. Use the show interfaces trunk command to

verify the !--- establishment of the trunk.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no ip address

!

interface GigabitEthernet0/2

 description To 2948G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no ip address

!

interface Vlan1

 no ip address

 shutdown

!

interface Vlan2

 description USER_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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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P address is the default gateway for users.

ip address 10.1.2.1 255.255.255.0

!

interface Vlan3

 description SERVER_VLAN

!--- This IP address is the default gateway for servers.

ip address 10.1.3.1 255.255.255.0

!

interface Vlan10

 description MANAGEMENT_VLAN

!--- This IP address is the default gateway for other L2

switches. ip address 10.1.10.1 255.255.255.0

!

ip classless

!--- This route statement allows the 3550 to send

Internet traffic to !--- the default router which, in

this case, is the 7200VXR (Fe 0/0 interface). ip route

0.0.0.0 0.0.0.0 200.1.1.2

ip http server

!

!

!

line con 0

line vty 5 15

!

end

참고: 3550에는 VTP(VLAN Trunk Protocol) 서버로 구성된 컨피그레이션이 있으므로 스위치에는
VTP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이 동작은 표준입니다.이 스위치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정의한 3개의 VLAN으로 VTP 서버를 생성합니다.

Cat3550(config)#vtp domain cisco

Cat3550(config)#vtp mode server

Cat3550(config)#vlan 2

Cat3550(config-vlan)#name USER_VLAN

Cat3550(config-vlan)#exit

Cat3550(config)#vlan 3

Cat3550(config-vlan)#name SERVER_VLAN

Cat3550(config-vlan)#exit

Cat3550(config)#vlan 10

Cat3550(config-vlan)#name MANAGEMENT

Catalyst 2950(Catalyst 2950G-48 Switch)

Cat2950#show running-config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2883 bytes

!

version 12.1

no service single-slot-reload-enable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Cat2950

!

!

ip subnet-zero



!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

!

interface FastEthernet0/1

 no ip address

!

!--- Output suppressed. interface FastEthernet0/16 no ip

address ! interface FastEthernet0/17 description

SERVER_2 switchport access vlan 3

 switchport mode access

 no ip address

 spanning-tree portfast

!

!--- Output suppressed. ! interface FastEthernet0/33

description HOST_1 !--- Configure HOST_1 to be the user

VLAN, VLAN 2.

 switchport access vlan 2

 switchport mode access

 no ip address

 spanning-tree portfast

!

!--- Output suppressed. interface GigabitEthernet0/1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no ip address

!

interface GigabitEthernet0/2

 no ip address

!

interface Vlan1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shutdown

!

interface Vlan10

 description MANAGEMENT

!--- This IP address manages this switch. ip address

10.1.10.2 255.255.255.0

 no ip route-cache

!

!--- Configure the default gateway so that the switch is

reachable from other !--- VLANs/subnets. The gateway

points to the VLAN 10 interface on the 3550. ip default-

gateway 10.1.10.1

ip http server

!

!

line con 0

line vty 5 15

!

end

참고: Catalyst 2950은 VTP 클라이언트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므로 스위치에 VTP 컨피그레이션
이 표시되지 않습니다.이 동작은 표준입니다.2950은 3550인 VTP 서버에서 VLAN 정보를 가져옵니
다.이 2950 스위치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VTP 도메인 cisco의 VTP
클라이언트로 전환합니다.

Cat2950(config)#vtp domain cisco

Cat2950(config)#vtp mode client



Catalyst 2948G Switch

Cat2948G> (enable) show config

This command shows non-default configurations only.

Use 'show config all' to show both default and non-

default configurations.

...........

..................

..

begin

!

# ***** NON-DEFAULT CONFIGURATION *****

!

!

#time: Fri Jun 30 1995, 05:04:47

!

#version 6.3(10)

!

!

#system web interface version(s)

!

#test

!

#system

set system name  Cat2948G

!

#frame distribution method

set port channel all distribution mac both

!

#vtp

!--- Configure the VTP domain to be the same as the

3550, the VTP server. set vtp domain cisco

!--- Choose the VTP mode as client for this switch. set

vtp mode client ! #ip !--- Configure the management IP

address in VLAN 10. set interface sc0 10

10.1.10.3/255.255.255.0 10.1.10.255

set interface sl0 down

set interface me1 down

!--- Define the default route so that the switch is

reachable. set ip route 0.0.0.0/0.0.0.0

10.1.10.1

!

#set boot command

set boot config-register 0x2

set boot system flash bootflash:cat4000.6-3-10.bin

!

#module 1 : 0-port Switching Supervisor

!

#module 2 : 50-port 10/100/1000 Ethernet

!--- Configure HOST_2 and SERVER_3 ports in respective

VLANs. set vlan 2    2/2

set vlan 3    2/23

set port name       2/2  To HOST_2

set port name       2/23 to SERVER_3

!--- Configure trunk to 3550 with dot1q encapsulation.

set trunk 2/49 desirable dot1q 1-1005

end

다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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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Interpreter 도구 (등록된 고객만 해당)(OIT)는 특정 show 명령을 지원합니다.OIT를 사용하
여 show 명령 출력의 분석을 봅니다.

Catalyst 3550

vtp 상태 표시
Cat3550#show vtp status

VTP Version                     : 2

Configuration Revision          : 3

Maximum VLANs supported locally : 1005

Number of existing VLANs        : 8

VTP Operating Mode              : Server

VTP Domain Name                 : cisco

VTP Pruning Mode                : Disabled

VTP V2 Mode                     : Disabled

VTP Traps Generation            : Disabled

MD5 digest                      : 0x54 0xC0 0x4A 0xCE 0x47 0x25 0x0B 0x49

Configuration last modified by 200.1.1.1 at 3-1-93 01:06:24

Local updater ID is 10.1.2.1 on interface Vl2 (lowest numbered VLAN interface found)

●

인터페이스 트렁크 표시
Cat3550#show interfaces trunk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Gi0/1     desirable    802.1q         trunking      1

Gi0/2     desirable    802.1q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Gi0/1     1-4094

Gi0/2     1-4094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Gi0/1     1-3,10

Gi0/2     1-3,10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Gi0/1     1-3,10

Gi0/2     1-3,10

●

IP 경로 표시
Cat3550#show ip route

Codes: C - connected, S - static, I - IGRP, R - RIP, M - mobile, B - BGP

       D - EIGRP, EX - EIGRP external, O - OSPF, IA - OSPF inter area

       N1 - OSPF NSSA external type 1, N2 - OSPF NSSA external type 2

       E1 - OSPF external type 1, E2 - OSPF external type 2, E - EGP

       i - IS-IS, L1 - IS-IS level-1, L2 - IS-IS level-2, ia - IS-IS inter area

       * - candidate default, U - per-user static route, o - ODR

       P - periodic downloaded static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200.1.1.2 to network 0.0.0.0

     200.1.1.0/30 is subnetted, 1 subnets

C       200.1.1.0 is directly connected, FastEthernet0/48

     10.0.0.0/24 is subnetted, 3 subnets

C       10.1.10.0 is directly connected, Vlan10

C       10.1.3.0 is directly connected, Vlan3

C       10.1.2.0 is directly connected, Vlan2

S*   0.0.0.0/0 [1/0] via 200.1.1.2

●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3550/software/release/12.2_25_se/command/reference/cli2.html#wpmkr2475428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3550/software/release/12.2_25_se/command/reference/cli2.html#wp2415858
//www.cisco.com/en/US/docs/ios/12_2/iproute/command/reference/1rfindp2.html#wp1022511


Catalyst 2950

vtp 상태 표시
Cat2950#show vtp status

VTP Version                     : 2

Configuration Revision          : 3

Maximum VLANs supported locally : 250

Number of existing VLANs        : 8

VTP Operating Mode              : Client

VTP Domain Name                 : cisco

VTP Pruning Mode                : Disabled

VTP V2 Mode                     : Disabled

VTP Traps Generation            : Disabled

MD5 digest                      : 0x54 0xC0 0x4A 0xCE 0x47 0x25 0x0B 0x49

Configuration last modified by 200.1.1.1 at 3-1-93 01:06:24

●

인터페이스 트렁크 표시
Cat2950#show interfaces trunk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Gi0/1     desirable    802.1q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Gi0/1     1-4094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Gi0/1     1-3,10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Gi0/1     1-3,10

●

Catalyst 2948G

vtp 도메인 표시
Cat2948G> (enable) show vtp domain

Domain Name                      Domain Index VTP Version Local Mode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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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1            2           client      -

Vlan-count Max-vlan-storage Config Revision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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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023             3               disabled

Last Updater    V2 Mode  Pruning  PruneEligible on V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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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       disabled disabled 2-1000

●

트렁크 표시
Cat2948G> (enable) show trunk

* - indicates vtp domain mismatch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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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desirable    dot1q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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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1-1005

●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2950/software/release/12.1_9_ea1/command/reference/cli2.html#wp2915720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2950/software/release/12.1_9_ea1/command/reference/cli2.html#wp2940055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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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1-3,10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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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1-3,10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절차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동일한 VLAN 내에서 디바이스를 ping할 수 없는 경우 소스 및 대상 포트의 VLAN 할당을 확인
하여 소스와 대상이 동일한 VLAN에 있는지 확인합니다.VLAN 할당을 확인하려면 CatOS에
show port mod/port 명령 또는 Cisco IOS Software에 대한 show interface status 명령을 실행
합니다.소스와 대상이 동일한 스위치에 없는 경우 트렁킹을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하십시
오.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려면 CatOS에 show trunk 명령 또는 Cisco IOS Software에 대한
show interfaces trunk 명령을 실행합니다.또한 네이티브 VLAN이 양쪽에서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서브넷 마스크가 소스 디바이스와 대상 디바이스 간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

다른 VLAN에서 디바이스를 ping할 수 없는 경우 각 기본 게이트웨이를 ping할 수 있는지 확인
합니다.참고: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또한 디바이스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올바른 VLAN 인터페
이스 IP 주소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서브넷 마스크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3550의 기본 경로가 올바른 IP 주소를 가리키고 서브넷 주소가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확인하려면 show ip interface
interface-id 명령 및 show ip route 명령을 실행합니다.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인터넷 및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관련 정보

Catalyst 스위치에서 이더넷 VLAN 생성●

LAN 제품 지원●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catos/7.x/command/reference/sh_p_sn.html#wp1342420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catos/7.x/command/reference/sh_p_sn.html#wp1342420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3550/software/release/12.2_25_se/command/reference/cli2.html#wp2415858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catos/7.x/command/reference/sh_ti_tr.html#wpxref42336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3550/software/release/12.2_25_se/command/reference/cli2.html#wp2415858
//www.cisco.com/en/US/tech/tk389/tk689/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09478e.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products/tsd_products_support_general_information.html?c=268438038&sc=27887528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tsd_technology_support_technology_information.html?c=268435696&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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