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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VTP(VLAN Trunk Protocol)는 스위치드 네트워크의 관리를 줄입니다.하나의 VTP 서버에서 새
VLAN을 구성하면 VLAN이 도메인의 모든 스위치를 통해 배포됩니다.따라서 어디서나 동일한
VLAN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VTP는 대부분의 Cisco Catalyst 시리즈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Cisco 독점 프로토콜입니다.

참고: 이 문서에서는 VTP 버전 3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VTP 버전 3은 VTP 버전 1(V1) 및 버전
2(V2)와 다르며 Catalyst OS(CatOS) 8.1(1)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VTP 버전 3은 VTP V1
및 V2의 많은 변경 사항을 통합합니다.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기 전에 VTP 버전 3과 이
전 버전 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VTP(VLAN Trunking Protocol)의 다음 섹션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VTP 버전 3 이해●

VLAN 상호 작용●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2SX/configuration/guide/vtp.htm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버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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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P 이해

참고: 이 문서에서는 VTP 버전 3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VTP 버전 3은 VTP V1 및 V2와 다르며
CatOS 8.1(1)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VTP(VLAN Trunking Protocol)의 다음
섹션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VTP 버전 3 이해●

VLAN 상호 작용●

VTP 메시지 세부 정보

VTP 패킷은 ISL(Inter-Switch Link) 프레임 또는 IEEE 802.1Q(dot1q) 프레임으로 전송됩니다.이러
한 패킷은 SNAP(Subnetwork Access Protocol)(AAAA)의 LLC(Logical Link Control) 코드와 SNAP
헤더에 있는 2003 유형의 MAC 주소 01-00-0C-CC-CC로 전송됩니다. ISL 프레임으로 캡슐화된
VTP 패킷의 형식입니다.

물론 802.1Q 프레임 내에 VTP 패킷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ISL 헤더 및 CRC(cyclic
redundancy check)는 dot1q 태깅으로 대체됩니다.

이제 VTP 패킷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십시오.VTP 헤더의 형식은 VTP 메시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VTP 패킷에는 헤더에 다음 필드가 포함됩니다.

VTP 프로토콜 버전:1, 2 또는 3●

VTP 메시지 유형:요약 광고하위 집합 광고광고 요청VTP 가입 메시지●

관리 도메인 길이●

관리 도메인 이름●

구성 수정 번호

컨피그레이션 수정 번호는 VTP 패킷의 수정 수준을 나타내는 32비트 숫자입니다.각 VTP 디바이스
는 할당된 VTP 컨피그레이션 수정 번호를 추적합니다.대부분의 VTP 패킷은 발신자의 VTP 컨피그
레이션 수정 번호를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받은 정보가 현재 버전보다 최신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VTP 디바이스
에서 VLAN을 변경할 때마다 컨피그레이션 개정은 1씩 증가합니다.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 개정을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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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하려면 VTP 도메인 이름을 변경한 다음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요약 광고

기본적으로 Catalyst 스위치는 5분 단위로 요약 광고를 발행합니다.요약 광고는 인접 Catalyst에 현
재 VTP 도메인 이름 및 컨피그레이션 수정 번호를 알려줍니다.

스위치가 요약 알림 패킷을 수신하면 스위치는 VTP 도메인 이름과 자체 VTP 도메인 이름을 비교합
니다.이름이 다른 경우 스위치는 패킷을 무시합니다.이름이 같은 경우 스위치는 컨피그레이션 개정
과 자체 개정을 비교합니다.자체 컨피그레이션 버전이 더 높거나 같으면 패킷이 무시됩니다.더 낮
으면 광고 요청이 전송됩니다.

이 목록은 요약 광고 패킷에서 필드가 의미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Followers(팔로워) 필드는 이 패킷 뒤에 Subset Advertisement(서브세트 광고) 패킷이 오는 것
을 나타냅니다.

●

Updater Identity는 컨피그레이션 개정을 마지막으로 증가시킨 스위치의 IP 주소입니다.●

Update Timestamp는 컨피그레이션 개정의 마지막 증가 날짜 및 시간입니다.●

MD5가 구성되어 있고 VTP 업데이트 유효성 검사에 사용되는 경우 MD5(Message Digest 5)는
VTP 비밀번호를 전달합니다.

●

하위 집합 광고

Catalyst에서 VLAN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할 때 변경이 수행되는 서버 Catalyst는 컨피그레이션 수
정 버전을 증가시키고 요약 알림을 발행합니다.하나 또는 여러 하위 집합 광고가 요약 광고를 따릅
니다.하위 집합 광고는 VLAN 정보 목록을 포함합니다.여러 VLAN이 있는 경우 모든 VLAN을 광고



하려면 둘 이상의 하위 집합 광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화된 예는 각 VLAN 정보 필드에 다른 VLAN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이
명령은 값이 낮은 ISL VLAN ID가 먼저 발생하도록 주문합니다.

이 패킷의 대부분의 필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Code(코드) - 하위 집합 광고의 형식은 0x02입니다.●

시퀀스 번호 - 요약 광고를 따르는 패킷 스트림에서 패킷의 시퀀스입니다.시퀀스는 1로 시작합
니다.

●

광고 요청

스위치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VTP 광고 요청이 필요합니다.



스위치가 재설정되었습니다.●

VTP 도메인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스위치가 자체 버전보다 높은 컨피그레이션 개정으로 VTP 요약 알림을 받았습니다.●

광고 요청을 받으면 VTP 디바이스에서 요약 광고를 전송합니다.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 광고가 요약
광고를 따릅니다.예:

코드 - 광고 요청의 형식은 0x03입니다.●

Start-Value—여러 서브세트 광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첫 번째(n) 서브세트 광고가 수신
되고 후속 광고(n+1)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Catalyst는 (n+1)의 광고만 요청합니다.

●

기타 VTP 옵션

VTP 모드

다음 VTP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하도록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rver(서버) - VTP 서버 모드에서 VLAN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하고 전체 VTP 도메인에 대해
VTP 버전 및 VTP 정리 등의 기타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VTP 서버는
VLAN 컨피그레이션을 동일한 VTP 도메인의 다른 스위치에 알리고 트렁크 링크를 통해 수신된
광고를 기반으로 VLAN 컨피그레이션을 다른 스위치와 동기화합니다.VTP 서버가 기본 모드입
니다.

●

클라이언트 - VTP 클라이언트는 VTP 서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VTP 클라이언트에
서 VLAN을 생성, 변경 또는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투명 - VTP 투명 스위치는 VTP에 참여하지 않습니다.VTP 투명 스위치는 VLAN 컨피그레이션
을 광고하지 않으며 수신된 광고를 기반으로 VLAN 컨피그레이션을 동기화하지 않지만, 투명
스위치는 VTP 버전 2에서 트렁크 포트를 수신하는 VTP 광고를 전달합니다.

●

꺼짐(CatOS 스위치에서만 구성 가능) - 세 가지 설명된 모드에서 스위치가 관리 도메인 상태가
되는 즉시 VTP 광고를 수신하고 전송합니다.VTP 오프 모드에서는 스위치가 VTP 알림이 전달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VTP 투명 모드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

VTP V2

VTP V2는 VTP V1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된 차이점은 VTP V2는 토큰 링 VLAN에 대한 지원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토큰 링 VLAN을 사용하는 경우 VTP V2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VTP V2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VTP 버전을 1에서 2로 변경하면 스위치가 다시 로드되지 않습



니다.

VTP 비밀번호

VTP에 대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경우 VTP 도메인의 모든 스위치에 비밀번호를 구성해야 합니다
.암호는 모든 스위치에서 동일한 암호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구성하는 VTP 비밀번호는 알고리즘에
의해 모든 요약 광고 VTP 패킷에 전달되는 16바이트 단어(MD5 값)로 변환됩니다.

VTP 정리

VTP는 VTP 도메인의 모든 스위치가 모든 VLAN을 인식하도록 보장합니다.그러나 VTP에서 불필요
한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VLAN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유니캐스트 및 브로드캐
스트는 전체 VLAN을 통해 플러딩됩니다.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는 해당 VLAN에 연결된 사용자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모든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합니다.VTP 정리는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거 또는 정
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정리 없이 스위치드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이 그림은 VTP 정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스위치드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스위치 A의 포트 1과 스
위치 D의 포트 2는 빨간색 VLAN에 할당됩니다.스위치 A에 연결된 호스트에서 브로드캐스트가 전
송되면 스위치 A는 브로드캐스트를 플러딩하고 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가 이를 수신합니다. 스위
치 C, E 및 F는 빨간색 VLAN에 포트가 없습니다.

정리 기능을 사용하여 스위치드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이 그림은 VTP 정리가 활성화된 동일한 스위치드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빨간색 VLAN에 대한 트
래픽이 표시된 링크(스위치 B의 포트 5, 스위치 D의 포트 4)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스위치 A의 브
로드캐스트 트래픽은 스위치 C, E 및 F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VTP 서버에서 VTP 정리가 활성화된 경우 전체 관리 도메인에 대해 정리가 활성화됩니다.VLAN을
정리 가능 또는 정리 비적합 상태로 만들면 해당 트렁크의 해당 VLAN에 대한 정리 자격(VTP 도메
인의 모든 스위치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영향을 미칩니다.VTP 정리는 활성화한 후 몇 초가 걸립니
다.VTP 정리는 정리 대상이 아닌 VLAN에서 트래픽을 정리하지 않습니다.VLAN 1 및 VLAN
1002~1005는 항상 정리 불가.이러한 VLAN의 트래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확장 범위
VLAN(1005보다 큰 VLAN ID)도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에서 VTP 사용

기본적으로 모든 스위치는 VTP 서버로 구성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VLAN 정보의 크기가 작고
모든 스위치(NVRAM)에 정보가 쉽게 저장되는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에
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한 NVRAM 스토리지가 모든 스위치에서 복제되므로 낭비되는 경우에
어느 시점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이 시점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일부 잘 갖춰진 스위치를 선택
하고 이를 VTP 서버로 유지해야 합니다.VTP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것은 클라이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이중화 수준을 제공하려면 VTP 서버 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스위치가 VTP 도메인 이름 없이 VTP 서버로 구성된 경우 스위치에서 VLAN을 구성할 수 없습
니다.참고: CatOS에만 적용됩니다.IOS에서 실행되는 스위치에서 VTP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
지 않고 VLA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새 Catalyst가 두 VTP 도메인의 경계에 연결되어 있으면 새 Catalyst는 요약 광고를 전송하는
첫 번째 스위치의 도메인 이름을 유지합니다.이 스위치를 다른 VTP 도메인에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VTP 도메인 이름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

DTP(Dynamic Trunking Protocol)는 DTP 패킷의 VTP 도메인 이름을 전송합니다.따라서 서로
다른 VTP 도메인에 속하는 링크의 두 끝이 있는 경우 DTP를 사용할 경우 트렁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이 특수한 경우에는 트렁크가 DTP 협상 계약 없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양쪽 트렁크 모
드를 on 또는 nonegotiate로 구성해야 합니다.

●

도메인에 단일 VTP 서버가 있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도메인의 VTP 클라이언트를 VTP●



   

서버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쉬운 복원 방법입니다.컨피그레이션 버전은 서버가 충돌
하더라도 나머지 클라이언트에서 여전히 동일합니다.따라서 VTP는 도메인에서 제대로 작동합
니다.

VTP 구성

VTP를 구성하는 자세한 내용은 VTP(VLAN 트렁크 프로토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VTP 문제 해결

VTP 트러블슈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TP(VLAN 트렁크 프로토콜) 트러블슈팅을 참조하십시오.

결론

VTP를 사용할 경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대규모 STP 도메인의 내재된 위험과 STP의 잠재적
불안정 및 위험과 VTP 관리의 용이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가장 큰 위험은 STP 루프가 전체
캠퍼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VTP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다운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에 새 스위치를 삽입할 때마다 컨피그레이션 수정
및 재설정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

전체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VLAN을 보유하려면 가능한 한 많이 피하십시오.●

관련 정보

LAN 제품 지원●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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