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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E-Series 이더넷 카드가 64바이트의 법적 용도로 이더넷 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제는 이더넷 회로의 한 드롭에 포트에 태그가 지정된 VLAN이 있고 동일
한 VLAN이 다른 드롭에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납니다.이 문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
결 방법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ONS15454 및 ONS15327용 E 시리즈 이더넷 카드의 모든 버전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E100T-4, E100T-12, E100T-G, E1000-2 및 E1000-2-G가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하드웨어 조합과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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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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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쪽에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포트가 있고 다른 쪽에 태그가 지정된 포
트가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넷 프레임을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64바이트).

Switch 1 --- E-Series Tagged --- SONET Ring --- E-Series Untagged --- Switch 2

스위치 1은 스위치 2의 MAC 주소에 대해 64바이트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를 전송합니
다. 64바이트 프레임은 60바이트와 4바이트의 VLAN 태그 정보로 구성됩니다.이 ARP가 태그가 지
정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에 도착하면 VLAN 태그는 해당 포트가 태그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제거
됩니다.그러면 프레임 크기가 60바이트로 감소하며 이는 이더넷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스위치 2는
프레임을 삭제하고 "runt"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대부분의 스위치는 VLAN 태그를 제거한 후 프레
임을 64바이트의 유효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 추가 4바이트의 0을 사용하여 프레임이 불법임을 탐지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태그가 지정된" 포트에 대해 양쪽 끝을 구성합니다.1.
VLAN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스위치로 인해 태그가 지정된 포트의 양쪽 끝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각 스위치에서 고정 ARP 항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스위치에서 ARP를 수
행하지 않고도 원거리 스위치의 MAC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2.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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