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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터넷에는 Cisco 라우터에서 Cisco IOS®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Cisco 제품에 대한 유
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프리웨어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TFTP 서버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참고: 이전에 Cisco Systems에서 제공한 Microsoft Windows 기반 TFTP 서버는 이제 중단되었으며
Cisco Systems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TFTP Server를 참
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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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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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admin/3_1_2/ccmsys/a02tftp.html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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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P 서버 소프트웨어 찾기

인터넷에는 프리웨어 TFTP 서버가 많이 있습니다.목록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또한 판매
를 위해 제공되는 우수한 TFTP 서버 패키지가 있습니다.

참고: 이전에 Cisco Systems에서 제공한 Microsoft Windows 기반 TFTP 서버는 이제 중단되었으며
Cisco Systems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TFTP Server를 참
조하십시오.

대체 옵션 중에서 선택

패키지 중에서 선택할 때 다음 기능을 고려하십시오.

보안 기능 - 보안 기능은 네트워크의 TFTP 서버 위치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고려 사항일 수 있
습니다.

●

16MB 이상의 전송 지원 - 일부 Cisco 디바이스에는 16MB 이상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이미지
의 크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TFTP 서버가 대용량 전송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TFTP로 일반적인 문제 해결

유지 보수를 위해 TFTP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TAC Case Collection
Tool(등록된 고객만 해당)은 대화형 트러블슈팅을 제공합니다.디바이스의 제품 영역(LAN 스위칭,
라우터, IOS 아키텍처 등)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기술 지원 - Cisco Systems는 문제 해결 방법
에 대한 플랫폼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www.google.com/search?hl=en&ie=UTF-8&oe=UTF-8&q=tftp+server+free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admin/3_1_2/ccmsys/a02tftp.html
//www.cisco.com/tacpage/support/tac/tsa/launch_tsa.html 
//www.cisco.com/tacpage/support/tac/tsa/launch_tsa.htm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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