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80 및 RV180W 라우터의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 구성 

목표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는 STP(Spanning Tree Protocol)의 개선입니다. 더 빠
른 스패닝 트리 컨버전스를 제공합니다.RSTP는 STP와 역호환됩니다.주로 유무선 연결 네트
워크 토폴로지의 루프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고급 네트워크는 802.1w RSTP가 활성화된
루트 노드에 대한 여러 이중화 경로를 포함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RSTP는 활성 노드에
대한 활성 경로를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자동 백업 경로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활성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라우터의 RSTP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용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Cisco Business를 확인하십시오.새 용어 용어집.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80 
·RV180W
  

RSTP 컨피그레이션
 

1단계.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Networking(네트워킹) > LAN > RSTP를 선택합니다
.RSTP Configuration 페이지가 열립니다.다음 설정이 있습니다.
 

 
·RSTP Enable — 이 디바이스에 대해 RSTP를 활성화하려면 이 필드를 선택합니다.
 
·브리지 우선 순위 — 이 노드의 브리지 식별자의 우선 순위 구성 요소입니다.우선순위 값은
4096의 배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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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Time — Hello 시간은 RSTP BPDU 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냅니다.BPDU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루프를 탐지하기 위해 브리지 간에 교환되는 브리지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입니
다.값은 1초에서 10초 사이여야 하며 기본값은 2초입니다.
 
·Max Age — BPDU에서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홉의 최대 개수입니다.이 값은 6~40초이며
기본값은 20초입니다.
 
·전달 지연 — 포워딩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학습 상태의 포트에서 보낸 시간입니다.이 값은
4~30초이며, 기본값은 15초입니다.
 
·Migrate Time — 타이머가 만료되는 즉시 RSTP 모드에서 잠긴 포트에서 사용하는 최대 시
간(수신 중인 다음 BPDU에 해당하는 모드(RSTP/STP)으로 포트 적응).
 

포트 구성 테이블은 다음 매개변수로 구성됩니다.
 

 
·선택 — 포트 또는 SSID를 선택합니다.
 
·Interface — RSTP 지원 브리지의 포트인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Port Priority(포트 우선순위) - 루트 포트를 결정하기 위해 브리지 포트에 할당된 우선 순위
입니다.
 
·에지 상태 — 포트의 에지 상태를 표시합니다.
 
·포트 비용 — 인터페이스 기반 연결 사용 비용
 
·Edit(수정) — 목록에서 Radio(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edit(수정)를 클릭하여 포트 또는
SSID를 수정합니다.
 

2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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