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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또는 텔넷을 사용하여 Cisco Business 350
Series 스위치 CLI 액세스 
목표
 
Cisco Small Business Managed Switch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원격으로 액세스하
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CLI에 액세스하면 터미널 기반 창에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웹 기반 유
틸리티가 아닌 CLI를 통해 스위치에서 terminal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레이어 3 모드 활성화와 같은 특정 작업은 CLI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스위치의 CLI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면 SSH 또는 텔넷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원격으로
액세스하기 전에 스위치에서 텔넷 및 SSH 서비스를 먼저 활성화해야 합니다.
 
참고:스위치에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및 UDP(User Datagram Protocol) 설정을 구
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문서에서는 다음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SH 또는 텔넷을 통해 스위치의 CLI에 액세스하는 방
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PuTTY — 표준 텔넷 및 SSH 클라이언트입니다.여기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Windows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 모든 Mac OS X 컴퓨터에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셸 또는 콘솔이라고도 합
니다.
 

중요:스위치에 SSH 또는 텔넷을 연결하기 전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
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CBS250(데이터 시트) | 3.0.0.69 (최신 다운로드)
CBS350(데이터 시트) | 3.0.0.69 (최신 다운로드)
CBS350-2X (데이터 시트) | 3.0.0.69 (최신 다운로드)
CBS350-4X (데이터 시트) | 3.0.0.69 (최신 다운로드)
  

SSH를 통해 스위치의 CLI 액세스
 
스위치에 구성된 유휴 시간이 지나면 SSH 세션 연결이 자동으로 끊깁니다.SSH에 대한 기본 유휴
세션 시간 제한은 10분입니다.
 
스위치에 SSH 연결을 설정하려면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PuTTY를 사용하는 Windows 컴퓨터
 
터미널을 사용하는 Mac 컴퓨터
  
PuTTY를 사용하여 SSH를 통해 CLI 액세스
 
참고:이미지는 사용 중인 Windows 운영 체제의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Windows 7 Ultimate가 사용되고 PuTTY 버전은 0.63입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515-configure-tcp-and-udp-cbs.html
http://www.putty.org/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516-configure-ip-address-settings-cli-cbs.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business-250-series-smart-switches/nb-06-bus250-smart-switch-ds-cte-en.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25765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business-350-series-managed-switches/datasheet-c78-744156.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25769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business-350-series-managed-switches/datasheet-c78-744156.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25769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business-350-series-managed-switches/datasheet-c78-744156.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25769


1단계. 컴퓨터에서 PuTTY 클라이언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는 스위치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Host Name(또는 IP 주소) 필
드에 입력합니다.
 

3단계. 22를 SSH 세션에 사용할 포트 번호로 Port 필드에 입력합니다.
 



4단계. Connection type(연결 유형) 영역에서 SSH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스위치와의 연결 방법으
로 SSH를 선택합니다.
 

5단계. (선택 사항) 세션을 저장하려면 Saved Sessions 필드에 세션 이름을 입력합니다.
 

6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세션을 저장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종료 영역의 Close(닫기) 창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 시 SSH 창의 동
작을 선택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Only on clean exit가 선택됩니다.
 
8단계. 열기를 클릭하여 세션을 시작합니다.
 



9단계. SSH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처음으로 연결하는 경우 보안 침입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이
경고를 사용하면 스위치로 가장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4단계의 Host Name(호스
트 이름) 필드에 올바른 IP 주소를 입력했는지 확인한 후 Yes(예)를 클릭하여 Rivest Shamir
Adleman 2(RSA2) 키를 업데이트하여 새 스위치를 포함시킵니다.
 



10단계. 로그인에서 스위치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User Name 및 Password 필드를 적절히 입
력합니다.
 

이제 PuTTY를 사용하여 SSH를 통해 스위치의 CLI에 성공적으로 원격 액세스했어야 합니다.
  
터미널을 사용하여 SSH를 통해 CLI 액세스
 
참고:이미지는 사용 중인 Mac 컴퓨터의 운영 체제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macOS Sierra가 사용되고 터미널 버전은 2.7.1입니다.
 
1단계. Applications(애플리케이션) > Utilities(유틸리티)로 이동한 다음 Terminal.app 애플리케이션
을 시작합니다.
 



2단계. ssh 명령 및 IP 주소를 입력하여 스위치의 CLI에 액세스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192.168.100.105.
 
3단계. 연결을 계속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입력합니다.
 

4단계. User Name(사용자 이름) 및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스위치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이제 터미널을 사용하여 SSH를 통해 스위치의 CLI에 원격으로 액세스해야 합니다.
  
텔넷을 통해 스위치의 CLI 액세스



스위치에 구성된 유휴 시간이 지나면 텔넷 세션의 연결이 자동으로 끊깁니다.텔넷에 대한 기본 유
휴 세션 시간 제한은 10분입니다.
 
스위치에 텔넷을 연결하려면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PuTTY를 사용하는 Windows 컴퓨터
 
터미널을 사용하는 Mac 컴퓨터
  
PuTTY를 사용하여 텔넷을 통해 CLI 액세스
 
참고:이미지는 사용 중인 Windows 운영 체제의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Windows 7 Ultimate가 사용되고 PuTTY 버전은 0.63입니다.
 
1단계. 컴퓨터에서 PuTTY 클라이언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는 스위치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Host Name(또는 IP 주소) 필
드에 입력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192.168.100.105이 사용됩니다.
 
3단계. 23을 Port 필드에 Telnet 세션에 사용할 포트 번호로 입력합니다.
 

4단계. Connection type(연결 유형) 영역에서 Telnet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스위치와의 연결 방법
으로 Telnet을 선택합니다.
 

5단계. (선택 사항) 세션을 저장하려면 Saved Sessions 필드에 세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텔넷 세션이 사용됩니다.
 
6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세션을 저장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종료 영역의 Close(닫기) 창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 시 SSH 창의 동작
을 선택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Never가 선택됩니다.
 
8단계. 열기를 클릭하여 세션을 시작합니다.
 



9단계. 로그인 시 스위치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를 적절히 입력
합니다.
 



이제 PuTTY를 사용하여 텔넷을 통해 스위치의 CLI에 원격으로 액세스해야 합니다.
  
터미널을 사용하여 텔넷을 통해 CLI 액세스
 
참고:이미지는 사용 중인 Mac 컴퓨터의 운영 체제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macOS Sierra가 사용되고 터미널 버전은 2.7.1입니다.
 
1단계. Applications(애플리케이션) > Utilities(유틸리티)로 이동한 다음 Terminal.app 애플리케이션
을 시작합니다.
 

2단계. telnet 명령 및 IP 주소를 입력하여 스위치의 CLI에 액세스합니다.
 



3단계. User Name(사용자 이름) 및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스위치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이제 터미널을 사용하여 텔넷을 통해 스위치의 CLI에 성공적으로 원격 액세스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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