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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설명
 
디바이스를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한 후 정적으로 설정된 DHCP에 할당된 스위치 IP 주소를 변
환하면 버그(아래 스크린샷)가 방지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스
위칭 디바이스에서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는 임시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용 가능한 명령의 전
체 실행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해결 방법
 
위에서 언급한 대로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IP 주소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GUI를 통
해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는 대체 방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계속 읽으십시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2046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2046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2036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2026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1979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2026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1979
/content/dam/en/us/td/docs/switches/lan/csbms/sf30x_sg30x/administration_guide/CLI_300.pdf
https://supportforums.cisco.com/t5/small-business-support-documents/setting-static-ipv4-address-on-a-switch-using-gui/ta-p/3396718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의 백업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중요한 점은 컴퓨터를 스위칭 장치에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 번째는 직렬 또는 콘솔
케이블을 통해, 두 번째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SSH/텔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IP 주소를 현재 실
행 중인 컨피그레이션 외부의 주소로 변경하려면 콘솔 또는 직렬 케이블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 좋
습니다.IP 주소가 현재 서브넷 내에 남아 있는 경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SH를 통해 CLI를 통해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참조를 위해 첫 번째 SSH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GUI에서 SSH를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설
정을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웹 구성 유틸리티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3단계로 건너뜁니다.
 
주 메뉴에서 Security(보안)>TDP/UDP services(TDP/UDP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단계. 텔넷 또는 SSH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상자를 선택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https://supportforums.cisco.com/t5/small-business-support-documents/download-or-back-up-configuration-files-on-a-switch/ta-p/3304629


 
3단계.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SSH를 입력한 다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SSH를 통해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참고:스위치의 IP 주소를 디바이스의 현재 하위 네트워크 외부의 IP 주소로 수정하려면 시리얼/콘솔
포트를 사용하여 IP 주소 수정을 완료하여 세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4단계.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입력하여 터미널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갑니다(아래 굵은 글
꼴로 표시).
 
SG350X#config 

참고:명령줄은 스위치 호스트 이름 뒤에 #으로 표시되며, 이 경우 디바이스는 SG350X 스위치입니
다.

5단계. 터미널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다음을 입력하여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진행해야
합니다.

SG350X(config)#interface [VLAN ID]

참고:[bracket notation]의 매개변수는 따옴표로 처리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 특정한
매개변수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6단계. 이 명령을 실행한 후 진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합니다.

SG350X(config-if)#IP  DHCP 

7단계. 이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의 기존 IP 주소를 제거합니다.

SG350X(config-if)#IP   [ IP ]

8단계. CLI를 인터페이스 모드로 설정했으면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G350X(config-if)#ip address [IP address] [subnet mask]

참고:IP 주소 변경은 SSH 연결을 삭제합니다.그런 다음 새로 설정된 IP 주소에서 디바이스에 로그
인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exit를 입력하여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종료합니다.

SG350X(config-if)#

10단계. (선택 사항) 이 단계는 스위치 IP 주소를 원래 서브넷 외부에서 변경하거나 스위치에 원격

https://supportforums.cisco.com/t5/small-business-support-documents/access-an-smb-switch-cli-using-ssh-or-telnet/ta-p/3172462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서브넷을 변경한 경우 다음 명령을 통해 새 기본 게이트웨이
를 설정해야 합니다.

SG350X#IP default-gateway [Gateway Address]

11단계. 추가 검증 레이어로 다시 로그인하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350X#show ip interface

아래 표시된 것과 유사한 출력이 표시됩니다.

이제 CLI를 통해 VLAN 인터페이스에 고정 IPv4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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