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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스패닝 트리 마이그레이션 모범 사례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MSTP(Multiple Spanning Tree)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것입
니다. 다른 스패닝 트리 변종보다 MSTP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요구 사항
 

혼합 하드웨어 환경에서 레이어 2를 최적화해야 하는 필요성
Cisco Small Business 스위치 

SX250 Series(관리 가이드)
SX300 Series(관리 가이드)
SX350 Series(관리 가이드)
SG350X Series(관리 가이드)
SX550X Series(관리 가이드)

Cisco Catalyst 스위치
스패닝 트리에 대한 작업 이해(자세히 알아보기)
Wireshark(선택 사항)
  

목차
 

MSTP 용어
모범 사례 #1 - MSTP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할 필요성을 검증
모범 사례 #2 - 마이그레이션 전략 수립
모범 사례 #3 - 모범 사례 #3 - 포인트투포인트 포트가 PortFast를 사용하도록 설정
모범 사례 #4 - 에지 포트에서 BPDU 가드 사용
모범 사례 #5 - VLAN을 IST(MST0)가 아닌 MSTI에 매핑
모범 사례 #6 - 모든 MSTP 지원 스위치를 동일한 지역에 배치
모범 사례 #7 - 기본 MST 영역 내에 CIST의 루트 브리지를 중첩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확인 - 이 기능이 켜져 있습니까?

결론
  

이 가이드의 구조
 
이 설명서에서는 SSH 또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에 로그인하는 등의 단계를 생략합니
다. 대신 핵심 명령을 강조 표시합니다.각 모범 사례에는 혼합된 Cisco 하드웨어(엔터프라이즈 및
SMB)에 적합한 단계를 설명하는 하위 작업이 포함됩니다.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는 다음 두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SMB 스위치에서 MSTP 구성
Catalyst 스위치에서 MSTP 구성
  

MSTP 용어
 
이 섹션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토콜에 대해 액세스 가능한 정신 모델을 제공합니다.정의는 MSTP 프

/content/dam/en/us/td/docs/switches/lan/csbms/250_/2_4/admin_guide/english/AG_Tesla_250.pdf
/content/dam/en/us/td/docs/switches/lan/csbms/sf30x_sg30x/administration_guide/78-193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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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td/docs/switches/lan/catalyst3750x_3560x/software/release/12-2_55_se/configuration/guide/3750xscg/swmstp.html


●

●

로토콜의 인터잠금 구성 요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하위 글머리 기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BPDU - Bridge Protocol Data Unit - 이 프레임은 스위치가 계속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입니다.
 

 
참고:인스턴스 매핑 자체는 BPDU에 없습니다.
 

 
Region - (MSTP에 해당) - VLAN당 하나의 BPDU를 전송하는 다른 STP 유형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는 영역입니다.Per Vlan Spanning Tree와 마찬가지로, BPDU를 너무 많이 보내면
CPU 로드가 과중한 후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됩니다.대신 MSTP를 사용하면 모든 VLAN이 단
일 영역에 매핑됩니다.
 
 
인스턴스 - 인스턴스는 특정 영역에 대한 VLAN의 논리적 테이블 또는 여러 VLAN의 인스턴스
입니다.그런 다음 이 인스턴스가 영역에 매핑됩니다.마이그레이션의 일부로 이 단계를 완료합
니다.
 

 
 
기본 인스턴스 0(영)은 MST 0, IST(Internal Spanning Tree)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인스턴스는 다중 스패닝 트리 인스턴스 또는 MSTI로 참조됩니다.
 
 
네트워크 VLAN에 대한 적절한 설명서가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실패하면 다른 인스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MSTI - 다중 스패닝 트리 인스턴스 - 관리자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이러한 매핑은
Wireshark를 통해 표시되는 "MRecor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록은 인스턴스의 토폴로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합니다.
 
 
IST - 내부 스패닝 트리 - MSTP 영역에 참여하는 스위치의 레코드입니다.하나의 영역에 포함된
스위치(몇 개이든)는 영역 외부의 영역에 단일 스위치로 표시됩니다.
 
CST - 공통 스패닝 트리 - 자체 기존 스패닝 트리를 실행하는 MSTP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CST는 MSTP 영역 경계에서 스위치 간 링크를 사용합니다.
 
CIST - 공통 및 내부 스패닝 트리 - 인스턴스에 대한 VLAN의 공유 매핑을 기반으로 여러 인스
턴스를 이동하는 CST와 IST로 구성됩니다.
 

 
 
공통 및 내부 스패닝 트리는 공통 스패닝 트리가 아닙니다.
 
 

이 문서의 대상과 해당 정의를 확정했으므로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범 사례 #1 - MSTP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할 필요성을 검증
 
첫 번째 모범 사례는 MSTP로 마이그레이션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이 결정에서 네트워크



1.

의 기존 스패닝 트리 성능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MSTP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몇 가
지 이유 때문에 좋은 선택이며, 부하 공유가 도입되어 네트워크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레이어 2 트래픽이 예정보다 앞서 증가하면 MSTP로 전환하면 향상된 성능을 통해 장비의 유용성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기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STP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통합 시간 또는 전송된 BPDU의 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Segment Spanning Tree - MSTP 영역에 포함된 스위치의 리소스 부하를 줄입니다.
 
 
혼합 하드웨어 환경 - MSTP는 개방형 표준이므로 혼합 공급업체 환경에 적합합니다.널리 지원
됩니다.
 
 

참고:일반적인 오해는 다중 스패닝 트리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인스턴스당 하나의 VLAN을 매핑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패닝 트리의 맛이 이전 버전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PVST+(Per VLAN Spanning Tree)와
비교했을 때 MSTP는 스패닝 트리의 인스턴스 또는 스패닝 트리의 논리적 버전을 유지하여 리소스
(BPDUS, CPU 주기, 전송 시간)를 적게 사용합니다.VLAN 트래픽은 네트워크의 레이어 2 세그먼트
를 통과하도록 활성화됩니다.한 포트(및 VLAN)에 대한 포워딩은 다른 VLAN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루프가 한 인스턴스에 형성되면 다른 인스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범 사례 #2 - 마이그레이션 전략 수립
 
마이그레이션 필요성을 검증한 후에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기존 연
결을 유지합니다.마이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전략은 원활한 롤아웃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려면 다음 전술적 단계를 권장합니다.
 

문서, 문서, 문서 - 세부 정보를 유지하면 마이그레이션 시간과 오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다른 스위치나 라우터로 연결되는 모든 포인트 투 포인트 포트 또는 포트를 식별하고 문서
화합니다.
 
 
PC 또는 프린터와 같은 엔드포인트로 연결되는 모든 에지 포트 또는 포트를 식별하고 문
서화합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참여하는 VLAN을 정의합니다.
 
 
인턴들은 이 단계를 정말 잘합니다!
 

 
네트워크의 작업 순서를 결정합니다.
 
 

한 스위치의 변경이 다른 VLAN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다운타임을 예약하거나 주말에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고 디스트리뷰션 및 액세스 레이어로 진행합니다.
 
  

모범 사례 #3 - PortFast를 사용하도록 포인트투포인트 포트 활성
화
 
이 모범 사례와 다음 모범 사례는 해당 포트 설명서를 모두 활용합니다.관리자는 PortFast 기능을
통해 에지 포트에서 선택적 매개변수를 정의합니다.PortFast는 스패닝 트리가 해당 포트에서 실행
되지 않도록 합니다.스위치-기어 연결 포트에는 서버, 워크스테이션, 라우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네트워크를 다른 개방형 포트 집합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합니다.스위치에서 우수한
BPDU를 수신하면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포트가 포트에
STP 계산을 발생하므로, 차단 상태를 미리 할당하여 시간과 CPU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
해 포트가 BPDU 전송 - 포워딩 상태로 신속하게 전환됩니다.미리 상태가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스위치의 포트가 전이중 전송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단계는 SMB 스위치(CLI + GUI)와 Enterprise Catalyst 스위치(CLI)로 구분됩니다.
  
Catalyst 스위치에서 Portfast 활성화 - CLI
 
CLI 명령은 먼저 구문이고 그 뒤에 live 명령의 예가 나옵니다.# 뒤에 추가 공간이 추가되어 복사 >
붙여넣기를 위해 강조 표시합니다.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텍스트는 변수를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로 대체됩니다.또한 간단 한 가지 권한 상승 명령만 MSTP 구성에 사용됩니다.
 
Catalyst(config)# interface [range( )] [port-id]  

Catalyst(config-if)# spanning-tree portfast [auto] 

 

Catalyst(config)#   fa0/1 - 24  

Catalyst(config-if)# spanning-tree portfast auto  
SMB 스위치에서 Portfast 활성화 - CLI
 
SMBswitch(config)# interface [range( )] [port-id] 

SMBswitch(config-if)# spanning-tree portfast  

 

SMBswitch(config)#   gi1-15 

SMBswitch(config-if)# spanning-tree portfast 

SMB 스위치에서 Portfast 활성화 - GUI
 
한 가지 주의할 점은 SMB 스위치 GUI는 PortFast와 동의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Fast Link라고 합니
다.
 
1단계. Spanning Tree(스패닝 트리) > STP Interface Settings(STP 인터페이스 설정)를 클릭합니다.
 
2단계.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Edit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Enable Fast Link를 클릭합니다.
 
참고: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을 시작 컨피그레이션에 쓸 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모범 사례 #4 - 에지 포트에서 BPDU 가드 사용
 
이 모범 사례는 이전 모범 사례의 연장입니다.BPDU Guard 지원 포트에서 포트가 BPDU를 더 우수



한 토폴로지 변경 BPDU를 수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err-disable 상태를 통해 포트가 즉시 종료됩
니다.따라서 스위치에 액세스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이는 건너뛸 수 있는 이러한 모범 사례 중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좀 치워주시겠어요?그럴
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미래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네트워크에 잘못된 스위치 1개를 가져와
Erroneus BPDU를 펌핑하여 네트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Catalyst 스위치에서 BPDU Guard 활성화 - CLI
 
Catalyst(config)# interface [range( )] [port-id]  

Catalyst(config-if)# spanning-tree bpduguard   

 

Catalyst(config)#   fa0/1 - 24  

Catalyst(config-if)# spanning-tree bpduguard  

SMB 스위치에서 BPDU Guard 활성화 - CLI
 
SMBswitch(config)# interface [range( )] [port-id]  

SMBswitch(config-if)# spanning-tree bpduguard enable  

 

SMBswitch(config)#   fa0/1 - 24  

SMBswitch(config-if)# spanning-tree bpduguard enable 

SMB 스위치에서 BPDU Guard 활성화 - GUI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Spanning Tree(스패닝 트리) > STP Interface Settings(STP
인터페이스 설정)를 선택합니다.STP Interface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인터페이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편집할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Go(이동)를 클릭하여 페이지에 포트 또는 LAG만 표시합니다.
 
4단계. 다른 스위치에 연결된 포트 또는 LAG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Edit(수정)를 클릭합니다
.Edit STP Interface 창이 나타납니다.
 
5단계.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에서 원하는 인터페이스 유형에 해당하는 BPDU Guard Enable
(BPDU 가드 활성화)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모범 사례 #5 - VLAN을 IST(MST0)가 아닌 MSTI에 매핑
 
이제 포트가 해당 역할을 알리게 됩니다. 인스턴스 매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최상의 결과를 얻으려
면 생성하는 인스턴스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모범 사례에 위배되며,
MSTP를 솔루션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다.여러 인스턴스에 대해 올바른 네트워크 설계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단일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인스턴스에 매핑할 VLAN을 결정합
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에 공통으로 사용할 컨피그레이션 이름과 수정 번호를 선
택합니다.
 
참고:MSTI VLAN 매핑을 편집하면 MSTP가 다시 시작됩니다.
  
Catalyst 스위치의 VLAN 매핑 - CLI
 
Catalyst(config)# spanning-tree mst  

Catalyst(config-mst)# instance [instance-id] vlan [vlan-range]  

 

Catalyst(config)# spanning-tree mst  



●

●

●

●

●

1.
2.
3.

Catalyst(config-mst)#  1 vlan 1-11 

SMB 스위치에서 VLAN 매핑 - CLI
 
SMBswitch(config)# spanning-tree mst   

SMBswitch(config-mst)# instance [instance-id] vlan [vlan-range]  

 

SMBswitch(config)# spanning-tree mst   

SMBswitch(config-mst)#  1 vlan 1-11 

MSTI에 VLAN 매핑 - GUI
 
1단계. Spanning Tree(스패닝 트리) > VLAN to MSTP Instance(MSTP 인스턴스에 대한 VLAN)를
클릭합니다.
 
VLAN to MSTP Instance 페이지에는 다음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ST 인스턴스 ID — 모든 MSTP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VLANs - MST 인스턴스에 속하는 모든 VLAN이 표시됩니다.
 

2단계. MSTP 인스턴스에 VLAN을 추가하려면 MST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MST Instance ID(MST 인스턴스 ID) - MST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VLANs - 이 MST 인스턴스에 매핑되는 VLAN을 정의합니다.
Action(작업) - MST 인스턴스에 VLAN을 추가(매핑)할지 또는 제거(Remove)할지 정의합니다.
 

3단계.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4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이때 MSTP VLAN 매핑이 설정됩니다.
  
모범 사례 #6 - 모든 MSTP 지원 스위치를 동일한 지역에 배치
 
모범 사례는 가능한 한 많은 스위치를 단일 지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네트워크를 여러 지역으로
분할할 경우 이점이 없습니다.모든 라우팅 및 스위칭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에 대한 멤버
십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전송된 BPDU를 통해 스위치는 특정 지역의 멤버로 자신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브리지가 지정된 지역의 멤버십을 이해하려면 다음 설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역 이름
개정 번호
VLAN-인스턴스 매핑에서 계산된 다이제스트
  

Catalyst Switch의 영역 내 브리지 홈 - CLI
 
Catalyst(config)# spanning-tree mst [instance-id]    

 

Catalyst(config)# spanning-tree mst 5   
 
SMB 스위치의 한 지역 내에서 브리지 호밍 - CLI
 
SMBswitch(config)# spanning-tree mst  

SMBswitch(config-mst)# instance [instance-id] vlan [vlan-range]  

SMBswitch(config-mst)#  [region-name]  

SMBswitch(config-mst)#  [revision-id] 

 

 



SMBswitch(config)# spanning-tree mst  

SMBswitch(config-mst)#  1 vlan 10-20  

SMBswitch(config-mst)#  region1  

SMBswitch(config-mst)#  1 

SMB 스위치 - GUI에서 지역 내 브리지 호밍
 
MSTP 속성 페이지는 스위치가 속한 영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디바이스가 동일한 지역에 있
으려면 동일한 지역 이름과 수정 값이 있어야 합니다.
 
1단계. 메뉴에서 Spanning Tree(스패닝 트리) > MSTP Properties(MSTP 속성)를 선택합니다.
 
2단계. 영역 이름 필드에 MSTP 영역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영역 이름은 네트워크의 논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MSTP 영역의 모든 스위치는 동일한 구성 영역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3단계. 개정 필드에 개정 번호를 입력합니다.MSTP 컨피그레이션의 개정을 나타내는 논리적 번호
입니다.MSTP 영역의 모든 스위치는 동일한 개정 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4단계. Max Hops(최대 홉스) 필드에 최대 홉의 수를 입력합니다.Max Hops(최대 홉스)는 BPDU의
수명을 홉으로 지정합니다.브리지가 BPDU를 수신하면 hop 카운트가 1씩 감소되고 BPDU를 새
hop 카운트로 재전송합니다.브리지에서 홉이 0인 BPDU를 수신하면 BPDU가 삭제됩니다.
 
참고:IST Active(IST 활성) 필드에는 해당 지역의 활성 스위치의 브리지 우선 순위 및 MAC 주소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5단계. 적용을 누릅니다.
  
모범 사례 #7 - 기본 MST 영역 내에 CIST의 루트 브리지를 중첩합
니다.
 
이 모범 사례는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함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기본 MSTP 영역 내
에 MSTP 토폴로지의 루트 브리지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모범 사례에서 동일한 영역에 모
든 VLAN을 배치하는 경우 루트 선택은 모든 VLAN에 유효합니다.이는 사용자가 생성한 루트 배치
를 적용하는 Root Guard 기능을 통해 달성됩니다.브리지가 루트 가드 활성화 포트에서 우수한
BPDU를 수신하면 루트 비일관성 STP 상태를 통해 포트가 즉시 수신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이렇
게 하면 하위 BPDU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포트가 해당 지역의 루트 브리지에 보존됩니다.따
라서 지정된 포트를 해당 지역의 루트 브리지에 유지합니다.
 
참고:각 인스턴스의 루트 및 백업 루트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Catalyst 스위치의 CIST에 루트 브리지 배치 - CLI
 
Catalyst(config)# spanning-tree mst [instance-id] root {primary | secondary} [diameter dia

[hello-time hello-time]]  

 

Catalyst(config)# spanning-tree mst 1 root primary 7 

문제 해결 - Catalyst
 
다음 명령어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포트를 반환합니다.또한 이 명령은 SMB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talyst# show spanning-tree unconsistent ports  
SMB 스위치의 CIST에 루트 브리지 배치 - CLI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331-glossary-of-non-bias-language.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331-glossary-of-non-bias-language.html


●

●

SMBswitch(config)# interface [interface-id] 

SMBswitch(config-if)#      

 

SMBswitch(config)# interface gi1/1/1 

SMBswitch(config-if)# spanning-tree guard root 

SMB 스위치 - GUI의 CIST에 루트 브리지 배치
 
1단계.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Spanning Tree(스패닝 트리) > STP Interface
Settings(STP 인터페이스 설정)를 선택합니다.
 
2단계. Interface Type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3단계. Go(이동)를 클릭하여 인터페이스에 포트 또는 LAG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4단계. 수정할 포트 또는 LAG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Edit(수정)를 클릭합니다.Edit STP
Interface Setting(STP 인터페이스 설정 수정) 창이 나타납니다.
 
5단계.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에서 원하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트 —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포트를 선택합니다.이는 선택한 단일 포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LAG — LAG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LAG를 선택합니다.이는 LAG 컨피그레이션에 정의된
포트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6단계. 인터페이스에서 STP를 활성화하려면 STP 필드에서 STP가 Enable(활성화)으로 선택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7단계. Root Guard 필드에서 Enable(활성화)을 선택하여 인터페이스에서 Root Guard를 활성화합
니다.이 옵션은 네트워크에서 루트 브리지 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Root Guard는 연결
된 새 디바이스가 루트 브리지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확인 - 이 기능이 켜져 있습니까?
 
이때 MSTP 구현과 네트워크는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신뢰하지만 검증되는 크라우드의 경우 프레
임 캡처를 수행하여 MSTP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결과를 예상 문서와 비교합니다.
 
Wireshark를 통해 패킷 캡처를 수행한 후 인스턴스 ID가 포함된 Mrecords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확장 전 Mrecord의 스크린샷입니다.
 



●

●

●

●

●

●

●

Mrecord를 확장하면 MSTP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포함:
 

포트 역할
MST ID
지역 루트
내부 경로 비용
브리지 식별자 우선 순위
포트 식별자 우선 순위
남은 홉스
 

 
빠른 확인 명령 - SMB CLI
 
명령줄에서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SMBswitch# show spanning-tree mst-configuration 

 

SMBswitch(config)# spanning-tree mst-configuration 

SMBswitch(config-mst)#    

 

  MST  

 [region1] 

 1 

  2 

 VLAN  

— 

0 1-9,21-4094 

10-20 

— 

SMBswitch# show spanning-tree mst-configuration 

 [] 

 0 

 VLAN  

— 

0 1-4094 

— 

참고:show 명령의 Catalyst 버전은 mst와 컨피그레이션 사이의 - 를 제외합니다.EX:"show
spanning-tree mst configuration"
  
동일한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PVST+ 및 MSTP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PVST+를 실행하는 레거시 스위치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경우 포트별로 이를 처리합니다.이러한 스
위치 중 하나가 VLAN 트렁크로 실행되는 경우 MSTP 스위치가 트렁크에 할당된 모든 VLAN의 루
트인지 확인합니다.또한 MSTP는 PVST+ BPDU를 디코딩하려고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불충분합
니다.이를 위해서는 경계 포트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MSTP 경계 포트의 역할과 상태는 외부 토폴로지와 상호 작용하는 내부 스패닝 트리에 의해 결정됩
니다.즉, 포트가 IST에서 차단 모드에 있는 경우 모든 MSTP 인스턴스에서 차단됩니다.이 효과는
PVST+ 구현에 적용되어 VLAN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포트가 포워딩, 학습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
지입니다.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나의 VLAN에 대해
포워딩해야 하는 포트가 다른 VLAN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차단되는 반면, 이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
가 될 수 있습니다.PVST+ 시뮬레이션은 IST의 정보를 활용하여 VLAN BPDU별로 생성합니다.따라
서 MSTP 영역이 모든 VLAN에 대한 단일 스위치로 나타난다는 네트워크 전반의 "환상"이 발생합니
다.스위치를 스태킹할 수 있는 방법과 비슷하며, 이는 나쁘지 않습니다.경계 포트의 위치로부터 나
쁜 점은 각 시뮬레이션된 VLAN에 대해 개별 BPDU를 전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BPDU가 일
치하지 않으면 전체 시뮬레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관된 BPDU를 수신하기만 하면
시뮬레이션이 스스로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경계 포트에서 수신되는 BPDU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이 항목에
대한 추가 읽기는 이 커뮤니티 스레드를 참조하십시오.
  
내 네트워크 하드웨어인 경우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완전히 Cisco가 아니십니
까?
 
MSTP는 이전 버전과 호환됩니다.Cisco가 아닌 하드웨어에서 Rapid Spanning Tree를 지원하는 경
우, 괜찮아야 합니다.문제가 발생하면 스위칭 커뮤니티에 문의하십시오.
  
결론
 
이 설명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통해 레이어 2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
키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https://community.cisco.com/t5/switching/migrating-from-rapid-pvst-to-mst/td-p/1792071
https://community.cisco.com/t5/switching/migrating-from-rapid-pvst-to-mst/td-p/1792071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switches/bd-p/5976-discussions-small-business-switches


주목할 점은 스패닝 트리가 스릴 넘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로드 공유의 이점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스패닝 트리의 창시자인 Radia Perman은 이 나무를 어
머니만큼 사랑합니다.그녀는 심지어 그것에 대한 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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