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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550XG 및 SG350XG에서 공장 기본값으로 재
부팅 및 재설정 
목표
 
스위치를 재부팅하면 네트워킹 문제를 진단하거나 스위치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특정 날짜 또는 특정 시간에 재부팅하도록 스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기
능은 활동이 적은 기간 동안 스위치를 재부팅하거나 중요한 컨피그레이션을 재부팅해야 하는 경우
에 유용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SG550XG 및 SG350XG를 재부팅하
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디바이스에서 또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스위치를
바로 재설정하려면 Reset a Switch Manually 또는 CLI를 선택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SG350X 시리즈 | 2.0.0.73(최신 다운로드)
SX550X 시리즈 | 2.0.0.73(최신 다운로드)
  

스위치 재부팅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합니다.이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 스위치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Reboot(재부
팅)를 선택합니다.Reboot(재부팅)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Reboot(재부팅) 필드에서 스위치가 재부팅될 시기를 선택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350-series-managed-switches/smb5559-how-to-manually-reload-or-reset-a-switch-through-the-command.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11197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099526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550x-series-stackable-managed-switches/1238-tz-log-into-the-gui-of-a-switch.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550x-series-stackable-managed-switches/1238-tz-log-into-the-gui-of-a-switch.html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 재부팅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가 즉시 재부팅됩니다.
 
·Date(날짜) -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재부팅할 특정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In(수신) -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재부팅하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시간(일, 시
간 및 분)을 지정합니다.
 

3단계. 스위치가 모든 설정을 지우고 재부팅할 때 공장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Restore to Factory
Default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스위치가 즉시 재부팅되는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면 Reboot(재부팅) 필드에서 선택한 항목이 자동으로 Immediate(즉시)로 전환됩
니다.
 

참고:시작 구성 파일 지우기 및 출하 시 기본값으로 복원 확인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4단계. Clear Startup Configuration File(시작 구성 파일 지우기)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위치가 재부
팅될 때 시작 구성 파일을 지웁니다.스위치가 즉시 재부팅되는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이 상자를 선택하면 Reboot(재부팅) 필드에서 선택한 항목이 자동으로 Immediate(즉시)로 전
환됩니다.
 



참고:시작 구성 파일 지우기 및 출하 시 기본값으로 복원 확인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5단계. Reboot(재부팅)를 클릭합니다.이 페이지의 설정을 지우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스위치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컨피그레이션이 Administration(관리) > File
Management(파일 관리) > File Operations(파일 작업) 페이지의 시작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저장되
었는지 확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SG550XG 및 SG350XG의 파일 관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6단계. 설정을 확인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OK(확인)를 클릭합니다.
 

7단계. Reboot(재부팅) 필드에서 Date(날짜) 또는 In(In)을 선택한 경우 Cancel Reboot(재부팅 취소
)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약된 재부팅을 취소하려면 이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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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기타 링크:
 

350X Series 스위치 제품 페이지
550X Series 스위치 제품 페이지
 

/content/en/us/support/switches/sg350-52mp-52-port-gigabit-max-poe-managed-switch/model.html
/content/en/us/support/switches/sg550x-24-24-port-gigabit-stackable-managed-switch/mod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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