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W2-350G 스위치의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MED(Media Endpoint
Discovery) 포트 설정 구성 

목표
 

LLDP MED(LLDP Media Endpoint Discovery)는 음성 또는 비디오, 장치 위치 검색 및 문제 해
결 정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정책 알림을 활성화하는 등 미디어 엔드포인트
장치를 지원하는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LLDP와 CDP는 모두 비슷한 프로토콜입니다. 차이
점은 LLDP는 공급업체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CDP는 Cisco 독점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LLDP는 사용자가 Cisco가 아닌 디바이스와 Cisco가 독점적인 디바이스 사이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네트워크 정책은 이 컨피그레이션의 전제 조건으로 구성해야 합니다.네트워크 정책을
구성하려면 ESW2-350G 스위치의 LLDP-MED(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Media
Endpoint Discovery) 네트워크 정책 컨피그레이션을 거칩니다.
 
이 문서에서는 스위치의 각 포트에 대해 LLDP MED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SW2-350G 
· ESW2-350G-DC
  

소프트웨어 버전
 

•1.3.0.62
  

LLDP MED 포트 설정 컨피그레이션
 

1단계.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Discovery(검색) -
LLDP > 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를 선택합니다.LLDP MED Port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 페이지에서는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발
신 LLDP 알림에 포함할 LLDP-MED Type-Length Values(TLV) 및/또는 네트워크 정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LLDP TLV는 프로토콜이 전송하는 개별 정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2단계. (선택 사항) 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 페이지 상단의 메시지는
음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LLDP 네트워크 정책이 자동 모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이 모드
를 변경하려면 LLDP MED Network Policy(LLDP MED 네트워크 정책) 링크를 클릭합니다.음
성 애플리케이션이 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 페이지에서 Auto(자동)
모드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Available Network Policies(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정책)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인터페이스 번호 옆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Edit(수정)를 클릭하여 추가 LLDP MED
TLV를 포트에 연결합니다.Edit 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 수정) 창이 나
타납니다. 
 



 
 
4단계. (선택 사항) Interface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5단계. 현재 포트에서 LLDP MED를 활성화하려면 LLDP MED Status(LLDP MED 상태) 필드
에서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SNMP Notification 필드에서 Enable 확인란을 선택하여 MED를 지원하는
엔드 스테이션이 검색될 때 포트 단위로 로그 알림을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7단계. 스위치가 게시하려는 Available Optional TLVs(사용 가능한 선택적 TLVs) 목록에서
TLVs를 클릭하고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Selected Optional TLVs 목록으로 전송합
니다.TLV는 복잡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한 정보 요소입니다.각 TLV는 디바이
스 ID, 유형 또는 관리 주소와 같은 단일 정보 유형을 광고합니다.TLV를 제거하려면 Selected
Optional TLVs 목록에서 TLVs를 클릭하고 Left Arrow 아이콘을 클릭하여 Selected Optional
TLVs에서 TLVs를 제거하고 Available Optional TLVs로 이동합니다.
 



 
8단계. 스위치가 LLDP에 의해 게시하고자 하는 Available Network Policies(사용 가능한 네트
워크 정책) 목록에서 LLDP MED 정책을 클릭하고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Selected
Network Policies(선택한 네트워크 정책) 목록으로 전송합니다.음성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모
드인 경우 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정책에서 여기에서 수동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정책을 제거하려면 Selected Network Policies(선택한 네트워크 정책)에
서 정책을 클릭하고 왼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Selected Network Policies(선택한 네트
워크 정책)에서 해당 정책을 제거하고 Available Network Policies(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정책
)로 이동합니다.
 
참고:광고에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정책을 포함하려면 사용 가능한 선택적
TLV에서 네트워크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위치 좌표, 위치 도시 주소 및 위치 ECS ELIN 정보는 관리 > 검색 - LLDP > LLDP 로컬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 정보는 표준 ANSI-TIA-1057과 관련하여 표시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LLDP에서 게시할 좌표 위치를 위치 좌표 필드에 입력합니다.이렇게 하면
ID, 위도, 고도, 경도, 고도 유형과 같은 좌표 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고: 이 필드에는 16쌍의 16진수가 필요합니다.
 
10단계. (선택 사항) LLDP가 게시하려는 도시 주소를 위치 도시 주소 필드에 입력합니다.이렇
게 하면 이름과 같은 위치 도시 주소가 제공됩니다.우편 번호, 건물, 단위, 바닥, 랜드마크 등
 
참고: 이 필드에는 최소 6쌍의 16진수가 필요합니다.
 
11단계. (선택 사항) Location ECS ELIN(위치 ECS ELIN) 필드에 LLDP에서 게시하려는 긴급
통화 서비스(ECS) ELIN을 입력합니다.이는 ELIN(Emergency Location Identification
Number)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위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이 필드에는 최소 10쌍의 16진수가 필요합니다.
 
12단계. LLDP MED 포트 설정을 수정하고 실행 중인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하려면 Apply를 클
릭합니다.
 

  
LLDP MED 포트 설정 복사
 

1단계.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Discovery(검색) -
LLDP > 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를 선택합니다.LLDP MED Port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원하는 항목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Copy Settings(설정 복사)를 클릭하여 한 컨피그
레이션의 설정을 다른 컨피그레이션으로 복사합니다.새 창이 나타납니다.
 

 
3단계. 제공된 필드에 선택한 구성을 복사할 포트를 입력합니다.서로 다른 포트 또는 범위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4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LLDP 로컬 정보 세부 정보 보기
 

1단계.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Discovery(검색) -
LLDP > LLDP MED Port Settings(LLDP MED 포트 설정)를 선택합니다.LLDP MED Port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LLDP Local Information Detail(LLDP 로컬 정보 세부 정보)을 클릭하여 LLDP 로컬 정
보의 세부 정보를 봅니다.Administration(관리) > Discovery -LLDP > LLDP Local
Information(LLDP 로컬 정보)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SW2-350G 스위치의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MED(Media Endpoint Discovery) 포트 설정 구성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버전
	LLDP MED 포트 설정 컨피그레이션
	LLDP MED 포트 설정 복사
	LLDP 로컬 정보 세부 정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