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W2-550X 스위치의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구성 속성 

목표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시스템에 자신을 알리고 검색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멀티벤더
환경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트러블슈팅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LLDP를 사용하면 네트
워크 디바이스가 식별, 구성 및 기능을 인접 디바이스에 광고하고 그 데이터를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LLDP 기능을 전역적으로 활성화/비활성화하고 ESW2-550X 스위치에서 타이
머를 설정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LLDP 속성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SW2-550X-48DC-R 
· ESW2-550X-48-R
  

소프트웨어 버전
 

·v1.2.9.44
  

LLDP 속성 구성
 

1단계. Switch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여 Administration(관리) > Discovery(검색) -
LLDP > Properties(속성)를 선택합니다.속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LLDP Status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위치에서 LLDP를 활성화합니다.기본적으로 LLDP
Status(LLDP 상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3단계. (선택 사항) LLDP 상태가 비활성화된 경우 LLDP 패킷이 수신될 때 수행할 작업을 지
정하는 LLDP 프레임 처리의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링 — 패킷이 삭제됩니다.
 



·플러딩 — 패킷이 모든 VLAN 멤버에 전달됩니다.
 

 
4단계. LLDP Properties(LLDP 속성) 영역에서 매개변수를 구성하려면 Use Default(기본값 사
용)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값을 사용합니다.그렇지 않으면 User Defined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User Defined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TLV Advertise Interval — LLDP 광고 업데이트가 전송되는 속도를 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 Use Default — 기본 TLV 알림 간격은 30초입니다.
 
-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알림 간격 범위는 5~32768입니다.
 

·Topology Change SNMP Notification Interval(토폴로지 변경 SNMP 알림 간격) — 토폴로지
가 변경될 때 SNMP 알림 사이의 최소 시간 간격을 나타냅니다.
 

- 기본값 사용 — 기본 시간은 5초입니다.
 
-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알림 간격의 범위는 5~3600입니다.
 

·보류 승수 — 패킷이 삭제되기 전에 LLDP 패킷이 보류되는 시간을 나타내며, TLV Advertise
Interval의 배수로 측정됩니다.
 

- 기본값 사용 — 기본값은 4입니다.
 
-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값의 범위는 2~10입니다.
 

·재초기화 지연 — LLDP 활성화/비활성화 주기에 따라 LLDP를 비활성화 및 재초기화 사이
에 경과하는 시간 간격을 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 기본값 사용 — 기본 시간 간격은 2초입니다.
 
-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시간 간격의 범위는 1~10초입니다.
 

·전송 지연 — LLDP 로컬 시스템 MIB의 변경으로 인해 연속적인 LLDP 프레임 전송 사이에
전달되는 시간(초)을 나타냅니다.



- 기본값 사용 — 기본 시간 간격은 2초입니다.
 
-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시간 간격의 범위는 1~8192초입니다.
 

 
5단계. Fast Start Repeat Count 필드에 LLDP-MED Fast Start 메커니즘이 초기화될 때 LLDP
패킷을 전송할 횟수를 입력합니다.기본값은 2이며 범위는 1~8192입니다.LLDP-MED(LLDP-
Media Endpoint Discovery)는 LLDP가 미디어 엔드포인트 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LLDP의 확장입니다.한 가지 예를 들면, 음성 또는 비디오와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네트워크 정책의 광고 및 검색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LLDP-MED Fast Start 메커니즘은 새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스위치에 연결될 때 초기
화됩니다.
 
6단계.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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