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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및 MLD(Multicast Listener Discovery)는 멀티캐
스트 멤버십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IGMP/MLD IP Multicast Group은
IGMP/MLD로 IP Multicast Group을 검색하고 맨 아래의 필드에 결과를 표시합니다.이 문서에
서는 IGMP/MLD를 통해 학습된 IPv4 및 IPv6 그룹 주소를 찾기 위해 쿼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200/300 Series Managed Switch
  

IGMP/MLD IP 멀티캐스트 그룹 구성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Multicast(멀티캐스트) > IGMP/MLD IP Multicast
Group(IGMP/MLD IP 멀티캐스트 그룹)을 선택합니다.IGMP/MLD IP Multicast Group 페이지
가 열립니다.
 

 
2단계. Filter(필터) 드롭다운 목록에서 IGMP 또는 MLD Dynamic IP Group Type(MLD 동적 IP
그룹 유형)을 선택합니다.
 

·IGMP — IP 주소 버전 4의 멀티캐스트 그룹 멤버십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입니다.
 
·MLD — IP 주소 버전 6의 멀티캐스트 그룹 멤버십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입니다.
 

3단계. Group Address equals to(그룹 주소 같음) 확인란을 선택하여 MAC 주소 또는 IP 주소
별 멀티캐스트 그룹을 검색합니다.
 



4단계. Group Address equals to 필드에 스누핑할 멀티캐스트 그룹의 MAC 또는 IP 주소를 입
력합니다.
 
5단계. Source Address equals to(소스 주소 같음) 확인란을 선택하여 발신자 주소별 멀티캐
스트 그룹 검색을 활성화합니다.
 
6단계. Source Address equals to(소스 주소 같음) 필드에 스누핑할 멀티캐스트 그룹 발신자
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7단계. VLAN ID별 멀티캐스트 그룹 검색을 활성화하려면 VLAN ID equals to to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8단계. VLAN ID equals to(VLAN ID equals to to) 드롭다운 목록에서 스누핑할 멀티캐스트 그
룹의 VLAN ID를 선택합니다.
 
9단계. 실행을 눌러 쿼리를 적용합니다.이 페이지에는 다음 결과가 표시됩니다.
 

·VLAN — 발견된 멀티캐스트 그룹의 VLAN ID입니다.
 
·Group Address — 발견된 멀티캐스트 그룹 MAC 또는 IP 주소입니다.
 
·Source Address(소스 주소) - 발견된 지정된 모든 그룹 포트의 발신자 주소입니다.
 
·Included Ports — 발견된 멀티캐스트 스트림의 목적지 포트 목록입니다.
 
·Excluded Ports — 발견된 멀티캐스트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포트 목록.
 
·호환성 모드 — 스위치가 IP 그룹 주소에서 수신하는 호스트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
IGMP/MLD 버전입니다.
 

10단계. (선택 사항) Clear Filter를 클릭하여 쿼리를 지우고 새 쿼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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