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0 Series Managed Switch의 IPv6 터널 구
성 

목표
 

터널링은 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ISATAP(Intra-Site Automatic Tunnel Addressing Protocol)는 IPv4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위해 IPv4 패킷 내에서 IPv6 패킷을 캡슐화하는 데 사용되는 IPv6 터널 유형입니다.
 
ISATAP IPv6 주소는 인터페이스 ID와 16진수 접두사를 정의하기 위해 IPv4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인터페이스 ID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5EFE:a.b.c.d. 여기서 a.b.c.d는 점으로
구분된 십진수 IPv4 표기법입니다.따라서 176.8.168.132과 FE80의 접두사와 관련된 인터페
이스 ID는 FE80::5EFE:176.8.168.132의 ISATAP 터널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200/300 Series Managed Switch에서 ISATAP 터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F/SG 200 및 SF/SG 300 Series Managed Switch
  

소프트웨어 버전
 

•1.3.0.62
  

IPV6 터널
 

1단계.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스위치가 레이어 2 모드인 경우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Tunnel(IP
Configuration(IP 컨피그레이션) > Management and IP Interface(관리 및 IP 인터페이스) >
IPv6 Tunnel(스위치가 레이어 3 모드인 경우)을 선택합니다.IPv6 터널 페이지가 열립니다.
 



 
다음 필드는 터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터널 번호 — 자동 터널 라우터 도메인 번호입니다.
 
·터널 유형 — 기본적으로 ISATAP로 할당된 터널 유형입니다.
 

2단계. Source IPv4 Address 필드에서 원하는 터널 소스 IP 주소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Auto — 스위치가 스위치의 다른 모든 구성된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낮은 IPv4 주소를 자동
으로 선택합니다.
 
·없음 — ISATAP 터널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동 — 원하는 소스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이 주소는 스위치 인터페이스의 IPv4 주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3단계. Tunnel Router의 Domain Name(도메인 이름) 필드에서 원하는 터널 이름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자동 터널 라우터 도메인 이름을 나타냅니다.
 

·Use Default — 기본적으로 터널 라우터의 도메인 이름은 ISATAP입니다.
 
·User Defined — 터널 라우터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질의 간격 필드에 질의 간격이 정의된 원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
니다.Query Interval(쿼리 간격)은 DNS 쿼리 사이의 시간(초)을 나타냅니다.DNS 쿼리는 터널
의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값 사용 — 기본적으로 10초의 값이 쿼리 간격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 원하는 쿼리 간격 시간을 입력합니다.
 

5단계. ISATAP 요청 간격이 ISATAP 요청 간격 필드에 정의된 원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라디



오 버튼을 클릭합니다.ISATAP 요청 메시지는 ISATAP 인터페이스를 광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활성 ISATAP 라우터가 없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기본값 사용 — 기본적으로 10초의 값이 요청 간격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 원하는 요청 간격을 입력합니다.
 

6단계. ISATAP Robustness(ISATAP 견고성) 필드에서 원하는 ISATAP 견고성에 해당하는 라
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DNS 또는 라우터 요청 쿼리의 간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새로
고침 메시지 수입니다.숫자가 클수록 쿼리 빈도가 높아집니다.
 

·기본값 사용 — 기본적으로 3의 값이 사용됩니다.
 
·User Defined(사용자 정의) — 원하는 ISATAP 견고성을 입력합니다.
 

참고:IPv4 인터페이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ISATAP 터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7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ISATAP 터널이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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