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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 Series 관리 스위치의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자동 구성 
목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디바이스에 IP 주소를 자동으
로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200/300 Series Managed Switches에는 현재 네트워크와 이미 구성된
DHCP 구성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DHCP 자동 구성 기능이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200/300
Series Managed Switch에서 DHCP 자동 구성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SX200 시리즈 | 1.2.7.76(최신 다운로드)
SX300 시리즈 | 1.2.7.76(최신 다운로드)
  

DHCP 구성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File Management(파일 관리) >
DHCP Auto Configuration(DHCP 자동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DHCP Auto Configuration 페
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Auto Configuration Via DHCP(DHCP를 통한 자동 구성) 필드에서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3단계. Download Protocol(프로토콜 다운로드) 필드에서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할 방법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uto By File Extension — 이 옵션은 자동 컨피그레이션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확장명
에 따라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또는 SCP(Secure Copy Protocol)를 사용함을
나타냅니다.
 

- SCP용 파일 확장명 — Auto By File Extension(파일 확장명 자동)을 선택한 경우 File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645418/type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3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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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for SCP(SCP용 파일 확장명) 필드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파일 확장명을 입력
합니다.이 확장명을 가진 파일은 SCP를 통해 다운로드됩니다.확장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확장명 파일(.scp)이 사용됩니다.
 

·TFTP만 해당 — 이 옵션은 파일 확장명에 관계없이 TFTP만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다운로
드합니다.
 
·SCP만 해당 — 이 옵션은 파일 확장명에 관계없이 SCP만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4단계. 3단계에서 SCP를 선택한 경우 원격 SSH 서버 인증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원격
SSH 서버의 인증을 구성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의 SSH(Secure Shell) 서버 인증
설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5단계. 3단계에서 SCP를 선택한 경우 SSH 클라이언트 인증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SSH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구성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Business Managed Switch의
SSH(Secure Shell)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증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4단계 및 5단계는 300 Series Managed Switch에만 적용됩니다.200 Series Managed Series가
있는 경우 4단계 및 5단계에서 설명한 SSH 클라이언트 및 서버 구성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단계. Backup Server Definition(백업 서버 정의) 필드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서버를 정의하는 방법
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IP 주소별 — IP 주소로 서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별 —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으로 서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7단계. Backup Server IP Address/Name(백업 서버 IP 주소/이름) 필드에 IP 주소 또는 정규화된 도
메인 이름을 입력하여 백업에 사용되는 서버를 정의합니다.
 
8단계. (선택 사항) Backup Configuration File Name(백업 구성 파일 이름) 필드에 백업 구성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Last Auto Configuration Server IP Address(마지막 자동 컨피그레이션 서버 IP 주소) 필드에는
자동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스위치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서버의 IP 주소가 표시됩니다.Last Auto
Configuration File Name(마지막 자동 구성 파일 이름) 필드는 자동 컨피그레이션에 스위치가 사용
하는 마지막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9단계.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
 
200 Series 스위치의 여러 문서 및 설명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
십시오.
 

200 Series 스위치의 제품 페이지
300 Series 스위치의 제품 페이지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6-configure-secure-shell-ssh-server-authentication-setting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6-configure-secure-shell-ssh-server-authentication-setting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6-configure-secure-shell-ssh-server-authentication-setting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6-configure-secure-shell-ssh-server-authentication-setting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4-configure-secure-shell-ssh-user-authentication-settings-on-a.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4-configure-secure-shell-ssh-user-authentication-settings-on-a.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smb4004-configure-secure-shell-ssh-user-authentication-settings-on-a.html
/content/en/us/support/switches/sg200-08-8-port-gigabit-smart-switch/model.html
/content/en/us/support/switches/sg300-10pp-10-port-gigabit-poe-plus-managed-switch/model.html

	200/300 Series 관리 스위치의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자동 구성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DHCP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