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0 Series 관리 스위치의 Smartport 인터페
이스 구성 

목표
 

200/300 Series Managed Switch는 Smartport를 제공합니다.Smartports는 현재 스위치에 연
결된 장치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구성이나 매크로를 적용하여 이 장치를 올바르게 구성합니다
.인터페이스를 편집하여 특정 디바이스에 이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스마트 포트는 스위
치에 연결된 여러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이 문서에서는 200/300 Series
Managed Switch의 인터페이스에서 Smartport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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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버전
 

•1.3.0.62
  

Smartport 인터페이스 구성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Smartport > Interface Settings를 선택합니다.Interface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Reapply Smartport Macro(Smartport 매크로 다시 적용) 필드에서 사용 가능한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크로를 다시 적용할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모든 스위치, 라우터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 — 매크로는 모든 스위치, 라우터 및 무선 액세
스 포인트에 다시 적용됩니다.
 



·모든 스위치 — 매크로가 스위치에만 다시 적용됩니다.
 
·모든 라우터 — 매크로는 라우터에만 다시 적용됩니다.
 
·모든 무선 액세스 포인트 — 매크로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만 다시 적용됩니다.
 

3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선택한 디바이스에서 매크로를 다시 적용합니다.
 
참고:Smartport 매크로가 실패하고 인터페이스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Show
Diagnostics, Reapply and Reset All Unknown Smartports 버튼이 활성화됩니다.이 경우 진단
표시를 클릭하여 매크로가 실패한 위치를 확인합니다.매크로를 수정한 후 다시 적용을 클릭하
여 매크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계속되면 Reset All Unknown Smartports(알 수
없는 모든 스마트 포트 재설정)를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매크로가
완전히 수정되면 매크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특정 인터페이스의 Auto Smartport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하려면 편집할 인터페이스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5단계. Edit를 클릭합니다.Edit Interface Setting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LAG(Link Aggregation Group)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려면 LAG를 클릭합니다.LAG 드롭
다운 목록에서 수정할 LAG를 선택합니다.LAG는 개별 인터페이스를 단일 논리적 링크로 결합
하며, 이를 통해 최대 8개의 물리적 링크의 총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Smartport Type 필드는 선택한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현재 Smartport 유형을 표시합니다.
 
6단계. Smartport 애플리케이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애플리케이
션을 선택합니다.
 
Smartport Application Method(Smartport 애플리케이션 방법) 필드에는 선택한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현재 방법이 표시됩니다.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Auto Smartport 애플리케이션 방법
으로 할당됩니다.6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Auto Smartport는 스위치에서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토콜인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및/또는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
이션을 선택합니다.
 
7단계. Persistent Status 필드에서 Enabled 확인란을 선택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지속 상태를
활성화합니다.이 옵션은 6단계 Auto Smartport가 Smartport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Persistent Status가 활성화된 경우 인터페이스가 중단되거나 스위치가
재부팅되더라도 인터페이스에서 자동 Smartport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8단계. 매크로 매개변수 필드는 최대 세 개의 매크로 매개변수에 대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
다.이러한 매개변수는 5단계에서 선택한 Smartport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매
개변수가 표시됩니다.
 

·매개 변수 이름 — 현재 매크로의 매개 변수 이름을 표시합니다.
 



·매개 변수 값 — 매크로의 현재 매개 변수 값을 표시합니다.Parameter 1 Value의 경우 이 값
은 포트가 허용하는 최대 호스트/디바이스 수를 나타냅니다.Parameter 2 Value의 경우 이 값
은 포트에 할당된 VLAN ID를 나타냅니다.매개변수 1 및 2 값을 모두 편집할 수는 있지만 매
개변수 3 값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매개 변수 3 값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개변수 설명 - 매개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8단계. (선택 사항) Reset을 클릭하여 현재 인터페이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9단계.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
  

여러 인터페이스에 Smartport 인터페이스 구성 적용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Smartport > Interface Settings를 선택합니다.Interface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여러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인터페이스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설정 복사를 클릭합니다.Copy Settings 창이 나타납니다.
 



 
 
4단계. To 필드에 2단계에서 선택한 인터페이스의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할 인터페이스를 입력
합니다.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인터페이스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인터페이스 번호 또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인터페이스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예:1, 3, 5 또는 GE1, GE3, GE5) 또는 인터페이스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예
:1-5 또는 GE1-GE5).
 
5단계.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컨피그레이션 후의 변경 사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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