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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Migration Service 툴 
목표
 
이 툴은 인터페이스 이름을 새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명명 규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소스에서 대상으로 설정을 변환할 때, 도구는 소스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에서 대상 디바이
스에서 동일한 역할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명령을 매핑합니다.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명령을 최
신 디바이스의 유사 명령으로 변환합니다.이 도구는 원래 동작과 업데이트된 컨피그레이션의 동작
간에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Sx200, Sx300 또는 Sx500 시리즈 스위치에서 구성
을 가져와 적절한 Sx250, Sx350 및 Sx550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X200
SX300
SX500
  

소스 소프트웨어 버전
 

v1.4 이상
  

대상 소프트웨어 버전
 

v2.3 이상
  

구성 마이그레이션 개요
 
1단계. 소스 스위치에서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관리 > 파일 관리 > 다운로드/백업 구성을 
선택합니다.Download/Backup Configuration/Log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Transfer Method(전송 방법) 레이디얼 버튼에서 viaHTTP/HTTPS를 선택합니다.
 



 
3단계. Save Action(작업 저장) 필드에서 Backup(백업)을 선택하여 구성 파일을 백업합니다.
 

 
4단계. 시작 구성 파일을 변환하려는 대로 Source File Type(소스 파일 유형) 필드에서 Startup
configuration file(시작 구성 파일)을 선택합니다.
 



 
5단계. Sensitive Data 필드에서 Plaintext 또는 Exclude를 선택합니다.
 

6단계. 구성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도구를 엽니다.Configuration Migration Service Tool 페이지가 열
립니다.

/content/m/en_us/solutions/small-business/configuration-migration-service-tool/index.html


7단계. Source Configuration(소스 컨피그레이션) 섹션의 Source Device Model(소스 디바이스 모델
)에서 소스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8단계. 소스 구성 파일의 텍스트를 Source Configuration 텍스트 영역에 복사합니다.



참고:소스 구성에 파일 전체 헤더 섹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9단계. Destination Device Model(대상 디바이스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대상 스위치 모델을 선택
합니다.



10단계. 변환 단추를 클릭하여 소스 구성 파일을 대상 구성 파일로 변환합니다.

참고: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기능의 컨피그레이션이 제거됩니다.

11단계. 변환이 완료되면 업데이트된 구성 텍스트 영역에서 결과를 검토합니다.

참고:업데이트된 모든 행이 텍스트 영역에 강조 표시됩니다.컨피그레이션에 코멘트가 추가되어 변
환 중에 수행된 모든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12단계. 업데이트된 구성을 복사하여 새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13단계. 대상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or > File Management > File
Operations를 선택합니다.

14단계. 공정 유형 필드에서 파일 갱신을 선택합니다.



15단계. Destination File Type(대상 파일 유형) 필드에서 Startup Configuration(시작 컨피그레이션
)을 선택합니다.

16단계. Copy Method 필드에서 HTTP/HTTPS를 선택합니다.



17단계. 파일 이름 필드에서 12단계에서 저장한 변환된 구성 파일을 선택합니다.

18단계. 새 컨피그레이션을 로드하려면 스위치를 다시 로드합니다.



결론

이 문서의 지침에 따라 Sx200, Sx300 또는 Sx500 시리즈 스위치에서 Sx250, Sx350 또는 Sx550 시
리즈 스위치로 컨피그레이션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디바이스의 성공적인  변환을 확인하려면 아래
단계에 따라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대상 스위치로 SG550X-48MP를 사용합니다.

1단계. 대상 스위치(Sx250, Sx350 또는 Sx550 시리즈 스위치)에 로그인하고 Security(보안) >
TCP/UDP Services(TCP/UDP 서비스)로 이동합니다.SSH를 통해 스위치 명령 프롬프트에 대한 액
세스를 활성화하려면 SSH Servic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단계. CLI에 액세스하려면 SSH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이 예에서는 PuTTY를 사용하여
스위치의 CLI에 액세스하겠습니다.먼저 Host Name(또는 IP 주소) 필드에 액세스하려는 스위치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그런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포트가 22인지 확인합니다.

https://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atest.html


3단계. 스위치와의 연결을 설정했으면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스위치에 대
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참고:PuTTY 보안 경고가 표시되면 예를 눌러 PuTTY 캐시를 업데이트하고 연결을 계속합니다.아래
그림에서 변환된 구성을 SG500X-24MPP에서 SG550X-48MP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호스
트 이름이 switch7141d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show startup-config 명령을 입력합니다.이 스위치에 업로드한 변환된 시작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

참고:아래 그림에서 변환된 컨피그레이션을 SG550X-48MP 스위치에 적용했습니다.호스트 이름이
Test-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2018 Cisco Systems, Inc.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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