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IPv6 인터페이
스 구성 

목표
 

IPv6는 더 많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도록 IPv4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
다.Sx500 Series Managed Switch의 인터페이스는 처음에 IPv4 디바이스에 연결되도록 구성
됩니다.이러한 인터페이스는 IPv6를 허용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IPv6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1. IPv6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이 레이어 2 모드 또는 레이어 3 모드에서 작동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하려면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스택 설정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2. IPv6 인터페이스 할당을 위해 VLAN을 선택한 경우 VLAN을 생성합니다. 이 구성은 Sx
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VLAN 생성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IPv6 인터페이스 할당을 위해 ISATAP 터널을 선택한 경우 IPv6 터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IPv6 터널 구성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ICMPv6에 의해 생성된 오류 메시지의 시간 간격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IPv6 글로벌 구성
을 구성합니다. 이 구성은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IPv6 Global Configuration 문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 문서에서 다루는 IPv6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실시간 시나리오에서 일부 컨피그레이션은 IP 버전 6을 지원하므로 다른 컨피그레이션이 작
동하려면 이 문서에 표시된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해야 합니다.IPv6를 지원하는 컨피그레이션
의 예 중 하나는 SNMP 커뮤니티 컨피그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에서 IPv6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
  

소프트웨어 버전
 

·v1.2.7.76
  

IPv6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IPv6 인터페이스 추가
 

1단계.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Interface for Layer 2 mode(레이어 2 모드)를 선택하거나
IP Configuration(IP 컨피그레이션)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Interface for Layer 3 모드를 선택합니다.IPv6 Interfaces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레이어 2 및 레이어 3 모드에 대한 탐색 경로는 다르지만 두 모드 모두에 대한 컨피그레
이션은 동일합니다.



 
2단계. IPv6 Interface Table에 새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려면 Add를 클릭합니다.Add IPv6
Interface 창이 나타납니다.
 

 
3단계. IPv6 Interface 필드에서 IPv6를 구성할 포트, LAG, VLAN 또는 ISATAP 터널에 대해 원
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Unit/Slot and Port(유닛/슬롯 및 포트) - 스택의 유닛과 슬롯 번호(1 또는 2)를 선택합니다.
독립형 모델의 경우 유닛이 1입니다.Unit은 스택에서 스위치의 위치를 나타내고 슬롯 번호
1은 SG500 또는 SG500X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반면 슬롯 번호 2는 SF500 디바이스를 식별
합니다.Port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LAG — 디바이스에 연결할 때 여러 포트를 단일 포트로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VLAN — 디바이스가 속한 VLAN을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ISATAP — IPv4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위해 IPv4 패킷 내에서 IPv6 패킷 캡슐화를 활성화
합니다.ISATAP 터널 인터페이스에서는 IPv6를 직접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초기 컨피
그레이션은 IPv6 터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4단계. Number of DAD Attempts(DAD 시도 횟수) 필드에 인터페이스의 유니캐스트 IPv6 주
소에서 DAD(Duplicate Address Detection)를 수행하는 동안 스위치에 전송되는 연속 요청 메
시지의 수를 입력합니다.IPv6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유니캐스트 IPv6 주소를 순환하여 IPv6
주소를 할당하기 전에 새로 인식된 IPv6 주소가 고유한지 확인하는 DAD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이 필드에 0을 입력하면 지정된 인터페이스에서 DAD 처리가 비활성화됩니다.기본값 1은
후속 전송이 없는 단일 전송을 나타냅니다.
 



 
5단계. (선택 사항) IPv6 Address Auto Configuration(IPv6 주소 자동 컨피그레이션) 필드에서
DHCP 서버의 자동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활성화하려면 Enable(활성화)을 선택합니다.활성화
된 경우 스위치는 인터페이스에서 수신된 IPv6 라우터 광고에서 로컬 및 전역 IP 주소의 IPv6
주소 자동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자동 컨피그레이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문서의
"인터페이스에 IPv6 주소 할당" 하위 섹션에 표시되는 IPv6 주소를 정의해야 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Send ICMPv6 Messages(ICMPv6 메시지 보내기) 필드에서 Enable(활성
화)을 클릭하여 연결할 수 없는 대상 메시지를 생성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초기 IPv6 글로벌 컨
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7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IPv6는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활성화됩니다.
 

 



 
8단계. IPv6 Address Table(IPv6 주소 테이블)을 클릭하여 인터페이스에 IPv6 주소를 수동으
로 할당합니다.이 구성은 이 문서의 "인터페이스에 IPv6 주소 할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IPv6 인터페이스 구성 편집
 

1단계.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Interface for Layer 2 mode(레이어 2 모드)를 선택하거나
IP Configuration(IP 컨피그레이션)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Interface for Layer 3 모드를 선택합니다.IPv6 인터페이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Edit IPv6 Interface 창이 나타납니다.
 

 
3단계. 원하는 필드를 편집합니다.필드에 대한 설명은 이 문서의 "IPv6 Interface
Configuration(IPv6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섹션에 있는 3~6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IPv6 인터페이스 구성 삭제
 

1단계. 스위치에서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Interface for Layer 2 mode(레이어 2 모드)를 선택하거나
IP Configuration(IP 컨피그레이션)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Interface for Layer 3 모드를 선택합니다.
 

 
2단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항목이 삭제됩니다.
 

  
인터페이스에 IPv6 주소 할당
 
IPv6 주소 추가
 

1단계.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Addresses for Layer 2 mode(레이어 2 모드)를 선택하거나
IP Configuration(IP 컨피그레이션)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Addresses for Layer 3 모드를 선택합니다.IPv6 주소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일반 IPv6 인터페이스에는 다음 주소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기반으로 EUI-64 형식 인터페이스 ID를 사용하는 로컬 주소를 연
결합니다.
 
·모든 노드 링크 로컬 멀티캐스트 주소(FF02::1)
 
·요청된 노드 멀티캐스트 주소(형식 FF02::1:Xx:xxxx)
 



 
2단계. Interface Name equals to(인터페이스 이름 같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Filter(필터) 필드
의 인터페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Go(이동)를 클릭합니다.인터페이스가 IPv6 인터페이스 테이
블에 표시됩니다.
 

 
3단계. IPv6 주소 테이블 하단의 Add(추가)를 클릭하여 IPv6 주소를 추가합니다.IPv6
Addresses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 IPv6 Interface 필드는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4단계. IPv6 주소 유형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Link Local — IPv6 주소는 단일 네트워크 링크에서 호스트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링크 로
컬 주소는 라우팅할 수 없으며 로컬 네트워크에서만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터페이스
에 링크 로컬 주소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은 컨피그레이션의 주소를 대체합니다.
 
·전역 — IPv6 주소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전역 유니캐스트 IPv6 유



형입니다.
 

 

 
5단계. IPv6 Address 필드에 새 IPv6 주소의 주소를 입력합니다.이 스위치는 하나의 IPv6 인
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스위치는 IPv6 인터페이스에 128개의 주소(기본 링크 로컬 및 멀티캐
스트 주소 포함)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각 주소는 콜론으로 구분된 16비트 값을 사용하여
16진수 형식의 유효한 IPv6 주소여야 합니다.첫 번째 이미지는 링크 로컬 IPv6 주소를, 두 번
째 이미지는 전역 IPv6 주소를 보여줍니다.
 
참고:IPv6 주소 유형으로 Link Local(로컬 링크)을 선택한 경우 8단계로 건너뜁니다.
 

 
6단계. 전역 IPv6 접두사의 길이를 입력합니다.이 값은 3~128이 될 수 있으며 접두사를 구성
하는 주소의 상위 연속 비트 수(주소의 네트워크 부분)를 나타냅니다.
 



 
7단계. (선택 사항) EUI-64 필드에서 Enable(활성화)을 선택하여 EUI-64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MAC 주소에 대한 EUI-64 형식의 도움을 받아 전역 IPv6 주소의 인터페이스 ID 부
분을 식별합니다.
 

 

 

 



 
8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설정이 적용되며, 마지막 3개 이미지에서 추가된 각 구성에 대해 표
시됩니다.
 

 
9단계. IPv6 Interface Table(IPv6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클릭하여 IPv6 Interface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이 구성은 이 문서의 "IPv6 인터페이스 구성"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v6 주소 삭제
 

1단계.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Addresses for Layer 2 mode(레이어 2 모드)를 선택하거나
IP Configuration(IP 컨피그레이션) > Management Interface(관리 인터페이스) > IPv6
Addresses for Layer 3 모드를 선택합니다.IPv6 주소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항목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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