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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atalyst 스위치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보조 시스템 매개변수를 구성하여 인터네트워킹 장비를 손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를 문서화하고 식별할 수 있으므로 네트
워크를 더 쉽게 관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시스템 정보를 보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NMP 관리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통해1.
스위치의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2.

이 문서에서는 CatOS 및 Catalyst 6000 Series 스위치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시스템 매
개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atalyst 스위치에서는 수퍼바이저의 CatOS를,
MSFC의 Cisco IOS 또는 Supervisor 및 MSFC의 Cisco IOS®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SNMP 관리 스테이션에서 시스템 매개변수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스위치의 날짜, 시
간 및 명령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 줍니다.다음은 이 문서에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터미널을 스위치에 연결1.
시스템 이름 설정2.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3.
시스템 위치 설정4.
시스템 연락처 설정5.
시스템 시간 및 날짜 설정6.
시스템 정보 보기7.
날짜 및 시간 보기8.
스위치의 IP 주소 설정9.

스위치의 IP 구성 보기10.

시작하기 전에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아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이퍼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

Catalyst 소프트웨어 버전 6.4(2)를 실행하는 Catalyst 5509 스위치●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 12.1(11b)을 실행하는 Catalyst 6000 스위치●

참고: CatOS의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Catalyst 4000, 5000 또는 Catalyst 6000 제품군 구성원을 사
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문서의 일
부 또는 모든 단계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CatO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위치에서 clear config all 명령을 사용하고 Cisco IOS를 실행하는
스위치에서 write erase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가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갖도록 합니다.

단계별 절차

CatOS 및 Catalyst 6000 Series 스위치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시스템 매개변수를 설정하
여 Supervisor에서 CatOS를, MSFC에서 Cisco IOS 또는 Supervisor 및 MSFC에서 Cisco IOS®를
실행합니다.

터미널을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터미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1.

set system name 명령을 사용하여 CatOS에서 스위치 이름을 설정합니다.hostname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IOS에서 스위치 이름을 설정합니다.

CatOS:

Console> (enable) set system name Switch-A-SJ1

System name set.

Switch-A-SJ1> (enable)

Cisco IOS:

Router(config)#hostname Switch-A-SJ1

Switch-A-SJ1(config)

참고: CatOS의 정상 구성에서 시작하면 set system name 명령을 실행하면 프롬프트에 ">" 기
호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Cisco IOS에서는 사용자 exec 모드에 "Router>"가 자동으로 포함
됩니다.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려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명령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2.

CatOS에서 set prompt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합니다.Cisco IOS의 전역 컨
피그레이션 모드에서 prompt 명령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설정합니다.

3.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0/products_tech_note09186a008010ff7a.shtml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1E/native/configuration/guide/cli.html#wp1020373


CatOS:

Switch-A-SJ1> (enable) set prompt Switch-A>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SJ1(config)#prompt Switch-A>

Switch-A-SJ1(config)#exit

Switch-A>

참고: CatOS에서 set prompt 명령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설정하거나 Cisco IOS의 글로벌 컨
피그레이션 모드에서 prompt 명령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설정할 경우 시스템 프롬프트의 일
부로 표시하려면 ">" 기호를 포함합니다.Cisco IOS에서 새 프롬프트를 제거하고 프롬프트를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no prompt 명령을 사용합니다.
set system location 명령을 사용하여 CatOS에서 스위치의 위치 정보를 설정합니다.Cisco
IOS에 해당하는 명령은 없습니다.그러나 banner motd 전역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사용하여 위
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tOS:

Switch-A> (enable) set system location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System location set.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config)#banner motd ?

  LINE  c banner-text c, where 'c' is a delimiting character

Switch-A(config)#banner motd 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c

참고: "c" 문자 사이의 텍스트는 다음 로그인 시 표시됩니다.

4.

CatOS에서 set system contact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연락처를 설정합니다.Cisco IOS에서
banner motd global configura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CatOS:

Switch-A> (enable) set system contact Tech Support 408 123 4567

System contact set.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config)#banner motd ?

  LINE  c banner-text c, where 'c' is a delimiting character

Switch-A(config)#banner motd 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Tech

Support 408 123 4567 c

5.

CatOS에서 set time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Cisco IOS의 경우 특
별 권한 EXEC 모드에서 clock set 명령을 사용합니다.

CatOS:

Switch-A> (enable) set time Thursday 04/03/2003 17:32:40

Thu Apr 3 2003, 17:32:40

Switch-A> (enable)

Cisco IOS:

6.



Switch-A#clock set 20:09:01 3 Apr 2003

CatOS의 경우 프롬프트에서 show system 명령을 입력하여 시스템 정보를 보고 시스템 이름,
시스템 위치 및 시스템 연락처 필드에 정보를 기록합니다.Cisco IOS에는 동일한 명령이 없습
니다.show environment 명령을 사용합니다.Show run을 사용하여 시스템 위치, 시스템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OS:

Switch-A> (enable) show system

PS1-Status PS2-Status Fan-Status Temp-Alarm Sys-Status Uptime d,h:m:s Logout

---------- ---------- ---------- ---------- ---------- -------------- ------

ok         none       OK         off        OK         14,04:32:32    20 min

PS1-Type   PS2-Type   Modem   Baud  Traffic Peak Peak-Time

---------- ---------- ------- ----- ------- ---- -------------------------

WS-C5508   WS-C5518   disable  9600   0%      0% Thu Apr 3 2003, 00:25:07

System Name              System Location        System Contact             CC

------------------------ ---------------------- -------------------------- ---

Switch-A-SJ1             170 West Tasman Drive, S Tech Support 408 123 456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show environment status

backplane:

 operating clock count: 2

 operating VTT count: 3

fan-tray:

 fantray fan operation sensor: OK

!--- Output suppressed. Switch-A#show run

!

hostname Switch-A-SJ1

!

banner motd ^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C

!

!--- Output suppressed.

7.

CatOS 프롬프트에 show time 명령을 입력하여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Cisco
IOS의 경우 show clock 명령을 사용합니다.

CatOS:

Switch-A> (enable) show timeThu Apr 3 2003, 17:52:44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show clock20:09:06.079 UTC Thu Apr 3 2003

8.

CatOS의 경우 set interface sc0을 사용하고 ip route 명령을 설정하여 스위치의 IP 주소 및 기
본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관리 목적). Cisco IOS의 경우 interface vlan, interface mod/port,
switchport 및 ip route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설정합니다.전역 및 전역 인터
페이스 모드를 모두 시작합니다.

CatOS:

9.



Switch-A> (enable) set interface sc0 172.16.80.83 255.255.255.0

Interface sc0 IP address and netmask set.

!--- Setting the default gateway on the switch Switch-A> (enable) set ip route 0.0.0.0

172.16.80.1

Route added.

Switch-A> (enable)

OR

 !--- Alternate command to set the default gateway on the switch Switch-A> (enable) set ip

route default 172.16.80.1

Route added.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config)#interface vlan 1

Switch-A(config-if)#ip address 172.16.1.2 255.255.255.0

Switch-A(config-if)#no shut

Switch-A(config)#interface fastEthernet 3/1

Switch-A(config-if)#switchport

Switch-A(config-if)#switchport access vlan 1

Switch-A(config-if)#no shut

이제 스위치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다른 유형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본 게이트웨
이 및 라우팅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음 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Switch-A(config)#ip route 0.0.0.0 0.0.0.0 172.16.1.1

CatOS에서 show interface 및 show ip route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의 IP 정보를 확인합니
다.show ip interface brief 및 show ip route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IOS의 IP 정보를 확인합니
다.

CatOS:

Switch-A> (enable) show interface

sl0: flags=50 <DOWN,POINTOPOINT ,RUNNING>

        slip 0.0.0.0 dest 0.0.0.0

sc0: flags=63

Switch-A> (enable) show ip route

Fragmentation   Redirect   Unreachable

-------------   --------   -----------

enabled         enabled    enabled

The primary gateway: 172.16.80.1

Destination      Gateway          RouteMask    Flags   Use       Interface

---------------  ---------------  ----------   -----   --------  ---------

default          172.16.80.1      0x0          UG      193         sc0

172.16.80.0      172.16.80.83     0xffffff00   U       690         sc0

Switch-A> (enable)

Cisco IOS:

Switch-A#show ip interface brief

10.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172.16.1.2         YES    manual        up           up

FastEthernet3/1  unassigned         YES    unset         up           up

!--- Output suppressed. Switch-A#show ip route

Codes: C - connected, S - static, I - IGRP, R - RIP, M - mobile, B - BGP

       D - EIGRP, EX - EIGRP external, O - OSPF, IA - OSPF inter area

       N1 - OSPF NSSA external type 1, N2 - OSPF NSSA external type 2

       E1 - OSPF external type 1, E2 - OSPF external type 2, E - EGP

       i - IS-IS, L1 - ISIS level-1, L2 - ISIS level-2, ia - ISIS inter area

       * - candidate default, U - per-user static route, o - ODR

       P - periodic downloaded static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172.16.1.1 to network 0.0.0.0

     172.16.0.0/24 is subnetted, 1 subnets

C       172.16.1.0 is directly connected, Vlan1

S*   0.0.0.0/0 [1/0] via 172.16.1.1

Switch-A#

Catalyst 스위치에서 IP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IP 주소 구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정보 확인을 위한 명령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정보를 확인합니다.

show system - 현재 시스템 설정을 봅니다.●

show time - 시스템의 날짜 및 시간을 봅니다.●

show interface - 스위치에서 구성된 IP 주소를 봅니다.●

show ip route - 스위치에 구성된 기본 게이트웨이를 보려면●

명령 요약

다음은 이 문서에서 참조하는 다양한 명령입니다.

CatOS(활성화 모드에
서)

Cisco IOS(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시스템 이름 설정 호스트 이름

프롬프트 설정 프롬프트에서 중단될 수 있습니
다

시스템 위치 설정 banner motd
시스템 연락처 설정 banner motd
시간 설정 시계

int sc0 설정 인터페이스 vlan, 인터페이스
mod/port, switchport

ip 경로 설정 ip 경로
CatOS(활성화 모드에
서) Cisco IOS(활성화 모드에서)

시스템 표시 환경 표시, 실행 표시
시간 표시 시계 표시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10e9ca.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10e9ca.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10e9ca.shtml


   

show interface show ip interface brief
IP 경로 표시 IP 경로 표시

관련 정보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에서 IP 주소 구성●

처음으로 스위치 구성 - Cisco IOS●

Catalyst 스위치에서 구성 파일 작업●

LAN 제품 지원●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10e9ca.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1E/native/configuration/guide/supcfg.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0/products_tech_note09186a008015bfab.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eb/psa/products/tsd_products_support_general_information.html?c=268438038&sc=278875285&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eb/psa/technologies/tsd_technology_support_technology_information.html?c=268435696&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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