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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관리 터미널을 연결하고 구성하는 데 기본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문서에서는 Catalyst 1900, 2820, 2900, 350, 2940, 2950, 2970, 3550, 3560, 2948G-L3,
4500/4000, 48490G, 8G-L3, 5500/5000, 6500/6000 및 8500 시리즈 스위치.서로 다른 연결 속도,
케이블 또는 장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시리즈 스위치의 Multilayer LAN 스위치 하드
웨어 및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atalyst 1900, 2820, 290, 350, 2940, 2950, 2970, 3550, 3560, 2948G-L3, 4500/4000, 4840G,
49-8G l3, 5500/5000, 6500/6000 및 8500 시리즈 스위치

●

이러한 스위치에서는 터미널을 콘솔 포트에 연결하려면 롤오버 또는 straight-through RJ-45 케이블
을 사용해야 합니다.사용하는 케이블은 Supervisor Engine의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롤오버 케이블과 직선 케이블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과 다른 핀아웃이 있습니다. 이 핀아웃은 스
위치 간에 10/100BASE-TX 이더넷 포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사용하는 케이블 유형을 확인하려면
문서 RJ-45 케이블 또는 콘솔 및 AUX 포트용 케이블링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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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을 Catalyst 1900/2820, 2900/3500XL, 2940, 2950/2955,
2970, 3550, 3560 및 3750 시리즈 스위치에 연결

제공된 롤오버 케이블 및 DB-9 어댑터를 사용하여 PC를 스위치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스위치 콘
솔 포트를 터미널에 연결하려면 RJ-45-to-DB-25 암 DTE 어댑터를 제공해야 합니다.Cisco의 어댑터
가 포함된 키트(부품 번호 ACS-DSBUASYN=)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PC 또는 터미널은 VT100 터
미널 에뮬레이션을 지원해야 합니다.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Microsoft Windows
HyperTerminal 또는 Symantec Procomm Plus와 같은 PC 애플리케이션)를 사용하면 설치 프로그
램 중에 스위치와 PC 또는 터미널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터미널을 스위치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통해 스위치와 통신하도록 PC 또는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

다음 콘솔 포트 기본 특성과 일치하도록 PC 또는 터미널의 전송 속도 및 문자 형식을 구성합
니다.9600보드8 데이터 비트정지 비트패리티 없음

2.

제공된 롤오버 케이블을 사용하여 RJ-45 커넥터를 콘솔 포트에 삽입합니다3.

//www.cisco.com/univercd/cc/td/doc/pcat/rj45__c1.htm
//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32/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ce6.shtml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
제공된 RJ-45-to-DB-9 암 DTE 어댑터를 PC에 연결하거나 적절한 어댑터를 터미널에 연결합
니다.

4.

제공된 롤오버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연결된 어댑터에 삽입합니다.5.
PC 또는 터미널이 있는 경우 터미널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6.

표 A-1:DB-9 어댑터를 사용한 콘솔 포트 신호 및 케이블 연결
콘솔 포트
(DTE)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RJ-45-to-DB-9 터
미널 어댑터

콘솔
장치

신호 RJ-45
핀

RJ-45
핀 DB-9 핀 신호

RTS1 1 8 8 CTS2

연결 없음 2 7 6 DSR

TxD3 3 6 2 RxD4

GND5 4 5 5 GND
GND 5 4 5 GND
RxD 6 3 3 TxD
연결 없음 7 2 4 DTR6

CTS 8 1 7 RTS

1 RTS = 전송 요청

2 CTS = 보내기 지우기

3 TxD = 데이터 전송

4 RxD = 데이터 수신

5 GRD = 접지

6 DTR = 데이터 터미널 준비

터미널에 연결

가상 평면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및 RJ-45-to-DB-25 암 DTE 어댑터를 사용하여 콘솔 포트
를 터미널에 연결합니다.표 A-2에는 콘솔 포트의 핀아웃,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RJ-45-to-
DB-25 암 DTE 어댑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RJ-45-to-DB-25 암 DTE 어댑터에는 스위치가 없습니다.Cisco에서 이 어댑터를 포함하는 키
트(부품 번호 ACS-DSBUASYN=)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표 A-2:DB-25 어댑터를 사용한 콘솔 포트 신호 및 케이블 연결

콘솔 포트
(DTE)

RJ-45-to-RJ-
45 롤오버 케이
블

RJ-45-to-DB-25 터
미널 어댑터

콘솔
장치

신호 RJ-45
핀

RJ-45
핀 DB-25핀 신호

RTS 1 8 5 CTS
연결 없음 2 7 6 DSR
TxD 3 6 3 RxD
GND 4 5 7 GND
GND 5 4 7 GND
RxD 6 3 2 TxD
연결 없음 7 2 20 DTR
CTS 8 1 4 RTS

터미널을 Catalyst 2948G-L3, 4908G-L3 및 4840G Series 스위치
에 연결

직접 콘솔 연결에서 콘솔 포트로 또는 관리 포트를 통해 원격으로 Catalyst 스위치 라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솔 포트를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에 연결하려면 RJ-45-to-RJ-45 롤
오버 케이블 및 RJ-45-to-DB-9 암 DTE 어댑터("터미널" 레이블 포함)를 사용합니다.

●

직접 콘솔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9600 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및 1 정지 비트에 대해
터미널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

콘솔 포트 핀아웃

콘솔 포트는 RJ-45 콘센트입니다.DTR 및 DSR 핸드셰이크 신호를 지원합니다.RTS 신호는 CTS 신
호의 상태를 추적합니다.표 B-1은 콘솔 포트의 핀아웃을 나열합니다.

표 B-1:콘솔 포트 핀아웃
핀 신호 방향 설명

11 RTS/CTS 출력 보내기 요청/보내기
지우기

2 DTR 출력 데이터 터미널 준비
3 TxD 출력 데이터 전송
4 SGND — 신호 접지
5 SGND — 신호 접지
6 RxD 입력 데이터 수신
7 DSR 입력 데이터 세트 준비됨

81 RTS/CTS 입력 보내기 요청/보내기



지우기

1 핀 1은 핀 8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Catalyst 2926 및 2926G Series 스위치에 터미널 연결

Catalyst 2926 Series 스위치의 Supervisor Engine 전면 패널에 콘솔 포트가 있습니다.포트에는 다
음 그림과 같이 "CONSOLE"이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림:콘솔 포트 커넥터(Catalyst 2926 Series 스위치)

Supervisor Engine 콘솔 포트는 DCE EIA/TIA-232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DCE DB-25 콘센트입니
다.EIA/TIA-232는 최대 64kbps의 신호 속도로 비균형 회로를 지원합니다.

콘솔 포트를 연결하기 전에 터미널 설명서를 참조하여 전송 속도를 확인하십시오.터미널의 전송 속
도는 스위치 콘솔 포트의 기본 전송 속도(9600bps[bits per second])와 일치해야 합니다.다음과 같
이 터미널을 설정합니다.

9,600bps●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터미널 또는 PC와 같은 DTE 장치에 연결합니다.모뎀
이나 DSU(데이터 서비스 장치)와 같은 원격 DCE 장치에 스위치를 연결하려면 null 모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DCE 및 DTE 케이블 커넥터의 경우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그림:EIA/TIA-232 어댑터 케이블 커넥터, 네트워크 엔드

참고: 콘솔 포트는 비동기(비동기) 직렬 포트입니다.이 포트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비동기 전송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실행될 때 DSR 및 DCD(데이터 캐리어 탐지)가 모두 활성화됩니다.RTS 신호는 CTS 입력
의 상태를 추적합니다.콘솔 포트는 모뎀 제어 또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표 C-
1은 콘솔 포트 핀아웃을 나열합니다.

표 C-1:Catalyst 2926 Series Console Port Pinouts
핀 신호 방향 설명
1 GND   접지
2 RxD —> 데이터 수신
3 TxD <— 데이터 전송



4 CTS <— 보내기 지우기
5 RTS —> 전송으로 돌아가기
7 GND   접지
8 DTR —> 데이터 터미널 준비
20 DCD <— 데이터 캐리어 탐지

Catalyst 2926G Series Switch

다음 그림은 Catalyst 2926G Series 스위치의 전면 패널에 있는 콘솔 및 보조(AUX) 포트를 보여줍
니다.

참고: 현재 AUX 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콘솔 및 AUX 포트 커넥터

RJ-45 커넥터가 있는 EIA/TIA-232 비동기 직렬 포트인 콘솔 포트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와 함께 모
든 기능을 갖춘 DTE 연결입니다.

터미널을 얇은 평면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과 다음 어댑터 중 하나로 연결합니다.

RJ-45-to-DB-9 어댑터●

RJ-45-D-서브미니어처 암 어댑터●

RJ-45-to-D-subminiary male 어댑터●

참고: 사용하는 어댑터는 터미널 커넥터에 따라 다릅니다.

표 C-2:Catalyst 2926G Series Console Port Pinouts
콘솔 포트 콘솔 장치
핀(신호) 연결 대상
핀 8에 대해 1이 반복됨 —
2(DTR) DSR
3(RxD) TxD
4(GND) GND
5(GND) GND
6(TxD) RxD
7(DSR) DTR
핀 1에 8개 루프됨 —

참고: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및 어댑터는 Catalyst 2926G 시리즈 스위치와 함께 제공된 콘
솔 포트 액세서리 키트에 있습니다.

Catalyst 5500/5000 Supervisor Engine I 및 II 콘솔 포트에 터미널
연결



Supervisor Engine 전면 패널에서 포트를 찾습니다.앞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포트에는
"CONSOLE"이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콘솔 포트는 DCE EIA/TIA-232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DCE DB-25 남성 콘센트입니다.시스템이 실행될 때 DSR과 DCD 모두 활성 상태입니다.RTS 신호
는 CTS 입력의 상태를 추적합니다.콘솔 포트는 모뎀 제어 또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지원하지 않
습니다.

참고: Supervisor Engine I 또는 II에 대한 교체 콘솔 포트 액세서리 키트가 필요한 경우 부품 번호는
ACS-2500ASYN=입니다.이 키트는 Cisco 2500 시리즈를 비롯한 다른 여러 Cisco 라우터와 함께 제
공됩니다.

모뎀과 같은 원격 DCE 장치에 스위치를 연결하려면 null 모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Supervisor
Engine I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모뎀
연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터미널 또는 PC와 같은
DTE 장치에 연결합니다.

그림:EIA/TIA-232 DB-25 Adapter Cable Connector

표 D-1:Supervisor Engine I 및 II 콘솔 케이블 핀아웃 25핀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스위치 콘솔(DCE) 터미널(DTE)
2 RXD 2 TxD
3텍스트 3 RxD
RTS 4개 RTS 4개
5 CTS 5 CTS
6 DSR 6 DSR
7 GND 7 GND
DCD 8개 DCD 8개
20DTR 20DTR

표 D-2:Supervisor Engine I and II Console Cable Pinouts 25 PIN - 9핀 어댑터 케이블
스위치 콘솔(DCE) 터미널(DTE)
2 RXD 3TxD
3텍스트 RxD 2개
RTS 4개 7RTS
5 CTS 8 CTS
6 DSR 6 DSR
7 GND 5 GND
DCD 8개 DCD 1개
20DTR 2 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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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포트에 연결할 터미널 구성

참고: 콘솔 포트는 비동기 직렬 포트입니다.이 포트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비동기 전송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솔 포트를 연결하기 전에 터미널 설명서를 참조하여 전송 속도를 확인하십시오.터미널의 전송 속
도는 콘솔 포트의 기본 전송 속도(9600 baud)와 일치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터미널을 설정합니다
.

9600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Catalyst 5500/5000 Supervisor Engine III 콘솔 포트에 터미널 연
결

Supervisor Engine 전면 패널에서 포트를 찾습니다.앞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포트에는
"CONSOLE"이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포트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 및 RJ-45 커넥터를 사용하는
EIA/TIA-232 비동기 직렬, 모든 기능을 갖춘 DTE 연결입니다.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터미널 또는 PC와 같은 DTE 장치에 연결합니다.

참고: Supervisor Engine III에 대한 교체 콘솔 포트 액세서리 키트가 필요한 경우 부품 번호는 CAB-
S3-CONSOLE=입니다.

참고: AUX 포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림:EIA/TIA-232 RJ-45 Adapter Cable Connector

표 E-1:Supervisor Engine III Console Port Pinouts RJ-45-to-DB-25 Adaptor Cable
DTE(Switch Console)의 RJ-
45(Straight-Through 케이블 사용)

터미널(DTE)의
DB-25

RTS 1개(핀 8로 루프됨) —
2 DTR 6 DSR
3 RxD 2 TxD
4 GND 7 GND
5 GND가 4로 연결됨 7 GND
6 TxD 3 RxD



7 DSR 20DTR
CTS 8개(핀 1로 루프됨) —

표 E-2:Supervisor Engine III Console Port Pinouts RJ-45-to-DB-9 어댑터 케이블
DTE(Switch Console)의 RJ-
45(Straight-Through 케이블 사용)

터미널(DTE)의
DB-9

RTS 1개(핀 8로 루프됨) —
2 DTR 6 DSR
3 RxD 3TxD
4 GND 5 GND
5 GND가 4로 연결됨 5 GND
6 TxD RxD 2개
7 DSR 2 DTR
CTS 8개(핀 1로 루프됨) —

콘솔 포트에 연결할 터미널 구성

참고: 콘솔 포트는 비동기 직렬 포트입니다.이 포트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비동기 전송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솔 포트를 연결하기 전에 터미널 설명서를 참조하여 전송 속도를 확인하십시오.터미널의 전송 속
도는 콘솔 포트의 기본 전송 속도(9600 baud)와 일치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터미널을 설정합니다
.

9600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터미널을 Catalyst 5500/5000 Supervisor Engine II G 및 III G 콘솔
및 RSFC 포트에 연결

Supervisor Engine 전면 패널에는 스위치 콘솔 포트와 RSFC(Route Switch Feature Card) 콘솔 포
트가 있습니다.포트에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각각 "CONSOLE" 및 "RSFC" 레이블이 있습
니다.두 포트 모두 EIA/TIA-232 비동기, 하드웨어 흐름 제어 및 RJ-45 커넥터를 사용하는 직렬, 모든
기능을 갖춘 DTE 연결입니다.

참고: Supervisor Engine II G 또는 III G에 대한 교체 콘솔 포트 액세서리 키트가 필요한 경우 부품
번호는 ACS-2500ASYN=입니다.이 키트는 Cisco 2500 시리즈를 포함하는 다른 여러 Cisco 라우터
와 함께 제공됩니다.



Supervisor Engine II G 또는 III G 콘솔 포트에 연결하는 케이블 유형은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의 위
치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Console Port Mode Switch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모뎀과 같은 원격 DCE 장치에 스위치를 연결하려면 null 모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Supervisor
Engine II G 또는 III G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모뎀 연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터미널 또는
PC와 같은 DTE 장치에 연결합니다.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면 터미널(DTE) 또는 모뎀(DCE)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선
택한 모드와 사용하는 케이블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Supervisor Engine Module II G 및 Supervisor Engine Module III G와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
및 어댑터는 Cisco 2500 Series 라우터(및 기타 Cisco 제품)에서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모드 1:을 눌러 위치로 이동합니다.이 모드를 사용하여 Supervisor Engine과 함께 제공된 콘솔
케이블 및 DTE 어댑터("터미널" 레이블 포함)를 사용하여 터미널을 포트에 연결합니다.또한 이
모드를 사용하여 스위치와 함께 제공된 콘솔 케이블 및 DCE 어댑터("모뎀" 레이블 사용)를 사
용하여 모뎀을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모드 2:바깥쪽 위치로 누릅니다.Supervisor Engine III 콘솔 케이블(제공되지 않음)을 사용하여
터미널을 포트에 연결하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

그림:EIA/TIA-232 RJ-45 Adapter Cable Connector

표 F-1:DB-9 어댑터를 사용한 콘솔 포트 신호 및 케이블 연결

스위치 콘
솔(DTE)

RJ-45-RJ-45
롤오버 케이
블

RJ-45-to-DB-9
어댑터 터미널(DTE)

신호 RJ-45
핀

RJ-45
핀 DB-9 핀 신호

RTS 11 8 8 CTS
DTR 2 7 6 DSR
TxD 3 6 2 RxD
GND 4 5 5 GND
GND 5 4 5 GND
RxD 6 3 3 TxD
DSR 7 2 4 DTR
CTS 81 1 7 RTS

1 핀 1에는 핀 8에 대한 내부 연결이 있습니다.

표 F-2:DB-25 어댑터를 사용한 콘솔 포트 신호 및 케이블 연결
스위치 콘 RJ-45-to-RJ- RJ-45-to-DB-25 터미널(D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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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DTE) 45 롤오버 케
이블 어댑터

신호 RJ-45
핀

RJ-45
핀 DB-25핀 신호

RTS 11 8 5 CTS
DTR 2 7 6 DSR
TxD 3 6 3 RxD
GND 4 5 7 GND
GND 5 4 7 GND
TxD 6 3 2 TxD
DSR 7 2 20 DTR
CTS 81 1 4 RTS

1 핀 1에는 핀 8에 대한 내부 연결이 있습니다.

콘솔 또는 RSFC 포트에 연결하기 위한 터미널 구성

참고: 콘솔 포트는 비동기 직렬 포트입니다.이 포트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비동기 전송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솔 포트를 연결하기 전에 터미널 설명서를 참조하여 전송 속도를 확인하십시오.터미널의 전송 속
도는 콘솔 포트의 기본 전송 속도(9600 baud)와 일치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터미널을 설정합니다
.

9600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Catalyst 4500/4000 Supervisor Engine I 콘솔 포트에 터미널 연결

다음 그림에 나타나는 콘솔 포트는 DCE EIA/TIA-232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DCE DB-25 콘센트입
니다.EIA/TIA-232는 최대 64kbps의 신호 속도로 비균형 회로를 지원합니다.

그림:DCE DB-25 커넥터

널 모뎀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뎀이나 DSU와 같은 원격 DCE 장치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straight-
through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터미널 또는 PC와 같은 DTE 장치에 연결합니다.

Catalyst 4500/4000 Supervisor Engine I의 콘솔 포트는 DB-25 커넥터를 사용하며 DTR, DSR, CTS
및 RTS 핸드셰이크 신호를 지원합니다.표 G-1에는 Catalyst 4500/4000 Supervisor Engine I 콘솔
포트 핀아웃이 나와 있습니다.



표 G-1:Catalyst 4003 콘솔 포트 핀아웃
핀 신호 방향 설명
1 접지  
2 RxD 입력 데이터 수신
3 TxD 출력 데이터 전송
4 CTS 입력 보내기 지우기
5 RTS 출력 전송 요청
7 접지  

8 DTR 출력 데이터 터미널 준
비

20 DSR 입력 데이터 세트 준비
됨

터미널을 Catalyst 4500/4000 Supervisor Engine II/II+/III/IV,
2948G, 2980G 및 4912G에 연결

콘솔 포트에 대한 직접 콘솔 연결에서 Catalyst 4500/4000 시리즈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솔 포트를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에 연결하려면 RJ-45-to-RJ-45 롤
오버 케이블 및 RJ-45-to-DB-9 암 DTE 어댑터("터미널" 레이블 포함)를 사용합니다.직접 콘솔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9600 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및 1 정지 비트에 대해 터미널 에
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

표 H-1에는 스위치 콘솔 포트 핀아웃이 나와 있습니다.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위치
를 터미널 또는 PC와 같은 DTE 장치에 연결합니다.

표 H-1:Catalyst 4500/4000 Supervisor Engine II 이상, 2948G, 2980G 및 4912G 콘솔 포트 핀아웃
핀 신호 방향 설명
1 RTS 출력 전송 요청

2 DTR 출력 데이터 터미널 준
비

3 TxD 출력 데이터 전송
4 접지  
5 접지  
6 RxD 입력 데이터 수신

7 DSR 입력 데이터 세트 준비
됨

8 CTS 입력 보내기 지우기

Catalyst 6500/6000 Supervisor Engine I, II 및 720 콘솔 포트 신호
및 핀아웃

Catalyst 6500/6000 시리즈 스위치는 콘솔(ASCII 터미널 또는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
행하는 PC) 또는 모뎀을 콘솔 포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케이블 및 어댑터가 포함된 액세서리 키
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액세서리 키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RJ-45-to-DB-9 암 DTE 어댑터(레이블 "터미널")●

RJ-45-to-DB-25 암 DTE 어댑터(레이블 "터미널")●

RJ-45-to-DB-25 Male DCE 어댑터("모뎀" 레이블 포함)●

이러한 항목은 Cisco 2500 Series 라우터 및 기타 Cisco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 및 어댑터와
동일합니다.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

Supervisor Engine 전면 패널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터미널 또는 모뎀을
콘솔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볼 포인트 펜 팁이나 기타 작고 뾰족한 개체를 사용하여 콘솔 포트 모드 스위치에 액세스합니
다.스위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드 1:스위치가 위치에 있습니다.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및 DTE 어댑터("터미널" 레이
블 포함)를 사용하여 터미널을 콘솔 포트에 연결하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
하여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및 DCE 어댑터("모뎀" 레이블 포함)를 사용하여 콘솔 포트
에 모뎀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 포트 모드 1 신호 및 핀아웃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모드 2:스위치가 출력 위치에 있습니다.Catalyst 5500/5000 Series Supervisor Engine III 콘솔
straight-through 케이블 및 터미널 연결에 적합한 어댑터를 사용하여 터미널을 콘솔 포트에 연
결하려면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케이블과 어댑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콘솔 포트 모드 2
신호 및 핀아웃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콘솔 포트 모드 1 신호 및 핀아웃

이 섹션에서는 모드 1의 콘솔 포트에 대한 신호 및 핀아웃을 제공합니다. 포트 모드 스위치는 위치
에 있습니다.

DB-9 어댑터(PC 연결용)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및 RJ-45-to-DB-9 암 DTE 어댑터(레이
블 "터미널")를 사용하여 콘솔 포트를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에 연결합
니다.표 I-1에는 비동기 직렬 콘솔 포트의 핀아웃,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RJ-45-to-DB-
9 암 DTE 어댑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표 I-1:포트 모드 1 - 콘솔 포트 신호 및 핀아웃(DB-9 어
댑터)1 핀 1에는 핀 8에 대한 내부 연결이 있습니다.

●

DB-25 어댑터(터미널에 연결하는 경우)콘솔 포트를 터미널에 연결하려면 RJ-45-to-RJ-45 롤오
버 케이블 및 RJ-45-to-DB-25 암 DTE 어댑터("터미널" 레이블 포함)를 사용합니다.표 I-2는 비
동기 직렬 콘솔 포트의 핀아웃,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RJ-45-to-DB-25 암 DTE 어댑터
를 나열합니다.표 I-2:포트 모드 1 - 콘솔 포트 신호 및 핀아웃(DB-25 어댑터)1 핀 1에는 핀 8에
대한 내부 연결이 있습니다.

●

모뎀 어댑터콘솔 포트를 모뎀에 연결하려면 RJ-45-to-RJ-45 롤오버 케이블 및 RJ-45-to-DB-25
남성 DCE 어댑터("모뎀" 레이블 포함)를 사용합니다.표 I-3에는 비동기 직렬 보조 포트, RJ-45-
to-RJ-45 롤오버 케이블, RJ-45-to-DB-25 수컷 DCE 어댑터의 핀아웃이 나와 있습니다.표 I-
3:포트 모드 1 - 콘솔 포트 신호 및 핀아웃(모뎀 어댑터)1 핀 1에는 핀 8에 대한 내부 연결이 있습
니다.

●

콘솔 포트 모드 2 신호 및 핀아웃

이 섹션에서는 모드 2의 콘솔 포트에 대한 신호 및 핀아웃을 제공합니다. 포트 모드 스위치는 출력



위치에 있습니다. 핀아웃은 표 I-4를 참조하십시오.모드 2에서는 표준 RJ-45 straight-through 케이
블을 사용하여 터미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표 I-4:콘솔 포트 핀아웃(포트 모드 스위치 출력)
콘솔 포트 콘솔 장치
핀(신호) 입력/출력

1(RTS)1 출력
2(DTR) 출력
3(RxD) 입력
4(GND) GND
5(GND) GND
6(TxD) 출력
7(DSR) 입력

8(CTS)1 입력

1 핀 1에는 핀 8에 대한 내부 연결이 있습니다.

Catalyst 8510CSR 및 8540CSR 스위치 콘솔 포트 핀아웃

라우트 프로세서의 콘솔 포트는 EIA/TIA-232, DCE, DB-25 콘센트입니다.시스템이 실행될 때
DSR과 DCD 모두 활성 상태입니다.RTS 신호는 CTS 입력의 상태를 추적합니다.콘솔 포트는 모뎀
제어 또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콘솔 포트에는 straight-through EIA/TIA-232 케
이블이 필요합니다.표 J-1은 콘솔 포트 핀아웃을 나열합니다.

표 J-1:DB-25 콘솔 포트 핀아웃
핀 신호 방향 설명
1 GND - 접지
2 TxD <— 데이터 전송
3 RxD —> 데이터 수신
4 RTS —> 보내기 준비1

5 CTS —> 보내기1 지우기

6 DSR —> 데이터 세트 준비됨(항
상 켜짐)2

7 GND - 접지

8 DCD —> 데이터 캐리어 탐지(항
상 켜짐)2

20 DTR <— 데이터 터미널 준비
실드 GND - 실드 그라운드

1 핀 4와 5에 연결이 있습니다.

2 핀 6과 8에 연결이 있습니다.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터미널 연결 문제 해결



   

콘솔 연결을 통해 디바이스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롤오버 또는 straight-through 케이블이 정상 작동이 확인된 케이블인지 확인합니다.(크로스오
버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PC에 연결되는 다른 DB-9 어댑터를 사용해 보십시오.●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설정이 9600 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및 1 정지 비트
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흐름 제어를 하드웨어 대신 none으로 설정합니다.

●

롤오버 또는 straight-through 케이블이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로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이 AUX 포트에서 종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PC 또는 터미널에서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관련 정보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모뎀 연결●

LAN 제품 지원 페이지●

LAN 스위칭 지원 페이지●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67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30.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products/tsd_products_support_general_information.html?c=268438038&sc=278875285 &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tsd_technology_support_technology_information.html?c=268435696&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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