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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출판 부품 번호 게시 날짜 코멘트 

202-12148-03 4. 2021 다음 장을 추가했습니다. 

 

_bookmark3643페이지 보안 

_bookmark6467 페이지 진단 및 문제 해결 

 

기존 챕터에 다음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23페이지 자동 트렁크 개요 

24페이지 자동 트렁크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27 페이지 Auto-LAG 개요  

_bookmark2428 페이지 Auto-LAG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_bookmark2528 페이지  Auto-LAG에 대한 해시 모드 

구성  

54 페이지 실행 중인 구성 저장  

55 페이지  실행 중인 구성 다운로드  

56 페이지   구성 복원.  

_bookmark58_bookmark6259 페이지 스위치에 대한 STP 브리지 

우선순위 설정  

63페이지 포트 및 스위치  상태 표시  

66 페이지  인접 장치 표시 

 

다음 섹션이 변경되었습니다. 

_bookmark17페이지  지원되는 스위치 

15페이지_bookmark13 AV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 

구성 및 할당  

_bookmark1719 페이지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만들기  

34 페이지 PoE 인터페이스 설정 관리 

_bookmark5154페이지 실행 중인 구성  저장 

202-12148-02 11. 2020 다음 장을 추가했습니다. 

_bookmark2226페이지 링크 집계  

33페이지 이더넷을 통한 전원 공급 

15페이지 AV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할당하는 DHCP 서버 옵션 

202-12148-01 9. 2020 첫 번째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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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 UI 시작하기 

 

 

이 사용 설명서는 완전 관리형 스위치 M4250 시리즈의 AV 라인용이며 모든 M4250 스위치 모델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AV UI에서 스위치를 사용하고 AV(오디오-비디오) 로컬 브라우저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장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되는 스위치 

• 사용 가능한 출판물 

• AV 로컬 브라우저 UI 개요 

• _bookmark4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V UI에   로그인 

• _bookmark7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  

• _bookmark8 스위치 등록 

 

 참고: 이 설명서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의 지원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새로운 기능 및 버그 수정이 포함된 펌웨어 업데이트는 netgear.com/support/downloa d/에서 수시로 

제공됩니다. 새 펌웨어를 수동으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이나 동작 이 이 가이드에 

설명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tgear.com/support/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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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스위치 
이 릴리스 및 이 AV 사용 설명서는 다음 M4250 스위치 모델용입니다. 

• 8포트 PoE + 및 PoE++ 모델: 

- M4250-10G2F-PoE+: 8개의 PoE+(802.3at) 1GBASE-T RJ-45 포트, 2개의 1GBASE-T  

RJ-45 포트 및 두 개의 1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125W입니다. 

- M4250-10G2XF-PoE+: 8개의 PoE+ (802.3at) 1GBASE-T RJ-45 포트, 2개 

1GBASE-T RJ-45 포트 및 두 개의 10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240W입니다. 

- M4250-10G2XF-PoE++: 8개의 PoE++ (802.3bt) 1GBASE-T RJ-45 포트, 2개 

1GBASE-T RJ-45 포트 및 두 개의 10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720W입니다. 

 

• 24포트 PoE + 및 PoE++ 모델: 

- M4250-26G4F-PoE+: 24 PoE+ (802.3at) 1GBASE-T RJ-45 포트, 2개의 1GBASE-T  

RJ-45 포트 및 4개의 1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300W입니다. 

- M4250-26G4XF-PoE+: 24 PoE+ (802.3at) 1GBASE-T RJ-45 포트, 2개의 1GBASE-T  

RJ-45 포트 및 4개의 10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480W입니다. 

- M4250-26G4F-PoE++: 24 PoE++ (802.3bt) 1GBASE-T RJ-45 포트, 2개의 1GBASE-T  

RJ-45 포트 및 4개의 10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두 내부 전원 공급 장치가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 1440W 입니다. 

 

• 40포트 PoE + 및 PoE++ 모델: 

- M4250-40G8F-PoE+: 40 PoE+ (802.3at) 1GBASE-T RJ-45 포트 및 8개의 1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480W입니다. 

- M4250-40G8XF-PoE+: 40 PoE+ (802.3at) 1GBASE-T RJ-45 포트 및 8개의 10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960W입니다. 

- M4250-40G8XF-PoE++: 40 PoE++ (802.3bt) 1GBASE-T RJ-45 포트 및 8개 

10G SFP + 파이버 업링크 포트. 스위치의 총 PoE 용량은 2880W이며 세 개의 내부 전원 공급 장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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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모델: 

- M4250-12M2XF: 2.5Gbps 포트가 있는 LED 타일 모델. 2.5GBASE-T RJ-45 포트 12개 와 10G SFP+ 

파이버 업링크 포트 2개. 

- M4250-16XF: 여러 개의 10G SFP+ 파이버 포트가 있는 어그리게이션 모델. 16개의 1G/10G SFP+ 

광섬유 포트. 

 

사용 가능한 출판물 
AV 라인 완전 관리형 스위치 M4250 시리즈에 대한 다음 간행물은 netgear.com/support/do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설치 가이드 

•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 

• 메인 안내사 설명서 

• 오디오-비디오 사용자 설명서 (이 설명서)  

• 소프트웨어 관리 매뉴얼 

• CLI 명령 참조 설명서 

 

AV 로컬 브라우저 UI 개요 
 스위치에는 스위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내장형 웹 서버 및 관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관리 소프트웨어 없이 간단한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AV 흐름, 

스위치 효율성 및 전반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고급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소프트웨어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스위치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 기능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디오-비디오 로컬 브라우저 사용자 인터페이스(AV UI)는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 또는 대역외(OOB) 

포트(서비스 포트라고도 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메인 로컬 브라우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UI)는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 또는 OOB 포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SNMP) 

•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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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표준 기반 관리 방법을 사용하면 스위치의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크기 및 요구 사항 및 기본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AV(오디오-비디오) 로컬 브라우저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디오-비디오 로컬 브라우저 UI를 AV UI로 축약 합니다. 

 AV UI는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오디오-비디오 및 기타 유형의 네트워크 프로필을 원격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관리 도구입니다.  

 

참고: VLAN, QoS 및 ACL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스위치 기능을 구성하려면 기본 UI를 사용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V UI에 로그인 
스위치에 처음 로그인하고 스위치의 기본 IP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설치 안내서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액세스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웹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컴퓨터에서 

관리 인터페이스 또는 OOB(대역외-Out of Band) 포트의 IP 주소를 ping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 AV UI 또는 기본 UI에 관리자 사용자로 처음 로그인하면 암호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암호가 비어 

있음). 처음 로그인 한 후에는 AV UI 또는 기본 UI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UI를 사용하여 암호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기본 IP 주소를 사용하여 AV UI에 로그인 

스위치 기본 IP 주소를 사용하여 AV UI를 통해 스위치에 액세스하려면, 

1.  고정 IP 주소로 컴퓨터를 준비 합니다.  

•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를 통한 액세스의 경우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0.0 인 

169.254.0.0 서브넷의 고정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169.254.100.201을 사용합니다. 

• OOB 포트: OOB 포트를 통한 액세스의 경우 서브넷 마스크 가 255.255.0.0 인 192.168.0.0 서브넷의 

고정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192.168.0.201 및 255.255.255.0을 사용합니다. 

 

2. 컴퓨터의 이더넷 포트에서 스위치의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 또는 스위치의 OOB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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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브라우저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기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를 통한 액세스의 경우  

http://169.254.100.100. 

• OOB 포트: OOB 포트를 통해 액세스하려면 http://192.168.0.239 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알려진 IP 주소로 AV UI에 로그인 
스위치에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의 DHCP 서버가 스위치에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허용 한 

경우 DHCP 서버에 액세스하거나 IP 스캐너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설명서의 절차 에서는 스위치의 IP 주소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알려진 IP 주소를 사용하여 AV UI를 통해 스위치에 액세스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local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  
AV UI 페이지에서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Apply 적용 또는 Save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내용이 현재 세션에 

대해 저장되지만 다시 시작할 때 유지되지 않습니다. 스위치. 즉, 실행 중인 구성 이 시작 구성(startup-config 

파일)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아직 영구적으로 저장 되지 않습니다.  

http://169.254.100.100/
http://169.254.100.100/
http://192.168.0.239/
http://192.16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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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경 사항(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4페이지의 실행 중인 구성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스위치 등록 
제품 업데이트 및 제품 보증 자격을 갖추려면 제품을 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면 이메일 알림이 작동하고 기술 지원 해결 시간이 단축되며 배송 주소의 정확성 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의 제품 개발에 귀하의 의견을 통합 하고 싶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으며 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NETGEAR에 스위치를 등록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페이지 상단의 질문/도움말 메뉴에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NETGEAR 계정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my.netgear.com/registration/login.aspx 

5. NETGEAR 계정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고 NETGEAR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 NETGEAR 계정을 만들지 않은 경우 계정 만들기 링크를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계정을 만든 다음 

NETGEAR 전자 메일 주소 및 암호로 스위치를 등록합니다. 

https://my.netgear.com/registration/log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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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비디오 프로파일 템플릿 및 

네트워크 프로파일 
 

 

 스위치는 미리 구성된 AV(오디오-비디오) 프로파일 템플릿을 제공하여 스위치 포트 및 VLAN을 구성하고 

할당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유한 AV 프로필 템플릿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V 프로파일 템플릿과 네트워크 프로파일 간의 필수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V 프로필 템플릿: QoS, 멀티캐스트 또는 PTP 설정 또는 이러한 설정의 조합이 있는 미리 구성된 또는 

사용자 지정 템플릿으로, 여러 network 프로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프로파일: 하나 이상의 스위치 포트, VLAN 및 옵션으로 특정 IP 주소에 구성하고 할당한 AV 

프로파일 템플릿 입니다. 

이 장 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_bookmark10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 개요 

• 네트워크 프로파일 

•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 자동 트렁크 개요 

• _bookmark21 자동 트렁크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오디오-비디오 프로파일 템플릿 및 

네트워크 프로파일 

13 Audio Video User Manual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 개요  
AV 프로필 템플릿은 NETGEAR 독점 설정을 통합하여 특정 오디오 및 비디오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건물 내의 위치를 기반으로 세 개의 네트워크 프로파일(로비용 네트워크 프로파일, 극장용 

네트워크 프로파일, 파티오용 프로파일 하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Audio Dante: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Dante 오디오 장치 및 해당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 Data: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스트리밍 ACKN(sACN), Art-Net 아트넷, MANET(모바일 Ad Hoc 

네트워크) 및 기타 네트워크 장치 및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 오디오 Q-SYS: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Q-SYS 오디오 장치 및 해당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  Q-SYS 오디오가 포함된 비디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IP 비디오 인코더, 비디오 

수신을 위한 IP 비디오 디코더 및 Q-SYS 오디오가 동일한 VLAN에서 지원되는 경우 이러한 장치의 

컨트롤러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 템플릿은 Crestron DM NVX 시스템, AMX SVSI 제품, Aurora 

Multimedia 제품, Atlona 제품, Dante 비디오 제품 및 SDVoE 얼라이언스의 표준화를 준수하는 제품과 

같은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ES67 오디오가 포함된 비디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IP 비디오 인코더, 비디오 

수신을 위한 IP 비디오 디코더 및 AES67 오디오가 동일한 VLAN에서 지원되는 경우 이러한 장치의 

컨트롤러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 템플릿은 Crestron DM NVX 시스템, AMX SVSI 제품, Aurora 

Multimedia 제품, Atlona 제품, Dante 비디오 제품 및 SDVoE 얼라이언스의 표준화를 준수하는 제품과 

같은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udio-over-IP AVB: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AVB(오디오 비디오 브리징) 장치에 연결합니다. 

• Video: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IP 비디오 인코더, 비디오 수신을 위한 IP 비디오 

디 코더 및 다른 VLAN ID를 사용하여 비디오 노드에서 오디오를 송수신할 때 이러한 장치의 컨트롤러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 템플릿은 Crestron DM NVX 시스템, AMX SVSI 제품, Aurora 멀티미디어 제품, Atlona 제품, 

Dante 비디오 제품 및 SDVoE 얼라이언스의 표준화를 준수하는 제품과 같은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udio-over-IP AES67: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AES67 오디오 장치 및 해당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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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te 오디오가 포함된 비디오: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IP 비디오 인코더, 비디오 수신을 위한 IP 비디오 

디코더 및 Dante 오디오가 동일한 VLAN에서 지원되는 경우 이러한 장치용 컨트롤러입니다. 

이 템플릿은 Crestron DM NVX 시스템, AMX SVSI 제품, Aurora 멀티미디어 제품, Atlona 제품, Dante 

비디오 제품 및 SDVoE 얼라이언스의 표준화를 준수하는 제품과 같은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Network profiles 
 미리 구성된 AV 프로필 템플릿(예: Dante Audio) 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필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 VLAN 프로파일 변경  
기본 네트워크 프로파일은 데이터 AV 프로파일 템플릿 과 VLAN 1을 사용하는 관리 VLAN 프로파일입니다. 모든 

포트는 VLAN 1의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멤버입니다. AV 프로필 템플릿과 멤버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포트에 대해 VLAN 1에서 포트를 제거하거나 태그가 지정된 포트로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 VLAN 프로파일을 변경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구성된 프로파일 테이블의 관리 VLAN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 관리 VLAN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6.  프로파일을 적용해야 하는 포트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는 프로파일에 대해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포트로 선택됩니다. 즉, 각 포트는 녹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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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Change a port to a tagged port: 포트를 태그가 지정된 포트로 변경: 포트를 한 번 클릭합니다. 포트는 T 

아이콘(태그가 지정된 경우)으로 표시됩니다. 

• Remove a port from the profile: 프로파일에서 포트 제거: 프로파일을 위해 포트를 두 번 클릭하여 

프로파일에서 제거합니다. 포트는 녹색 아이콘 또는 T 아이콘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7.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변경하려면 프로파일 템플릿 Profile Template 메뉴에서 다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기본 AV 프로파일 템플릿은 데이터 템플릿입니다. 

8.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10.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Save)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 구성 및 할당  
네트워크 프로필을 구성할 때 프로필에 이름을 지정하고 VLAN에 할당 해야 합니다. 프로파일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고 시각적 표현을 위해 색상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할당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프로파일 템플릿 테이블의 사용할 AV 프로파일 템플릿의 오른쪽에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Preconfigured AV profile template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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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AV profile template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구성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 구성 창이 표시됩니다. 

6.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적용해야 하는 VLAN에 포트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 Untagged port: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포트: 포트를 한 번 클릭합니다. 포트는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포트로 추가되고 녹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포트의 태그를 해제하려면 모두 태그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Tagged port: 태그가 지정된 포트: 포트를 두 번 클릭합니다. 포트는 태그가 지정된 포트로 추가되고 T 

아이콘(태그가 지정된 경우)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포트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모두 태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 Excluded port: 제외된 포트: 포트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포트는 제외되며 녹색 아이콘 또는 T 아이콘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포트를 제외하려면 모두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Profile Name 에 프로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프로파일 템플릿 메뉴에서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VLAN ID 메뉴에서 템플릿을 적용 해야 하는 VLAN ID를 선택합니다.  

9.  시각적 표현을 위해 네트워크 프로파일에 색상을 추가하려면 색상 필드를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합니다. 

10.  네트워크 프로필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고 옵션으로 네트워크 프로필을 DHCP 서버로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Enable VLAN Routing / DHCP server VLAN 라우팅/DHCP 서버 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IP 주소 메뉴 및 필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b. VLAN IP Settings VLAN IP 설정 메뉴에서 정적 또는 DHCP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없음이 선택됩니다. 정적(Static)을 선택하는 경우 IP 주소 설정을 수동으로 지정해야 하며 

네트워크 프로필을 DHCP 서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DHCP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면 네트워크 프로필 이 DHCP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의 DHCP 서버가 

네트워크 프로필에 IP 주소를 할당 합니다. 

c. VLAN IP Settin VLAN IP 설정 메뉴에서 정적(Static)을 선택하는 경우 VLAN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필드에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d.  네트워크 프로필을 DHCP 서버로 설정하려면 DHCP 서버 메뉴에서 DHCP 서버를 선택하고 다음 설정을 

생략합니다. 

• Default Router: 기본 라우터: DHCP 풀의 IP 주소 라우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IP 주소는 VLAN IP 

주소와 동일한 주소이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DHCP Server Pool Start. DHCP 서버 풀 시작. DHCP 서버 풀의 시작 IP 주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IP 주소는 VLAN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에서 파생되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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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Server Pool End. DHCP 서버 풀의 끝 IP 주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IP 주소는 VLAN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에서 파생되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DNS 서버 1: 주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DNS 서버 2: 옵션으로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검색 도메인: DHCP 서버의 도메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 Lease Time: 시간: DHCP 서버가 할당 하는 IP 주소의 임대 시간입니다. 기본값은 240분입니다. 

 

11.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12.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필 변경 
기존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변경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구성된 프로파일 테이블의 변경할 네트워크 프로파일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6.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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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  AV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할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VLAN ID 및 AV 프로파일 템플릿 선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제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존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제거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구성된 프로파일 테이블의 제거할 네트워크 프로파일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6.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네트워크 프로파일이 제거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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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자신만의 AV 프로필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AV 프로필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15페이지의 네트워크 프로필 

구성 및 할당 참조).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의 장점은 멀티캐스트, PTP 및 QoS를 사용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o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DSCP 또는 CoS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만들기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만들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템플릿에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까? 

•  템플릿에 PTP(정밀 시간 프로토콜-Precision Time Protocol)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까? 

•  템플릿에 QoS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그렇다면 DSCP 또는 CoS 구성에서 QoS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까? 

 하나 이상의 QoS 구성을 추가하려면 네트워크에서 QoS 구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AV 프로파일 템플릿에 대해 PTP 및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지만 AV UI에서 

PTP 및 멀티캐스트 설정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DSCP 및 CoS의 경우 AV UI에서 제한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PTP 및 멀티캐스트 설정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DSCP 및 CoS 설정을 구성하려면 기본 UI 

또는 CL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용자 설명서 또는 CLI 명령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며, 둘 다 

netgear.com/support/download을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use에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오디오-비디오 프로파일 템플릿 및 

네트워크 프로파일 

20 Audio Video User Manual 

 

 

 

 

5. 프로파일 템플릿 테이블의 오른쪽 상단에서 Create AV Template AV 템플릿 만들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AV 

프로파일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6.  Profile Type 프로파일 유형 필드에 템플릿 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Profile Description 프로파일 설명 필드에서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8.  멀티캐스트를 활성화하려면 Multicast 멀티캐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멀티캐스트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버튼은 회색입니다. 

9. PTP를 활성화하려면 PTP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PTP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버튼은 

회색입니다. 

10.  템플릿에 QoS 구성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 섹션의 오른쪽에서 QoS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b.  QoS Type 메뉴의 고정 선택은 DSCP이지만 이 설정에는 CoS도 포함됩니다. 

• 들어오는 IP 패킷에서 스위치는 DSCP(DiffServ 코드 포인트) 필드의 정보에 따라 QoS를 적용합니다. 

•  인입 이더넷 프레임에서 스위치는 CoS(Class of Service 서비스 클래스) 필드의 정보에 따라 QoS를 

적용합니다. 

Code Point 코드 포인트 메뉴에서 값을, Priority 우선 순위 메뉴에서 값을, Scheduler Type 스케줄러 

유형 메뉴에서 선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c. Code Point 코드 포인트 메뉴에서 0에서 63 사이의 값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DSCP 값을 사용하면 들어오는 IP 패킷을 다음 단계의 우선 순위 메뉴에서 선택한 송신 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d. Priority 우선 순위 메뉴에서 송신 큐의 우선 순위 값을 0에서 숫자 7까지 선택합니다.  

Priority 우선 순위는 낮음(0)에서 높음(7)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 값이 0인 트래픽은 

대부분의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사용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전송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트래픽(예: 6 

또는 7)은 음성 또는 비디오와 같이 시간에 민감한 트래픽일 수 있습니다.  

송신 큐의 우선 순위 값은 DSCP 또는 CoS에 적용됩니다. 

e. Scheduler Type 스케줄러 유형 메뉴에서 CoS가 적용되는 트래픽에 대해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Weighted  가중치 : 스위치는 가중치를 각 큐에 연결하기 위해 가중 라운드 로빈(WRR)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 Strict 엄격함: 스위치는 큐에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트래픽을 먼저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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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큐 관리 유형은 스케줄러 유형 메뉴에서 선택한 것과 관계없이 테일드롭(taildrop) 입니다. 기본 

UI에 액세스하여 큐 관리 유형을 가중 임의 조기 감지(WRED)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QoS 구성이 저장됩니다. 

 

11.  템플릿에 다른 QoS 구성을 추가하려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단일 AV 프로필 템플릿에 여러 QoS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13.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변경 
기존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변경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프로필 템플릿 테이블의 변경할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AV 프로파일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6.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만듭니다. 

AV 프로파일 템플릿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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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V 프로필 템플릿에서 QoS 구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dd a QoS configuration: QoS 구성 추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서비스 품질 섹션의 오른쪽에서 QoS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b.  QoS 구성을 추가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만듭니다. 

c.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QoS 구성이 저장됩니다. 

 

•  Change a QoS configuration: QoS 구성 변경: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변경할 QoS 구성 옆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b.  필요에 따라 QoS 구성을 변경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만듭니다. 

c.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QoS 구성이 저장됩니다. 

 

• Delete a QoS configuration: QoS 구성 삭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삭제할 QoS 구성 옆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QoS 구성이 삭제됩니다. 

b.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QoS 구성이 저장됩니다. 

 

8.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9.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제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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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제거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프로파일 템플릿 테이블의 제거할 사용자 지정 AV 프로파일 템플릿의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6.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AV 프로파일 템플릿이 제거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Auto-Trunk 자동 트렁크 개요 
자동 트렁크는 스위치가 파트너 장치 간의 LAG 인터페이스 및 지원 가능한 물리적 링크에서 트렁크 모드를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트렁크는 모든 활성 VLAN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트렁크 기능은 스위치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스위치가 포트를 트렁크(즉, 자동 트렁크)로 자동으로 구성하면 스위치의 모든 VLAN이 트렁크의 일부가 되어 

트렁크가 설정된 스위치와 파트너 디바이스에서 모든 VLAN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자동 트렁크를 구성하기 전에 스위치는 먼저 자동 트렁크 기능을 지원하는 파트너 장치와의 물리적 

링크를 감지한 다음, 양쪽 끝에서 트렁크를 구성할 수 있는 연결된 포트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트렁크는 여러 VLAN을 전송하고 태그가 지정된 패킷과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패킷을 모두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와 라우터, 액세스 지점 또는 다른 스위치와 같은 파트너 장치 간의 연결이 트렁크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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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가 파트너 장치와 함께 자동 트렁크를 형성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자동 트렁크 특성은 스위치 및 파트너 장치에서 지원되고 전역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M4250 

스위치 모델에서 자동 트렁크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스위치와 파트너 장치 모두에서 상호 연결된 포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M4250 스위치 

모델에서 모든 포트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LLDP는 스위치와 파트너 장치 모두에서 상호 연결된 포트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M4250 

스위치 모델에서 LLDP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에서 활성화됩니다.)  

• 스위치와 파트너 장치의 상호 연결된 포트는 기본 스위치 포트 모드( 일반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포트가 

액세스 모드에 있거나 이미 트렁크 모드에 있는 경우 Auto-LAG에서 자동 트렁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자동 트렁크의 경우 PVID가 관리 VLAN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자동 트렁크의 PVID를 변경하려면 관리 

VLAN을 변경합니다. 

자동 트렁크 기능은 Auto-LAG 기능과 함께 작동합니다(27 페이지의 Auto-LAG 개요 참조). Auto-LAG가 

형성되면 스위치는 양쪽 끝의 LAG에 트렁크 모드(즉, 자동 트렁크)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즉, Auto-LAG가 

형성되면 Auto-LAG에 참여하는 포트의 모드 가 기본 스위치 포트 모드에서 트렁크 포트 모드로 자동으로 

변경되고 Auto-LAG가 자동 트렁크가 됩니다. 

포트 또는 Auto-LAG가 자동 트렁크가 되면 스위치의 모든 VLAN 이 트렁크의 일부가 되고 스위치 및 파트너 

장치의 모든 VLAN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uto-Trunk 자동 트렁크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기본적으로 자동 트렁크 기능은 전역적으로 활성화되지만 전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uto-Trunk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twork Profile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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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로파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스위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다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  자동 트렁크 사용 안 함: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버튼을 클릭하여 회색으로 바뀝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b.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  자동 트렁크 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6.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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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링크 집계 Link Aggregation 

 

 

포트 채널 이라고도 하는 LAG(Link aggregation groups - 링크 집계 그룹)를 사용하면 여러 전이중 이더넷 

링크를 단일 논리적 링크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는 집계를 단일 링크인 것처럼 처리 하여 내 

결함성을 높이고 부하 공유를 제공합니다.  

둘 이상의 포트를 멤버로 포함하는 LAG를 만들고 LAG를 네트워크 프로파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AG는 정적 

또는 동적일 수 있으며 LAG를 트렁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여러 LAG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섹션을 설명합니다. 

• Auto-LAG 개요 

• _bookmark24 자동 LAG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 _bookmark25 자동 LAG에 대한  해시 모드 구성 

• _bookmark26 LAG 만들기 

• _bookmark27 LAG 변경 

• _bookmark28 LAG 제거 

 스위치의 LAG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do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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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LAG 개요 
Auto-LAG는 Auto-LAG 기능을 지원하는 두 장치 간에 자동으로 형성되는 LAG입니다. Auto-LAG는 

LACP(링크 집계 제어 프로토콜)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계층 2 LAG입니다. 

 

참고: LAG는 포트 채널 또는 an EtherChannel이라고도 합니다. 

 

 스위치는 파트너 장치와의 물리적 링크를 감지하고 양쪽 끝에서 상호 연결되고 사용 가능한 포트에서 LAG (즉, 

Auto-LAG)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각 파트너 장치 에서만 하나의 Auto-LAG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uto-LAG 기능은 자동 트렁크 기능과 함께 작동하며, LAG가 형성된 파트너 장치에서도 지원 및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Auto-LAG가 형성되면 스위치 가 자동으로 트렁크 모드(즉, 

자동 트렁크)를 양쪽 끝의 LAG로 이동합니다. 즉, Auto-LAG가 형성된 후 Auto-LAG에 참여하는 포트의 모드가 

기본 스위치 포트 모드에서 트렁크 포트 모드로 변경됩니다. 자동 트렁크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의 

자동 트렁크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스위치가 파트너 스위치와 함께 Auto-LAG를 형성 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Auto-LAG 및 자동 트렁크 기능은 모두 스위치와 파트너 장치에서 지원되고 전역 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M4250 스위치 모델에서 Auto-LAG 및 자동 트렁크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스위치와 파트너 장치 간에 두 개 이상의 링크를 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링크는 동일한 속도 및 이중 모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  링크는 수동으로 구성된 정적 또는 동적 LAG의 멤버일 수 없습니다. 

• LLDP는 스위치 및 파트너 장치의 상호 연결된 포트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M4250 스위치 

모델에서 LLDP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에서 활성화됩니다.) 

• 스위치와 파트너 장치의 상호 연결된 포트는 기본 스위치 포트 모드( 일반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포트가 

액세스 모드에 있거나 이미 트렁크 모드에 있는 경우 Auto-LAG에서 자동 트렁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Auto-LAG는 최대 여덟 개의 인터페이스를 멤버 로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Auto-LAG에 

대해 작동 및 사용 가능 여부 및 다음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인터페이스가 이미 LAG의 멤버로 수동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페이스는 트렁크 포트 또는 액세스 포트로 수동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일반 

인터페이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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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위치는 여러 정적 및 동적 LAG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각 파트너 장치에서 스위치는 단일 Auto-LAG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Auto-LAG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기본적으로 Auto-LAG 기능은 전역적으로 활성화되지만 전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uto-LAG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Link Aggregation 을 선택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스위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다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  Auto-LAG 사용 안 함: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버튼을 클릭하여 회색으로 바뀝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b.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 Auto-LAG 사용: 녹색으로 바뀌도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6.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Auto-LAG에 대한 해시 모드 구성 
기본적으로 자동 LAG 기능이 사용되며 패킷의 대상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수신 포트를 기준으로 

LAG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계층 2; 대상 모드를 사용합니다. 자동 LAG 기능의 해시 모드(즉, 로드 밸런싱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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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는 패킷을 전송해야 하는 채널의 링크 중 하나를 선택하여 LAG의 트래픽 균형을 조정합니다. 스위치는 

packet의 선택된 필드에서 이진 패턴을 만들고 해당 패턴을 특정 링크와 연결하여 링크를 선택합니다. 해시 

모드는 스위치가 선택하는 패킷의 필드를 결정합니다. 

 Auto-LAG의 해시 모드를 변경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Link Aggregation 을 선택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스위치의 그래픽 표시 아래의 Auto-LAG Hash  메뉴에서 Auto-LAG의 해시 모드를 선택합니다.  

• Layer 2; Source: 소스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패킷과 연관된 수신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2; Destination: 패킷의 대상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수신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 

모드입니다. 

• Layer 2; Source + Destination: 패킷의 소스 및 대상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수신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3+4; Source: 패킷의 원본 IP 주소 및 원본 TCP 또는 UDP 포트 필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3+4; Destination: 패킷의 대상 IP 주소 및 대상 TCP 또는 UDP 포트 필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3+4; Source + Destination: 패킷의 원본 및 대상 IP 주소와 원본 및 대상 TCP 또는 UDP 포트 

필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6.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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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 만들기 
만들고 추가할 수 있는 LAG의 최대 수는 8 개이지만 실제 LAG 수는 사용 가능한 포트 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LAG를 만들 때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아닌 LAG에서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LAG의 네트워크 프로파일은 관리 VLAN 프로파일인 기본 프로파일입니다.  

LAG를 생성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Link Aggregation을 선택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스위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아래에서 Create LAG LAG 만들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6. 개별 포트를 클릭하여 LAG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두 개 이상의 포트를 선택합니다. 

7.  LAG 이름 필드에서 LAG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8.  해시 메뉴에서 LAG에 대한 해시 모드를 선택합니다. 

• Layer 2; Source: 소스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패킷과 연관된 수신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2; Destination: 패킷의 대상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수신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 

모드입니다. 

• Layer 2; Source + Destination: 패킷의 소스 및 대상 MAC 주소, VLAN, EtherType 및 수신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3+4; Source: 패킷의 원본 IP 주소 및 원본 TCP 또는 UDP 포트 필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3+4; Destination: 패킷의 대상 IP 주소 및 대상 TCP 또는 UDP 포트 필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 Layer 3+4; Source + Destination: 패킷의 원본 및 대상 IP 주소와 원본 및 대상 TCP 또는 UDP 포트 

필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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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는 패킷을 전송 해야 하는 채널의 링크 중 하나를 선택하여 LAG의 트래픽 균형을 조정 합니다. 

스위치는 패킷의 선택된 필드에서 이진 패턴을 만들고 해당 패턴을 특정 링크와 연결하여 링크를 

선택합니다. 해시 모드는 스위치가 선택하는 패킷의 필드를 결정합니다. 

9.  LAG ID 메뉴에서 1에서 8 사이의 ID를 선택합니다.  

10.  동적 LAG 대신 정적 LAG를 만들려면 정적(Static)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정적 LAG를 생성할 때 멤버 포트는 LACPDU를 전송하지 않으며 멤버 포트가 수신하는 LACPDU는 삭제됩니다. 

11.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12.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LAG 변경 
기존 LAG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AG를 변경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Link Aggregation 을 선택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링크 집계 그룹 테이블의 변경할 LAG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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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0 페이지  LAG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LAG ID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3.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LAG 제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존 LAG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LAG를 제거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Link Aggregation을 선택합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링크 집계 그룹 테이블의 제거할 LAG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6.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LAG가 제거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링크 집계 그룹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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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 (PoE) 

 

 

인터페이스에 대한 PoE(Power over Ethernet) 옵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_bookmark30 PoE 인터페이스 설정 관리 

• _bookmark31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PoE 비활성화 

• PoE 스케줄 

스위치의 PoE 관리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do 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본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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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 인터페이스 설정 관리 
PoE(Power over Ethernet) 모델은 다음 표에 설명된 용량 및 예산으로 8, 24 또는 40 PoE+ 또는 PoE++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표 1. PoE 인터페이스 용량 및 예산 

 

모델 PoE 포트 포트 용량  PoE 예산 전환 

 

M4250-10G2F-PoE + 8 PoE + (802.3at) 30W 125W 

M4250-10G2XF-PoE + 8 PoE + (802.3at) 30W 240W 

M4250-10G2XF-PoE ++ 8 PoE ++ (802.3bt) 90W 720W 

M4250-26G4F-PoE + 24 PoE + (802.3at) 30W 300W 

M4250-26G4XF-PoE + 24 PoE + (802.3at) 30W 480W 

M4250-26G4F-PoE ++ 24 PoE ++ (802.3bt) 90W 1440W(전원 공급 장치 2개 포함) 

M4250-40G8F-PoE + 40 PoE + (802.3at) 30W 480W 

M4250-40G8XF-PoE + 40 PoE + (802.3at) 30W 960W 

M4250-40G8XF-PoE ++ 40 PoE ++ (802.3bt) 90W 2880W(전원 공급 장치 3개 포함) 

공급 전력은 장치의 총 전력 예산 까지 포트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8포트 모델에서 포트 1은 가장 

높은 PoE 우선 순위를 수신하고 포트 8은 가장 낮은 PoE 우선 순위로 강등됩니다. 

연결된 전원 공급 장치(PD)에 대한 전력 요구 사항이 스위치의 총 전력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높은 번호의 

활성 PoE 포트의 장치에 대한 PoE power 가 비활성화되어 장치가 더 높은 우선 순위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번호가 낮은 PoE 포트가 먼저 지원됩니다. 

PoE 인터페이스 설정을 관리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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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figure > Power over Ethernet 을 선택합니다. PoE(Power over Ethernet)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스위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PoE Interface Settings 링크를 클릭합니다. 

PoE 인터페이스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PoE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6. 개별 포트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해야 하는 포트 또는 포트를 선택하거나 모든 포트를 선택하려면 Select All 

PoE Ports (모든 PoE 포트 선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기본 PoE 모드 (PoE + 모델의 경우 802.3at; PoE++ 모델의 경우 802.3bt ) 또는 네트워크 장치 및 요구 사항에 

따라 PoE Standard (PoE 표준) 메뉴에서 다음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802.3af: 포트에 전원 이 공급되고 IEEE 802.3af 모드로 제한됩니다. IEEE 802.3at 가 필요한 PD는 포트가 

IEEE 802.3af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전원을 받지 못합니다. 

• Legacy (레거시): 포트는 전원을 켜는 데 15W 이상이 필요한 레거시 PD에서 사용되는 높은 돌입 전류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합니다. 

• Pre-802.3at - 802.3at 이전: 포트는 IEEE 802.3af 모드에서 처음에 전원이 공급되고 75msec가 통과하기 

전에 고전력 IEEE 802.3at 모드로 전환됩니다. PD가 계층 2 분류를 수행하지 않거나 스위치가 2 -이벤트 

계층 1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 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 802.3at: 포트는 IEEE 802.3at 모드에서 전원이 공급되며 IEEE 802.3af와 역호환됩니다. 802.3at 모드 가 

기본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스위치가 연결된 PD가 IEEE 802.3af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청하지만 IEEE 

802.3at 클래스 4 장치가 아님을 감지하면 PD는 스위치로부터 전원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PoE+ 모델의 경우 802.3at 가 default 설정입니다. 

• Pro 802.3bt - 802.3bt 이전 : PoE++ 포트는 4쌍 PoE(4PPoE)를 사용하여 30W 이상의 전력을 

수신하지만 IEEE 802.3bt를 준수하지 않는 클래스 4 장치를 지원합니다. 이 포트는 IEEE 802.3at 및 IEEE 

802.3af 모드도 지원합니다. 

• 802.3bt-Type3: PoE++ 포트는 IEEE 802.3bt 유형 3 모드, IEEE 802.3at 모드 및 IEEE 802.3af 모드를 

지원합니다.  

• 802.3bt: PoE++ 포트는 IEEE 802.3bt 모드에서 전원이 공급되며 IEEE 802.3at 및 IEEE 802.3af와 

역호환됩니다. 이 모드에서 스위치가 연결된 PD가 IEEE 802.3at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청하지만 IEEE 

802.3bt 장치가 아님을 감지하면 PD는 스위치로부터 전원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PoE++ 모델의 경우 802.3bt가 기본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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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 감지 유형 (4ptdot3af)을 그대로 두 거나 Detection Type 감지 유형에서 그대로 둡니다. 

메뉴에서 포트가 연결된 PD를 감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4ptdot3af: 포트가 4포인트 저항 감지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 4ptdot3af+legacy : 포트는 4포인트 저항 감지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레거시 감지를 계속합니다. 

• Legacy: 포트는 레거시 검색을 수행합니다. 

 

9. 기본 우선 순위 유형(Low)을 그대로 두거나 스위치가 전달할 수 있는 총 전력이 총 전력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Priority Type (우선 순위 유형) 메뉴에서 다른 포트 와 관련된 포트의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 

• Low 낮음: 낮은 우선 순위.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 Medium 중간: 중간 우선 순위입니다. 

• High 높음: 높은 우선 순위. 

• Critical 중요: 중요한 우선 순위입니다. 

 

10. 기본 전력 제한 유형(클래스)을 그대로 두거나 Power Limit Type (전력 제한 유형) 메뉴에서 포트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 전원 제한 유형 (클래스)을 그대로 두 거나 전원 제한 

유형에서 그대로 둡니다. 

• None : PoE+(802.3at) 포트의 경우 포트는 저전력 모드에서 최대 클래스 0 전력을 소모합니다. 고전력 

모드에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PoE+(802.3at) 포트: 포트는 클래스 4 까지 최대 전력을 소모합니다. 

- PoE++(802.3bt) 포트: 포트는 클래스 8의 최대 전력을 소모합니다. 

 

• Class: 포트 전원 제한은 연결된 PD의 클래스와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상한은 포트가 PD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클래스는 포트에 연결된 PD를 기반으로 감지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PoE+(802.3at) 포트: 가능한 값은 클래스 0에서 클래스 4까지입니다. 

- PoE++(802.3bt) 포트: 가능한 값은 클래스 0에서 클래스 8까지입니다. 

• User 사용자: 포트 전원 제한은 전원 제한(Watts) 필드에 지정한 값과 같습니다. 

 

11. Power Limit Type (전원 제한 유형)에서 User를 선택하는 경우 Power Limit (Watts) 필드에 포트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전력( W)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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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수 있는 전력 값(W)은 포트의 물리적 용량(스위치 모델에 따라 다름)과 PoE 표준 메뉴의 선택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 802.3af: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18.0W입니다.  

• Legacy: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18.0W입니다.  

• 802.3at 이전: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32.0W입니다.  

• 802.3at: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32.0W입니다.  

• Pre 802.3bt: PoE++ 모델의 경우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60.0W입니다. 

• 802.3bt-Type3: PoE++ 모델의 경우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60.0W입니다. 

• 802.3bt: PoE++ 모델의 경우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0W ~ 99.9W입니다. 

 

12. 하나 이상의 PoE 스케줄을 설정하는 경우(38페이지의 PoE 스케줄 참조) PoE Schedule 메뉴에서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없음이므로 스케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PoE)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14.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PoE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PoE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PoE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PoE를 비활성화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Power over Ethernet 38 Audio Video User Manual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Power over Ethernet 을 선택합니다. PoE(Power over Ethernet)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스위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PoE Interface Settings 링크를 

클릭합니다. 

 PoE 인터페이스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6. PoE를 비활성화 해야 하는 포트 또는 포트를 선택합니다.  

7. Enable PoE 버튼을 클릭하여 회색으로 바뀝니다.  

8.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PoE)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9.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PoE 스케줄 
연결된 PD에 PoE 전력 공급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PoE 스케줄(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oE 스케줄을 만든 후 하나 이상의 PoE 포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34페이지의 PoE 상호 face 설정 관리 참조 ). 

각 PoE 포트에 대해 별도의 타이머 스케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E 스케줄을 PoE 포트 와 연결 한 후 시작 날짜 및 시간은 PoE 포트의 전원 공급을 중지하도록 강제하고 중지 

날짜 및 시간은 PoE 포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PoE 스케줄 만들기 
 만들고 추가할 수 있는 최대 PoE 스케줄 수는 100개입니다. 

 PoE 스케줄을 생성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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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Power over Ethernet 을 선택합니다. PoE(Power over Ethernet)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스위치의 그래픽 표시 아래에서 Create Schedule (스케줄 만들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 PoE 스케줄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6. 개별 포트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해야 하는 포트 또는 포트를 선택하거나 모든 포트를 선택 하려면 모든 PoE 

포트 선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스케줄을 설정 및 저장하고 나중에 포트 또는 포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7. Schedule Name 필드에 스케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8. Recurrence Type (되풀이 유형) 메뉴에서 되풀이 빈도를 선택하고, 스케줄이 유효한 기간(및 스케줄이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일 수 있는 주간 또는 월간 되풀이 )을 구성하고, 연결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Recurrence Type 

메뉴에서 선택하십시오. 

• Daily (매일): 스케줄은 매일 되풀이와 함께 작동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시작 및 종료 날짜와 매일 

적용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스케줄이 적용되는 기간은 시작 및 종료 날짜에 의해 정의됩니다(다음 단계 참조). 이 기간 동안 스케줄은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 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스케줄 시작 날짜를 지정하려면 Start Date 시작 날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b.  스케줄 종료 날짜를 지정하려면 End Date 종료 날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c.  스케줄이 하루 종일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하루 All Day (종일)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뀌거나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특정 시간을 지정합니다. 

d.  스케줄 시작 시간을 지정하려면 Start Time 시작 시간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e.  스케줄 종료 시간을 지정하려면 End Time 종료 시간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 Weekly (매주): 스케줄은 주간 되풀이와 함께 작동합니다. 창의 필드가 조정됩니다.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하고, 스케줄이 적용되는 요일 동안 적용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Power over Ethernet 40 Audio Video User Manual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스케줄이 유효한 기간 동안 매주 스케줄을 활성화해야 하는 날짜에 대해 하나 이상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날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줄이 적용되는 기간은 시작 및 종료 날짜에 의해 정의됩니다(다음 단계 참조). 

이 기간 동안 스케줄은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b.  스케줄 시작 날짜를 지정하려면 Start Date 시작 날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c.  스케줄 종료 날짜를 지정하려면 End Date 종료 날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d.  스케줄이 하루 종일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하루 All Day 종일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뀌거나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특정 시간을 지정합니다. 

e.  스케줄 시작 시간을 지정하려면 Start Time 시작 시간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f.  스케줄 종료 시간을 지정하려면 End Time 종료 시간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 Monthly (매월): 스케줄은 월별 되풀이와 함께 작동합니다. 창의 필드가 조정됩니다. 스케줄이 활성화되는 

달의 날짜를 선택하고,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 하고, 스케줄이 적용되는 날짜 동안 적용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되풀이 스케줄 필드에 대해 하나를 선택하고 스케줄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달 스케줄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한 달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스케줄이 적용되는 기간은 시작 및 종료 날짜에 의해 정의됩니다 (다음 단계 참조). 이 기간 동안 스케줄은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b.  스케줄 시작 날짜를 지정하려면 Start Date 시작 날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c.  스케줄 종료 날짜를 지정하려면 End Date 종료 날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d.  스케줄이 하루 종일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하루 All Day 종일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뀌거나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특정 시간을 지정합니다. 

e.  스케줄 시작 시간을 지정하려면 Start Time 시작 시간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f. 스케줄 종료 시간을 지정하려면 End Time 종료 시간 메뉴에서 시간을 선택합니다.  

9.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PoE)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10.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Power over Ethernet 41 Audio Video User Manual 

 

 

 

 

 PoE 스케줄 변경 
기존 PoE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E 스케줄을 변경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Power over Ethernet 을 선택합니다. 

PoE(Power over Ethernet)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PoE 스케줄 테이블의 변경할 PoE 스케줄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PoE 스케줄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6.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 페이지에서  PoE 스케줄 만들기를 참조하세요 . PoE 스케줄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PoE)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PoE 스케줄 제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존 PoE 스케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PoE 스케줄을 제거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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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Power over Ethernet 을 선택합니다. PoE(Power over Ethernet)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제거할 PoE 스케줄 테이블의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6.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PoE 스케줄이 제거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PoE)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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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1X 포트 인증 및 연결된 RADIUS 서버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포트 인증 

• _bookmark38 개별 포트에 대한 포트 인증 관리 

• _bookmark39 802.1X 인증 관리 

• _bookmark40 개별 포트에서 포트 인증 제거 

• 반경 서버 

• _bookmark42 RADIUS 서버에  대한 기본 설정 구성 

• _bookmark43 RADIUS 서버 제거 

스위치의 모든 보안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do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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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인증 
포트 기반 인증을 사용하면 전역적으로나 포트에서 802.1X를 모두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포트에 연결된 하나의 

신청자를 성공적으로 인증하면 모든 사용자가 제한 없이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명의 신청자 만 

이 모드의 포트에서 인증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의 포트는 양방향 제어 하에 있습니다. 802.1X가 기본 

인증 모드입니다. 802.1X는 dot1x라고도 합니다. 

 802.1X 네트워크에는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Authenticator : 시스템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전에 인증되는 포트입니다. 

• Supplicant 요청자: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인증된 포트에 연결된 호스트입니다. 

• Authentication server: 인증 서버: 외부 서버 (예: 인증자를 대신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요청자가 시스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RADIUS 서버)입니다.  

 포트 인증이 작동하려면 하나 이상의 RADIUS 서버를 구성 해야 합니다(47페이지의 RADIUS 서버 참조).  

 

개별 포트에 대한 포트 인증 관리 
 전역적으로 802.1X 포트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포트의 기본 포트 인증 모드가 자동입니다.  

그러나 전역적으로 802.1X 액세스 인증을 구현하기 전에(45 페이지의 802.1X 인증 관리 참조 ) 업링크 포트 

또는 포트의 포트 인증 모드를 수동으로  인증됨으로 설정하여 스위치 가 계속 유지 되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및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연결. 

포트 인증 모드를 개별 포트에 할당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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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Security 을 선택합니다.  

보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포트 인증 모드를 할당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모든 포트를 선택 하려면 모든 포트 선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그래픽 디스플레이 아래의 메뉴에서 선택한 포트에 대한 인증 모드를 선택합니다. 

• Auto: 인증자 포트 액세스 엔터티(Port Access Entity - PAE)는 요청자 , 인증자 및 인증 서버 간의 인증 

교환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어 포트 모드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 Authorized (권한 부여됨): 인증자 PAE는 제어된 포트를 무조건 권한 포트로 설정합니다. 

• Unathorized (권한 없음): 인증자 PAE는 제어된 포트를 무조건 권한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7. Apply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802.1X 인증 관리 
802.1X 액세스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RADIUS 서버에서 포트 인증을 수행합니다. 802.1X 액세스 인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포트 인증이 전역적으로 비활성화되고 스위치는 인증 없이 모든 포트에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참고: 802.1X 액세스 인증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전에 업링크 포트의 포트 인증 모드를 수동으로 

인증됨(44페이지의 개별 포트에 대한 포트 인증 관리 참조)으로 설정하여 스위치가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고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802.1X 액세스 인증을 관리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보안 46 Audio Video User Manual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Security 을 선택합니다. 보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RADIUS 서버 설정 섹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Enable 802.1X access authentication: 802.1X 액세스 인증 사용: 802.1x Access Authentication  

802.1x 액세스 인증 단추를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주의: 802.1X 액세스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전에 업링크 포트 또는 포트의 포트 인증 모드를 수동으로 

인증 됨으로 설정 하십시오(44페이지의 개별 포트에 대한 포트 인증 관리 참조).  

• Disable 802.1X access authentication  802.1X 액세스 인증 사용 안 함: 802.1x Access 
Authentication 802.1x 액세스 인증 단추를 클릭하여 회색으로 바뀝니다. 기본 설정입니다. 

6.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개별 포트에서 포트 인증 제거 
포트에서 포트 인증을 제거한 후 스위치는 인증 없이 포트에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개별 포트에서 포트 인증 모드를 제거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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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Security 을 선택합니다.

보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포트 인증을 제거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모든 포트를 선택하려면 Select All Ports  모든 포트 선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Remove Port Authentication 포트 인증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RADIUS (반경) 서버
RADIUS 서버는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보안을 제공합니다. RADIUS 서버는 사용자별 또는 포트별 인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합니다. 스위치는 네트워크 사용을 승인 하기 전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 또는 포트 및 암호를 인증 할 수 있는 구성된 RADIUS 서버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RADIUS 서버에 대한 기본 설정 구성 
 전역적으로 802.1X 액세스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45 페이지의 802.1X 인증 관리 참조) 하나 이상의 

RADIUS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UI를 사용하면 광범위한 RADIUS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do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ADIUS 서버에 대한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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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Security 을 선택합니다. 보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RADIUS 서버 설정 섹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dd a new RADIUS server: 새 RADIUS 서버 추가 : 새 RADIUS 서버에 대한 설정을 추가하려면 + Add
Server 링크를 클릭합니다.

• Change a RADIUS server  : 이전에 추가한 RADIUS 서버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서버 링크(예: Server1

또는 Server2 )를 클릭합니다.

6. 다음 필드에서 RADIUS 서버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 RADIUS Address: RADIUS 주소: RADIU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스위치가 이 IP 주소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추가한 RADIUS 서버의 IP 주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Port Number: 포트 번호: RADIUS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UDP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값은 포트

1812입니다. 1에서 65535 사이의 범위에서 사용자 지정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ecret Key: 비밀 키: 비밀 키는 스위치 와 RADIUS 서버 간의 모든 RADIUS 통신의 인증 및 암호화를 위한

암호입니다. 이 암호는 RADIUS 서버에 구성된 암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전에 추가한 RADIUS 서버의 비밀 키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RADIUS 서버 제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RADIUS 서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RADIUS 서버에 대한 설정을 제거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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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Security 을 선택합니다.

보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RADIUS 서버 설정 섹션의 서버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한 두 번째 RADIUS 서버를 제거하려면 Server2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6.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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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위치 관리 및 모니터링 

스위치의 펌웨어를 관리하고,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새 AVB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로그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 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이센스

• _bookmark49 펌웨어 업데이트

• 스타트업 구성

• 날짜 및 시간 설정

• _bookmark57 시스템 이름 추가

• _bookmark58   스위치의 STP 브리지 우선 순위 설정

• _bookmark59 AV UI에서  스위치 다시 시작

• _bookmark60 스위치를 출하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

• 수동으로 팬 제어

• _bookmark62 포트와 스위치의  상태 표시

• _bookmark63 인접  장치 표시

 스위치의 모든 관리 및 모니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do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본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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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AV UI에 대한 전체 액세스에는 라이선스 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 또는 해당 지역의 NETGEAR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라이선스 키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라이선스 추가 
 라이센스 키를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ETGEAR 라이선스 서버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스위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라이선스를 추가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AVB License 을 선택합니다.  

AVB 라이센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Activate New License 새 라이센스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 라이센스 활성화 창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Online License Activation 온라인 라이센스 활성화 라디오 버튼이 선택 됩니다. 

6. 라이센스 키 필드에 라이센스를 입력합니다. 

7.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위치는 NETGEAR 라이센스 서버에 연결됩니다. 

8.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려면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재부팅 링크를 클릭하여 스위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9.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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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시작 프로세스 중에 스위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오프라인으로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를 오프라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NETGEAR 라이선스 서버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AV UI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오프라인으로 추가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local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AVB License  을 선택합니다. AVB 라이센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Activate New License 새 라이센스 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 라이센스 활성화 창이 표시됩니다. 

6. Offline License Activation 오프라인 라이센스 활성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7. Browse 찾아보기 필드를 클릭하고 라이선스로 이동한 다음 선택합니다. 

8.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선스가 스위치에 업로드됩니다. 

9.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려면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재부팅 링크를 클릭하여 스위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10.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위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시작 프로세스 중에 스위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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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삭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라이선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삭제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Login Name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AVB License 을 선택합니다. AVB 라이센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라이센스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6.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선스가 삭제됩니다. 

7. 스위치에서 라이센스를 비활성화하려면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재부팅 링크를 클릭하여 스위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8.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위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시작 프로세스 중에 스위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한 파일과 AV UI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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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Maintenance 을 선택합니다. 유지 관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스위치는 두 개의 펌웨어 버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지에 활성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기본 UI를 사용하면 펌웨어 파일을 관리하고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V UI를 사용하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firmware 버전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AV UI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새 펌웨어가 활성 펌웨어가 됩니다.  

 

5.  Browse Field 찾아보기 필드 필드를 클릭하고 펌웨어 파일로 이동 한 다음 선택합니다. 

6.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는 펌웨어 파일 업로드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7.  업로드가 완료되면 팝업 창에서 Reboot Now 지금 재부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스위치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스위치가 재부팅되고 새 펌웨어 버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AV UI에 다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구성 
시작 구성, 즉 시작 구성 파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합니다.  

•  실행 중인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이전에 다운로드한 구성 파일에서 실행 중인 구성 및 시작 구성을 복원합니다. 

 

실행 중인 구성 저장 
AV UI 페이지에서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적용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내용이 현재 세션에 대해 

저장되지만 다시 시작할 때 유지되지 않습니다. 스위치. 즉, 실행 중인 구성 이 시작 구성( startup-config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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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V UI 세션의 유휴 시간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나 AV UI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면 실행 중인 구성 이 손실되지 않으며 시작 구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 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페이지 위쪽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실행 중인 구성은 시작 구성에 저장됩니다. 

 

실행 중인 구성 다운로드 
실행 중인 구성(즉, 현재 구성)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저장된 구성 파일에서 실행 중인 

구성과 시작 구성을 모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구성을 다운로드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local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Maintenance 을 선택합니다. 유지 관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구성 관리 섹션에서 구성 Download Configuration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6.  컴퓨터의 위치로 이동하여 텍스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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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은 .cfg 확장명으로 저장됩니다. 

구성 복원 
구성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경우(55페이지의 실행 중인 구성 다운로드 참조  ) 저장된 구성 파일에서 실행 중인 

구성과 시작 구성을 모두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복원 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Maintenance 을 선택합니다. 유지 관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구성 관리 섹션에서 Browse File 파일 찾아보기 필드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6. 저장된 구성 파일로 이동하여 선택합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cfg입니다.

7.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8. Restore Now 지금 복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중인 구성 및 시작 구성이 복원됩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스위치의 날짜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하나 이상의 단순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SNTP) 서버를 구성하여 

스위치가 내부 클럭을 SNTP 서버 클럭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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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 
스위치의 날짜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장치 세부 정보 섹션의 날짜 및 시간 필드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간 구성 창이 

표시됩니다. 

5.  날짜 필드를 클릭하고 팝업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6.  시간 필드를 클릭하고 메뉴를 사용하여 시, 분, 초 및 자오선 설정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개요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8.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SNTP 서버 구성  
하나 이상의 SNTP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하려는 SNTP 서버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 구성 에는 하나의 NETGEAR SNTP 서버가 포함 되며 이 서버에는 time-

a.netgear.com 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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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장치 세부 정보 섹션의 날짜 및 시간 필드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간 구성 창이 표시됩니다. 

5.  SNTP 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6.  표준 시간대 메뉴에서 스위치 가 작동하는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7. SNTP Server Address 1, SNTP Server Address 2, SNTP Server Address 3 (SNTP 서버 주소 1, SNTP 

서버 주소 2 및 SNTP 서버 주소 3) 필드에 SNTP 서버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SNTP Server Address 1 필드에는 NETGEAR SNTP 서버(time-a.netgear.com)가 포함되지만, 

해당 SNTP 서버를 다른 서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두 개의 SNTP 서버 구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8.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개요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9.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이름 추가 
시스템 이름을 추가하여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스위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름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이름을 추가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장치 세부 정보 섹션의 시스템 이름 필드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이름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5.  새 시스템 이름 필드에서 시스템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6.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개요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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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스위치의 STP 브리지 우선 순위 설정 
스위치에 대한 STP 브리지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치의 다중 스패닝 트리(MST) 인스턴스에 

대한 우선 순위 입니다. 

스위치 또는 브리지가 STP를 실행 중인 경우 각 스위치에 우선 순위가 할당됩니다. BPDU를 교환한 후 우선 순위 

값이 가장 낮은 스위치가 루트 브리지가 됩니다. 브리지 우선 순위는 4096의 배수입니다. 범위는 0에서 

6144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32768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AV UI의 우선 순위 설정이 기본 UI의 우선 순위 값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 줍니다. 

표 2. AV UI 및 기본 UI의 STP 브리지 우선 순위 

AV UI에서 구성 가능한 설정  AV UI에서 연관된 값  기본 UI에서  

구성 가능한 설정 

High 0 0 

Medium 32768 4096~57344의 모든 값 

Low 61440 61440 

 

AV UI에서 브리지 우선 순위를 High, Medium 또는 Low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UI에서 특정 브리지 우선 

순위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스위치에 대한 STP 브리지 우선 순위를 설정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장치 세부 정보 섹션의 브리지 우선 순위 필드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브리지 우선 순위 

편집 창이 표시됩니다. 

5. High, Medium, Low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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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낮음 라디오 버튼이 선택 됩니다. 

6.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창이 닫힙니다. 개요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AV UI에서 스위치 다시 시작 
 AV UI에서 스위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다시 시작 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페이지의 토프에서 재부팅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5.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위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시작 프로세스 중에 스위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스위치를 출하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프로필 할당 및 사용자 지정 

프로필 템플릿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 지정 설정을 지웁니다. 

스위치가 다시 시작되면 기본 IP 주소는 169.254.100.100 이고, DHCP 클라이언트는 사용되고, OOB 포트의 IP 

주소는 192.168.0.239입니다.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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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Maintenance 을 선택합니다. 유지 관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Factory Default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주의: 이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프로필 할당 및 사용자 지정 프로필 템플릿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 지정 

설정을 지웁니다. 

6.  팝업 창에서 Confirm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장 기본 재설정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재설정 프로세스 중에는 스위치 전원을 끄 지 마십시오. 

스위치가 재부팅되고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AV UI에 다시 

로그인할 수 있지만 먼저 스위치의 IP 주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팬 제어 
스위치에는 지능형 작동을 지원하는 내부 팬이 포함 되어있어 스위치가 자동으로 팬의 작동을 시작하고 팬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며 온도가 상승하면 PoE를 중지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계 수준을 

초과합니다. 

AV UI(후속 절차 참조)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CLI)를 통해 팬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팬이 꺼짐 모드( 수 동으로만 설정할 수 있음 ) 또는 자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스위치가 자동으로 팬을 

관리하고 팬을 켜거나 다음 조건에서 팬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 PoE+ and PoE++ models: 온도 센서가 감지한 온도가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PoE 버젯을 초과합니다.  

• LED tiles model (M4250-12M2XF): 온도 센서에 의해 강하된 온도가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스위치가 전체 

트래픽 부하를 처리합니다. 

• Aggregation model (집계 모델)(M4250-16XF): 온도 센서에서 감지한 온도가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스위치가 전체 트래픽 부하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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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팬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임계값, PoE 예산 및 트래픽 부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gear.com/support/download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수동으로 팬을 제어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팬 및 온도 섹션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Off 꺼짐: 팬이 꺼져 소음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팬을 꺼짐 모드 에서만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끄기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M4250-26G4F-PoE ++ 

-  M4250-40G8XF-PoE + 

-  M4250 - 40G8XF - PoE ++ 

 

• Quiet 조용함: 팬은 20% 또는 25%(모델에 따라 다름)에서 100% 속도까지 작동합니다. 자동 모드 가 기본 

모드입니다. 20 또는 25 % 속도에서 팬은 최소한의 소음을 생성합니다. 팬 소음은 50 % 속도에서 

증가하고 75 % 속도에서는 더욱 증가합니다. 100 % 속도에서 팬은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온도, PoE 예산 또는 트래픽 부하 조건이 임계값 내에서 다시 시작될 때까지 스위치가 냉각 

모드 와 자동 모드 간에 자동으로 앞뒤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Cool 쿨: 팬은 100% 속도로 일관되게 작동하며 최대 냉각 및 상당한 소음을 발생 시킵니다. 

팬 설정이 즉시 변경됩니다. 그러나 스위치 모델에 따라 온도 센서에서 감지한 온도가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PoE 예산을 초과하거나, 트래픽 부하 조건을 초과하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수동 설정을 재정의 합니다.  

5.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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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와 스위치의 상태 표시 

 

포트 및 스위치의 상태를 표시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포트 범례 가 switch의 그래픽 표시 아래에 표시되지 않으면 범례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포트 범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범례 Legend 설명 Description 

Connected  포트가 전원이 켜진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vailable  포트가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G SFP Fiber Port 이 포트는 SFP 송수신기 모듈을 수용할 수 있는 1G SFP 파이버 포트 입니다. 

Authorized 이 포트는 인증 모드는 인증됨입니다(44 페이지의 포트  인증 참조). 

Connected & 

Powered 

포트는 스위치에서 PoE를 수신하는 전원 공급 장치(PD)에 연결됩니다. 

10G SFP + fiber 

Port 

이 포트는 SFP 또는 SFP + 트랜시버 모듈을 수용 할 수 있는 10G SFP + 

광섬유 포트입니다.  

PoE 이 포트는 PoE 포트입니다. 스위치 모델에 따라 포트는 PoE+ 또는 PoE+ 및 PoE++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Unauthorized 포트 인증 모드는 권한이 없습니다(44페이지의 포트 인증 참조). 

Disabled 포트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Blocked 포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즉, STP는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포트를 

차단했습니다. 

PoE Disable PoE가 포트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37페이지의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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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PoE 사용 안 함 참조). 

 

범례 Legend 설명 Description 

VLAN Trunk 이 포트는 VLAN 트렁크 역할을 합니다. 즉, 포트는 태그가 지정된 VLAN 

트래픽을 처리하는 태그가 지정된 포트 입니다. 

Error 포트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Admin Down 포트가 관리를 위해 다운되었습니다. 

LAG 포트는 LAG의 멤버입니다(26페이지의  링크 집계 참조) 

Auto Trunk 포트는 자동 트렁크 역할을 합니다(23페이지의 자동 트렁크 개요 참조). 

 

다음 표에서는 장치 세부 정보 섹션, 구성된 프로파일 섹션, CPU 사용률 그래프, 메모리 사용률 그래프 및 팬 및 

온도 섹션에 표시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범례 Legend 설명 Description 

Product Name M4250. 이 필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Serial Number 일련 번호입니다. 이 필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Model 모델스위치의 모델 번호입니다. 이 필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Date & Time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정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Country / Region 이 필드는 스위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ase MAC Address MAC 주소입니다. 이 필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System Name 구성된 시스템 이름입니다. (58페이지 참조) 

Firmware Version 스위치의 활성 기본 펌웨어 버전입니다. (53페이지 참조) 

AV UI Version AV UI의 활성 펌웨어 버전입니다. 이 펌웨어는 기본 펌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oot Version 활성 부트 버전입니다. 이 펌웨어는 기본 펌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ystem Uptime 스위치가 마지막으로 시작된 이후의 일, 시간, 분 및 초 단위의 기간 입니다. 

OOB IP Address 스위치의 대역외(OOB) 포트를 통해 기본 UI 또는 AV UI에 액세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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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입니다. 이 포트를 서비스 포트 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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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Legend 설명 Description 

Management IP 

Address 

스위치의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 기본 UI 또는 AV UI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IP 주소입니다. 

Bridge Priority 스위치의 구성된 STP 브리지 우선순위입니다(59페이지에서 스위치에 대한 STP 

브리지 우선순위 설정 참조). 

구성된 프로파일 

네트워크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의  네트워크 프로필을 참조하십시오. 

범례 Legend 설명 Description 

Profile Name 네트워크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Profile Type 네트워크 프로파일의 기반이 되는 프로파일 템플릿 입니다. 

프로필 템플릿은 미리 구성된 프로필 템플릿(예: 데이터 또는 비디오, 13페이지의 

미리 구성된 AV 프로필 템플릿 개요 참조) 또는 custom 프로필 

템플릿(19페이지의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참조)일 수 있습니다. 

VLAN ID 네트워크 프로파일에 할당된 VLAN ID 입니다. 

IP Address 네트워크 프로필에 할당된 IP 주소 입니다. 

# of Assigned Ports 네트워크 프로필에 할당된 포트 수입니다. 

CPU Utilization CPU 사용률을 CPU 용량의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Memory Utilization 총 메모리의 백분율로 표시된 메모리 사용률입니다. 

Fans & Temperature 

Fan 1 and Fan 2 활성 이어야 하는 각 팬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활성 이 아닌 경우 팬 및 냉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nsor-1 

Temperature 

첫 번째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섭씨 온도 입니다. 

Sensor-2 

Temperature 

두 번째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섭씨 온도입니다. (내부 센서의 수는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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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Legend 설명 Description 

Max Temperature 스위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최대 온도입니다. 

참고: 스위치 가 이 온도를 초과하면 스위치의 작동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PoE가 비활성화될 수 있음). 팬은 쿨 모드로 배치됩니다. 스위치를 정상 

작동으로 되돌리려면 스위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Fan Mode 모드는 Off 꺼짐, Quiet 조용함 또는 Cool 시원함 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페이지의 팬 수동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인접 장치 표시 
스위치에 연결된 장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접 장치를 표시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nfigure > Neighbor.를 선택합니다.  

이웃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검색된 각 장치에 대해 페이지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 포트. 장치가 연결된 포트입니다. 

• 호스트. 장치의 시스템 이름 (있는 경우)입니다. 

• MAC 주소. 장치의 MAC 주소 입니다. 

• IP 주소. 장치의 IP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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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단 및 문제 해결 

 

 

 스위치와 해당 네트워크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_bookmark65 스위치 로그  ,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 관리  

• _bookmark66  메시지 로그 표시 또는 다운로드 

• _bookmark67 핑, 경로 추적 또는  DNS 조회 요청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보내기  

• _bookmark68 케이블 테스트 수행 

• _bookmark69 포트 미러링 구성 

• _bookmark70 기술 지원을 위한 진단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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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로그,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 관리 
스위치는 이벤트, 오류 및 오류뿐만 아니라 구성 변경 또는 기타 발생에 대한 응답으로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로컬에 저장되며 purposes 또는 장기 보관 저장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중앙 

집중식 수집 지점으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로깅 기능의 로컬 및 원격 구성에는 심각도에 따라 기록되거나 전달된 

메시지의 필터링과 구성 요소 생성이 포함됩니다. 

 

syslog 서버를 구성 하고 원격 로깅을 설정하려면 기본 UI 또는 CL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용자 

설명서 또는 CLI 명령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며, 둘 다  netgear.com/support/download을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 로그는 공지 로깅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만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는 비활성화됩니다. 

 

 로컬로 저장된 스위치 로그,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를 관리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Diagnostics > Logs. 를 선택합니다.  

로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로그 설정 섹션에서 각 개별 로그에 대해 다음을 수행하여 로그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  Enable one or more logs: Switch Logging 로깅 전환 버튼, Console Logging 콘솔 로깅 버튼, 

Command Logging 명령 로깅 버튼 또는 이러한 버튼의 조합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  Disable one or more logs: Switch Logging 로깅 전환 버튼, Console Logging 콘솔 로깅 버튼, 

Command Logging 명령 로깅 버튼 또는 이러한 버튼의 조합을 클릭하여 회색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 로그는 사용하도록 설정되지만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netgear.com/support/download/


NETGEAR PRO AV 공식 솔루션 파트너 – ㈜디브이네스트 

 

진단 및 문제 해결 70 Audio Video User Manual 

 

 

 

 

 

6.  스위치 로그 및 콘솔 로그를 개별적으로 보려면 로그 설정 섹션에서 스위치 로깅 수준 메뉴 또는 콘솔 

로깅 수준 메뉴에서 로깅 수준을 선택합니다.  

• Emergency 비상 사태: 레벨 0,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lert 경고: 수준 1, 즉시 조치를 취 해야 합니다. 

• Critical 중요: 수준 2, 임계 조건. 

• Error: 오류: 수준 3, 오류 조건. 콘솔 로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기본 수준입니다. 

• Warning 경고: 수준 4, 경고 조건. 

• Notice 주의사항: 레벨 5, 정상적이지만 중요한 조건. 스위치 로깅의 기본 수준입니다. 

• Informational 정보: 수준 6, 정보 메시지. 

• Debug 디버그: 수준 7, 디버그 수준 메시지. 

참고: 로그는 선택한 심각도 수준 이상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메뉴에서 경고 수준을 

선택하면 스위치는 경고, 오류, 위험, 경고 및 긴급 수준에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7.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메시지 로그 표시 또는 다운로드 
 메시지 로그를 표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로그를 표시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Diagnostics > Log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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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로그 섹션에는 기록된 로그 항목이 표시됩니다. 

5.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로그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b. 컴퓨터의 위치로 이동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핑, 경로 추적 또는 DNS 조회 요청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보내기  
 다음 작업을 서로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또는 오히려 차례로 수행 )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Send a ping: ping 보내기: 스위치는 고정 된 수의 ping 요청을 특정 IP 장치로 보내 장치와 통신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Send a traceroute 추적 경로 보내기: 스위치는 장치에 대한 정확한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IP 장치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려고 시도합니다.

• Send a DNS lookup request DNS 조회 요청 보내기: 스위치는 DNS 서버에 연결하여 호스트 이름과

연결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실행하면 테스트 결과가 화면의 창에 표시됩니다. 

핑, 경로 추적 또는 DNS 조회 요청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보내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Diagnostics > Troubleshoot 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IP Address/Host Name IP 주소/호스트 이름 필드에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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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Ping: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ping하려면 Ping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 Traceroute 경로 추적 : 추적 경로를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보내려면

경로 추적 버튼 이 녹색으로 바뀌도록 합니다.

• DNS Lookup: DNS 조회: 호스트 이름으로 DNS 조회를 보내려면 DNS 조회를 클릭합니다.

버튼을 눌러 녹색으로 바뀝니다.

7. 테스트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테스트가 차례 로 실행됩니다. 결과가 결과 창에 표시됩니다.

케이블 테스트 수행 
스위치 포트에 연결된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테스트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Diagnostics > Cable Test를 선택합니다.

케이블 테스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연결된 케이블을 테스트 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6. Test Selected Ports 선택한 포트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포트에서 케이블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케이블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 최대 30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포트가 장치와 활성 링크를 형성하는 경우 케이블 상태는 정상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케이블 테스트 결과 섹션에 표시될 수 있는 테스트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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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설명 Description 

Port 포트테스트 가 수행된 포트 

Test Result Normal 정상: 케이블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Open 열기: 케이블의 연결이 끊어졌거나 커넥터에 결함이 있습니다. 

Short 단락: 케이블에 전기 단락 이 발생했습니다. 

Cable Test Failed 케이블 테스트 실패: 케이블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 이 실제로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Untested 테스트되지 않음: 케이블이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Invalid cable type 잘못된 케이블 유형: 케이블 유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Fault Distance 케이블 끝에서 고장 위치 까지의 예상 거리(미터)입니다. 실패 위치는 케이블 상태가 

열기 또는 단락인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포트 미러링 구성 
포트 미러링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분석기가 분석할 특정 스위치 포트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위치 포트를 소스 포트로 선택할 수 있지만 단일 스위치 포트 만 대상 포트 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포트에 복사되는 패킷은 원래 패킷과 동일한 형식입니다. 즉, 미러가 들어오는 패킷을 복사하는 경우 복사된 

패킷은 소스 포트에서 수신된 대로 VLAN 태그가 지정 되거나 태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미러가 나가는 패킷을 

복사하는 경우 복사 된 패킷은 소스 포트에서 전송되는 대로 VLAN 태그가 지정 되거나 태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포트 미러링을 구성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포트 미러링> 진단을 선택합니다. 포트 미러링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포트 미러링 버튼을 클릭하여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 페이지에는 스위치의 두 개의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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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쪽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하나 이상의 소스 포트를 선택합니다.

7. 아래쪽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단일 대상 포트를 선택합니다.

8.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9. 실행 중인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려면 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 아이콘 또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기술 지원을 위한 진단 파일 다운로드 
NETGEAR 기술 지원 부서에서 스위치에서 결합된 진단 파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합된 진단 파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성 파일

• 버퍼링된 로그

• 기술 지원 파일

• 충돌 로그

• 전체 메모리 덤프

• 지원되는 MIB

 NETGEAR 기술 지원 부에서 지시 하지 않는 한 파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결합된 진단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필드에 스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로그인 이름 필드에 admin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암호 필드에 로컬 장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로컬 장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Diagnostics > Support Diagnostics을 선택합니다. 지원 진단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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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6. 컴퓨터의 위치로 이동하여 텍스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AV라인 - 완전 관리형 스위치 M4250 시리즈
	NETGEAR, Inc.
	지원 및 커뮤니티
	규제 및 법률
	상표

	목차
	목차
	1
	AV UI 시작하기
	지원되는 스위치
	사용 가능한 출판물
	AV 로컬 브라우저 UI 개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V UI에 로그인
	스위치 기본 IP 주소를 사용하여 AV UI에 로그인
	스위치 기본 IP 주소를 사용하여 AV UI를 통해 스위치에 액세스하려면,

	알려진 IP 주소로 AV UI에 로그인
	알려진 IP 주소를 사용하여 AV UI를 통해 스위치에 액세스하려면,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
	스위치 등록
	NETGEAR에 스위치를 등록하려면,



	2
	오디오-비디오 프로파일 템플릿 및 네트워크 프로파일
	미리 구성된 AV 프로파일 템플릿 개요
	네트워크 프로파일 Network profiles
	기본 관리 VLAN 프로파일 변경
	기본 관리 VLAN 프로파일을 변경하려면,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 구성 및 할당
	AV 프로파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할당하려면,

	네트워크 프로필 변경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변경하려면,

	네트워크 프로파일 제거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제거하려면 ,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만들기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변경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 제거
	사용자 지정 AV 프로필 템플릿을 제거하려면,


	Auto-Trunk 자동 트렁크 개요
	Auto-Trunk 자동 트렁크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Auto-Trunk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3
	링크 집계 Link Aggregation
	Auto-LAG 개요
	Auto-LAG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Auto-LAG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Auto-LAG에 대한 해시 모드 구성
	Auto-LAG의 해시 모드를 변경하려면,

	LAG 만들기
	LAG를 생성하려면,

	LAG 변경
	LAG를 변경하려면,

	LAG 제거
	LAG를 제거하려면,



	4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 (PoE)
	PoE 인터페이스 설정 관리
	PoE 인터페이스 설정을 관리하려면,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PoE 비활성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PoE를 비활성화하려면,

	PoE 스케줄
	PoE 스케줄 만들기
	PoE 스케줄을 생성하려면,

	PoE 스케줄 변경
	PoE 스케줄을 변경하려면 ,

	PoE 스케줄 제거
	PoE 스케줄을 제거하려면,




	5
	보안
	포트 인증
	개별 포트에 대한 포트 인증 관리
	포트 인증 모드를 개별 포트에 할당하려면 ,

	802.1X 인증 관리
	802.1X 액세스 인증을 관리하려면,

	개별 포트에서 포트 인증 제거
	개별 포트에서 포트 인증 모드를 제거하려면 ,

	RADIUS (반경) 서버
	RADIUS 서버에 대한 기본 설정 구성
	RADIUS 서버에 대한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RADIUS 서버 제거
	RADIUS 서버에 대한 설정을 제거하려면,



	6
	스위치 관리 및 모니터링
	라이센스
	온라인으로 라이선스 추가
	온라인으로 라이선스를 추가하려면,

	오프라인으로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를 오프라인으로 추가하려면,

	라이센스 삭제
	라이선스를 삭제하려면 ,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

	시작 구성
	실행 중인 구성 저장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 하려면:

	실행 중인 구성 다운로드
	실행 중인 구성을 다운로드하려면,

	구성 복원
	구성을 복원 하려면 ,


	날짜 및 시간 설정
	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
	날짜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

	하나 이상의 SNTP 서버 구성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


	시스템 이름 추가
	시스템 이름을 추가하려면,

	스위치의 STP 브리지 우선 순위 설정
	스위치에 대한 STP 브리지 우선 순위를 설정하려면:

	AV UI에서 스위치 다시 시작
	스위치를 다시 시작 하려면 ,

	스위치를 출하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수동으로 팬 제어
	수동으로 팬을 제어하려면,

	포트와 스위치의 상태 표시
	포트 및 스위치의 상태를 표시하려면,

	인접 장치 표시
	인접 장치를 표시하려면,



	7
	진단 및 문제 해결
	스위치 로그,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 관리
	로컬로 저장된 스위치 로그, 콘솔 로그 및 명령 로그를 관리하려면:

	메시지 로그 표시 또는 다운로드
	메시지 로그를 표시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핑, 경로 추적 또는 DNS 조회 요청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보내기
	핑, 경로 추적 또는 DNS 조회 요청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보내려면:

	케이블 테스트 수행
	케이블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

	케이블 테스트 수행
	케이블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

	케이블 테스트 수행
	케이블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

	케이블 테스트 수행
	케이블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