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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ES(Circuit Emulation Service)를 사용하면 CBR(Constant Bit Rate) ATM PVC(Permanent Virtual
Circuits) 또는 소프트 PVC를 사용하여 ATM 네트워크 전체에서 DS-n 및 E-n 회로를 투명하게 확장
할 수 있습니다.CES는 ATM Forum standard af-vtoa-0078.0000(PDF)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표준
은 비 ATM CBR 회로(예: T1, E1, E3, T3)와 ATM UNI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CES-
IWF(CES-IWF)를 정의합니다.CES는 일반적으로 ATM 스위치에서 구현되지만 라우터와 같은 ATM
에지 장치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CES는 주로 비 ATM 텔레포니 디바이스(PBX, TDM, 채널 뱅
크 등) 또는 비디오 디바이스(CODEC) 및 ATM 디바이스(예: Cisco LS1010 및 Catalyst 8540-MSR
ATM 스위치) 간 또는 ATM 업링크(예: Cisco 7200 라우터의 PA-A2)를 통해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
다.

시작하기 전에

표기 규칙

https://www.broadband-forum.org/ftp/pub/approved-specs/af-vtoa-0078.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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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CES 개념

이 섹션에서는 몇 가지 기본 CES 용어를 소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참고: 이 문서에서는 T1 예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E1에도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ES는 일반적으로 ATM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또는 비디오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음성
및 비디오는 데이터 트래픽과 달리 지연 및 지연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CES는 CBR ATM 서비스
카테고리의 VC(Virtual Circuit)를 사용하므로 지연 및 지연 변형이 보장됩니다.따라서 음성 및 비디
오 트래픽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합니다.ITU-T.I.363.1에서 지정한 ATM 적응 레이어 1(AAL1)은
CES-IWF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CES의 일반적인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캠퍼스에 사설 전화 네트워크 확장예를 들어, 각 캠퍼스에는
PBX(Private Branch Exchange)가 있는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PBX 자체에 ATM 기능이
없어도 ATM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두 PBX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두 캠퍼스 간의 음
성 트래픽은 임대 회선 대신 개인 ATM 백본을 사용하므로 음성 및 데이터 요구 사항에 동일한
ATM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

●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사이트 간 비디오 컨퍼런싱
:

●

ATM Forum은 다양한 유형의 Telco 회로(DS-1, DS-3, E-1, E-3, J-1, J-3 등)에 CES-IWF를 정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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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CES-IWF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DS-1 서비스와 E-1 서비스입니다.엔터프라이즈 영역
에서 Cisco는 7200 Series 라우터용 8510-MSR, Catalyst 8540-MSR 및 PA-A2 포트 어댑터에 T-1
및 E-1 CES를 제공합니다.Cisco는 또한 MGX 8220과 같은 일부 통신 사업자 제품에서 CES를 지원
합니다.그러나 이 문서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에 중점을 둡니다.

CES-IWF는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에서 도착하는 전체 DS-n 또는 E-n 프레임을
AAL1 ATM 셀로 변환하고 단일 VC를 사용하여 ATM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합니다.원격 끝의 ATM
스위치 또는 라우터는 AAL1 ATM 셀을 DS-n 또는 E-n 프레임으로 변환한 다음 Ds-n 또는 E-n CPE
디바이스로 전송합니다.이러한 유형의 CES를 비정형 CES라고 하며, 단일 VC에서 ATM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명확한 채널 T1(24개 채널 모두)을 확장합니다.

CES는 이러한 기본 기능 외에도 T1을 여러 개의 Nx64k 회로로 분할하고 하나 이상의 목적지가 있
는 여러 ATM VC에 채널화된 T1 회로를 전송하여 채널화된 T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단
일 PBX는 허브 PBX의 단일 T1 포트를 사용하여 여러 원격 PBX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구조적
CES라고 하는 이 유형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 유형

T1 및 T1 회로 에뮬레이션과 관련된 두 가지 신호 유형이 있습니다.CAS(Channel Associated
Signaling) 및 CCS(Common Channel Signaling)CAS는 인밴드 시그널링이며 CCS는 아웃오브밴드
시그널링입니다.

일반적으로 CAS를 사용하여 T1 프레임의 ABCD 비트를 사용하는 독점 신호 프로토콜을 투명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CAS에 대해 구성된 Cisco ATM 스위치에서 ABCD 비트는 변경되거나 동작하
지 않으며 ATM 네트워크 전체에서 독점적 신호 처리를 확장합니다.

참고: CAS를 제공하려면 정형 CES를 사용해야 합니다.

Cisco 엔터프라이즈 ATM 스위치에서 온후크 탐지에 CA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온후크 탐지 기
능이 있는 CAS는 (56k/64k) DS0 회선에만 지원됩니다.CES-IWF는 전송할 사용자 트래픽(음성)이
없는 경우에도 ATM 스위치가 음성 회로에 대한 대역폭을 예약하도록 하는 방법인 CBR ATM 트래
픽으로 음성을 전송해야 합니다.그래서 음성 통신이 없을 때, AAL1 셀은 여전히 "NULL" 데이터를



보내는 ATM 링크에서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ATM 링크에서 "NULL" 셀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음성 통신이 없으면 "NULL" 셀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8510-MSR은 다음과 같이 온후크 탐지를 구현합니다.

온후크/오프후크를 탐지합니다.이렇게 하려면 CPE에서 사용 중인 온후크 신호를 나타내는 방
식으로 ABCD 패턴을 구성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CPE는 8510-MSR에서 이 기능을 구성해야
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CPE와 8510-MSR은 동일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온후크가 감지되면 AAL1 셀 전송을 중지합니다.●

수신 CBR 회로가 있는 ATM 스위치에 온후크 모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이렇게 하면 셀(데이
터 또는 "NULL")을 수신하지 않은 경우 원격 스위치가 LCD(Cell Deletion)의 손실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

온후크가 더 이상 탐지되지 않을 경우(즉, CPE 장비에서 ABCD 패턴이 구성된 패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AAL1 셀 전송을 시작합니다.

●

참고: 8510-MSR에서 온후크 탐지 기능이 있는 CAS는 CPE 장비가 CAS를 지원하고 온후크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Enterprise 스위치 및 라우터에서 도난 된 비트 신호 처리는 ces dsx1 signalmode robbedbit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CAS 및 온후크 탐지는 ces circuit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Cisco Enterprise 스위치의 CES 포트는 6번째 T1 프레임의 모든 채널에서 1비트를 "이동"하여 신호
메시지를 전송하는 CAS를 지원합니다.CAS는 "강도 비트 신호"라고도 합니다.강도 비트를 AB(SF)
또는 ABCD(ESF) 비트라고 합니다.CAS를 온후크 탐지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트래픽이 없
는 경우에 네트워크 리소스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S는 각 기본 T1 프레임의 전체 채널을 시그널링에 사용합니다.CCS의 예로는 ISDN PRI가 있으
며, 64k D 채널 전체가 신호 처리에 사용됩니다.CCS는 Cisco LightStream 및 Catalyst ATM 스위치
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8510-MSR(또는 8540-MSR, LS1010)과 Cisco
VSC2700 신호 처리 컨트롤러는 SGCP(Simple Gateway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유사한 기능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신호 DS0 채널을 VSC2700 게이트웨이에 전파하는 8510-
MSR을 통해 구현됩니다. VSC2700 게이트웨이는 여러 신호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64k 소프트
PVC를 설정해야 하는 ATM 주소를 8510-MSR로 다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엔드 투 엔드 회로
가 설정되면 8510-MSR은 사용자 트래픽 전송을 담당합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역폭-on-
demand 방식으로 처리하면 필요한 인터페이스의 총 수가 감소하고, 동시 PBX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ES는 PVC 또는 소프트 PVC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PVC에는 ATM 클라우드의 각 ATM
스위치에 수동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소프트 PVC는 ATM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VC를 설정
하고 VC 컨피그레이션은 ATM 스위치 하나에만 필요합니다.소프트 PVC의 또 다른 장점은 링크 장
애 시 VC를 다시 라우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PVC는 ATM 신호 처리 같은 동적 구성 요소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입니다.ATM 네트워
크에 ATM 신호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ATM 스위치가 있는 경우 PVC가 유일한 옵션입니다.CES에
클럭킹이 매우 중요함을 유의하십시오.원격 CPE의 수신 T1 스트림은 전송 T1 스트림과 동일한 잠
금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이를 위해 ATM 네트워크는 클럭 특성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이
를 위해 Clocking in Circuit Emulation(회선 에뮬레이션의 클럭킹)에서 설명한 몇 가지 잠금 체계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및 셀 처리

앞서 언급한 대로 CES-IWF는 T1 프레임을 AAL1 ATM 셀로 변환합니다.CES-IWF 기능은 ATM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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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PAM(CES port adapter module)에 구현됩니다.간단히 말해, T1 프레임은 CES PAM에서 제
공되며, 여기에서 버퍼링되고 47바이트 셀로 분할됩니다.AAL1 헤더의 1바이트가 각 47바이트 셀에
추가되어 48바이트 셀을 형성합니다.5바이트의 ATM 셀 헤더가 추가되고 53바이트 셀이 발신 ATM
인터페이스로 전환됩니다.CES 서비스 유형에 따라 추가 단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수신 종료
시 프로세스가 취소됩니다.

CES 유형

CES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동기 대 비동기, 정형 대 비정형 데이터

동기식 대 비동기식

동기식 서비스는 동기화된 클럭을 각 끝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따라서 ATM 세포에
는 잠금 정보가 전송되지 않습니다.네트워크 전체에 클록 소스를 전파해야 합니다.

●

비동기 서비스는 ATM 셀의 잠금 정보를 회로의 원격 끝으로 전송합니다.ATM 셀에서 전송되는
클록 정보를 SRTS(Synchronous Reserve Time Stamp)라고 합니다.

●

SRTS 값은 4비트를 사용하여 지정되며 AAL1 헤더에 있는 1비트를 사용하여 각 홀수 시퀀스 번호
셀에 대해 8개 셀당 전송됩니다.참조 클럭은 여전히 네트워크 전체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정형 대 비정형

비정형 서비스("명확한 채널"이라고도 함)는 전체 T1 대역폭을 활용합니다. 즉 단일 채널이 있
습니다. ATM 스위치는 T1을 조사하지 않고 수신 포트에서 대상 포트로 클럭킹하여 비트 스트
림을 재생성합니다.

●

Structured service(channelized T1 또는 cross-connect라고도 함)는 Point-to-point Fractional
T1(Nx64k) 연결을 에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를 통해 T1은 여러 DS-0 채널을 서로
다른 목적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둘 이상의 회로(AAL1) 엔티티가 동일한 물리적 T1 인터페이
스를 공유합니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AL1은 반복적인 고정 크기 데이터 블록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블록 크기는 8진수 정수 단위이며 8진수는 64k 채널을 나타냅니다).

●

블록 크기가 8진보다 큰 경우 AAL1은 포인터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구조 블록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AAL1 헤더의 CSI(Convergence Sub-layer) 지표는 1로 설정된 CSI(Indication Sub-Layer) 비트는
정형 서비스를 나타내고 CSI 비트는 구조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나타냅니다.CSI = 1이면 구조의 시
작을 나타내는 포인터가 짝수 번호가 지정된 셀의 CSI 필드에 삽입됩니다.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수
신 스위치에서 AAL1 셀을 적절한 분수 T1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Cisco Enterprise 스위치 및 라우터에서 이 유형의 회선 에뮬레이션 서비스는 ces al1 service 명령
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회로 에뮬레이션 잠금

CES에는 클럭킹이 매우 중요합니다.이 섹션에서는 두 가지 잠금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잠금 모드●

시계 분배●

Clocking 모드는 T1 회로의 엔드 투 엔드 전송 및 수신 끝에서 동일한 클럭을 달성하는 여러 방법을
정의합니다.즉, PBX1이 전송하는 T1 스트림은 PBX2가 수신하는 T1 스트림과 동일한 잠금 특성을
가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클럭 모드(예: 동기식 및 SRTS)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동일해야 하는 참조 클럭 소스를 사용합



니다.이러한 클럭 모드의 경우 참조 클럭 소스의 클럭 분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클록 모드 및 클럭 분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또한 각 잠금 모드의 장점
과 단점도 나열합니다.

잠금 모드

세 가지 주요 잠금 모드가 있습니다.

동기식 클록●

SRTS●

적응형 클럭킹●

하드웨어 지원을 통해 정확한 잠금 배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PLL(Phased Lock Loop) 칩은 LS1010의 ASP-PFQ 카드와 8540-MSR의 네트워
크 클럭 모듈이 장착된 RP에만 있습니다.CES를 사용하는 ATM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모
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ightStream 1010, Catalyst 8510-MSR 및 Catalyst
8540-MSR에 대한 클럭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동기식 클록

전송 클록 주파수는 외부 소스(PRS[Primary Reference Signal])에 의해 생성됩니다.PRS는 모든 디
바이스가 동일한 클럭과 동기화할 수 있도록 ATM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됩니다.

장점 단점
정형 및
비정형
CES 서
비스를
모두 지
원합니
다.

네트워크 클럭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뛰어난
유더 및
지터 특
성을 나
타냅니
다.

CES 인터페이스를 PRS에 연결PRS 장애 시 이
중 PRS를 사용할 수 없는 한 회로의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Cisco ATM 스위치는 CES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그 파생 시계를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ATM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클럭을 파생시키는
데 사용되는 CBR 또는 ATM 인터페이스 외에도
PRS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TS

SRTS는 비동기 잠금 방법입니다.SRTS는 서비스 클럭(CBR 인터페이스에서 수신)과 네트워크 전
반의 참조 클럭 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이 차이는 RTS(잔존 타임스탬프)입니다. RTS가 AAL1 헤
더의 회로의 원격 끝으로 전파됩니다.수신 끝은 참조 시계를 RTS 값으로 조정하여 시계를 재구성
합니다.참조 클럭은 네트워크 전체에 전파되어야 합니다.즉, 스위치가 시계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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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장점 단점

ATM 네트워크 전체에서 외부에서 생성된 사
용자(예: PBX, MUX 또는 CODEC) 잠금 신호
를 전달하여 각 CES 회선에 대해 독립적인
잠금 신호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클럭 동기
화 서비스
가 필요합
니다.

외부 클럭 소스가 여러 개인 네트워크에서 유
용합니다.

비정형
CES 서비
스만 지원
합니다.

 
보통 회랑
잡음을 나
타냅니다.

적응형 클럭킹

적응형 클럭킹에서 소스 CES IWF는 단순히 데이터를 대상 CES IWF로 전송합니다.대상 CES
IWF는 SAR(segmentation and re-assembly) 버퍼에 데이터를 쓰고 로컬 T1 서비스 클럭으로 읽습
니다.로컬(인터페이스) 서비스 클럭은 수신된 실제 CBR 데이터에서 결정됩니다.

SAR 버퍼의 레벨은 중앙값 위치를 기준으로 채우기 레벨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이 측정에
PLL(Phase Lock Loop)을 실행하여 로컬 클럭(전송 클럭)을 구동함으로써 로컬 클럭 주파수를 제어
합니다. 따라서 재어셈블리 버퍼 깊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전송 클록 주파수를 수정합니다.CES
IWF에서 SAR 버퍼가 가득 찬 것을 감지하면 전송 클록 속도가 증가합니다.CES IWF가 SAR 버퍼
가 비우는 것을 감지하면 전송 클럭 속도를 낮춥니다.

버퍼 길이를 적절하게 선택하면 버퍼 오버플로 및 언더플로가 방지되고 동시에 제어 지연(버퍼 크
기가 클수록 지연 시간이 늘어남)이 방지됩니다. 버퍼 길이는 사용자가 Cisco ATM 스위치에서 구성
할 수 있는 최대 CDV(셀 지연 변형)에 비례합니다.네트워크 관리자는 회선 경로에 있는 각 네트워
크 디바이스의 CDV를 합산하여 최대 CDV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각 장비에서 가져오는 측정된
CDV의 합계는 구성된 최대 CDV보다 작아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언더플로 및 오버플로가 발
생합니다.Cisco 장비에서 비정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show ces circuit interface cbr x/y/z 0 명
령을 사용하여 실제 CDV를 볼 수 있습니다.

장점 단점
네트워크 클럭 동기화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비정형 CES만 지원합니다
.

  가장 가난한 유랑의 특징
을 나타냅니다.

Cisco Enterprise 제품에서 이 잠금 모드는 ces al1 clock CBR interface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됩니
다.

클럭 분포

동기식 및 SRTS 잠금 모드를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전체에 PRS를 배포해야 합니다.이러한 두 잠금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PRS 역할을 수행할 클록 소스를 선택하고 네트워크 레벨 클럭
배포 토폴로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PRS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네트워크의 클럭 정확성과 PRS의 위치입니다.

클럭 정확도는 계층 레벨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통신 사업자는 장비(ATM 스위치 또는
CPE 장비)의 로컬 오실레이터보다 정확도 클럭(stratum1 또는 2)을 더 잘 제공합니다. 통신 사
업자 시계(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자주)가 없는 경우 가장 정확한 로컬 오실레이터가
PRS인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

PRS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네트워크에서 PRS가 될 장치의 위치입니다.이
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잠재적 클럭 소스가 있거나 매우 큰
ATM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입니다.PRS의 위치를 선택하여 네트워크 노드를 통과하면서 클럭
이 저하되기 때문에 클럭이 PRS에서 에지 디바이스로 이동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수를 최소
화해야 합니다.

●

PRS를 선택하면 다음 결정은 참조 시계를 전파하는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네트워크 배포
토폴로지는 루프가 없어야 합니다.다시 말해, 그것은 나무 구조나 나무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클럭 배포 토폴로지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의 계층 레벨에 따라 토폴로지의 활성 구성 요소에 대
한 엄격한 계층 순서를 적용해야 합니다.즉,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등합 경로가 있는 경우 보다 정
확한 장비(낮은 계층)를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네트워크 클럭 분산 트리를 참조하십시오.

8510-MSR과 Cisco 7200의 PA-A2의 진동자는 계층 4 시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옵션 네트워크 클
럭 모듈이 있는 Catalyst 8540-MSR은 계층 3 클럭 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클럭 모듈
(옵션)이 없는 Catalyst 8540-MSR은 계층 4 클럭을 제공합니다.Catalyst 8540-MSR에 선택적 네트
워크 클럭 모듈이 장착된 경우 T1/E1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포트도 클럭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럭 디스트리뷰션 트리가 전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찾을지 결정한 후에는 Cisco ATM 스위치를 비
롯한 각 디바이스에서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즉, ATM 스위치 내의 내부 클럭 디스트리뷰션을 구성
해야 함). Cisco Enterprise ATM 스위치 및 라우터의 내부 클럭 디스트리뷰션은 다음 두 가지 명령
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ces dsx1 clock source 및 network-clock-select.



network-clock-select 명령을 사용하여 ATM 스위치의 시스템 시계에 사용할 클럭 소스(인터페이스
또는 내부 오실레이터)를 지정합니다.CES를 지원하는 Cisco 제품에서는 이중화를 위해 여러 네트
워크 클럭 소스와 그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아무것도 구성되지 않은 경우, 8510-MSR 및
Catalyst 8540-MSR은 기본적으로 ATM 스위치 프로세서(ASP) 또는 RP(Route Processor)의 로컬
오실레이터를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합니다.네트워크 파생 클럭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모든 인터페
이스는 network-clock-select 문에 지정된 클럭 소스를 해당 인터페이스의 전송 클럭으로 사용합니
다.8510-MSR 및 Catalyst 8540-MSR의 모든 ATM 및 CBR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파
생으로 구성됩니다.PA-A2 포트 어댑터의 ATM 및 CBR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ces dsx1
clock source 문은 각 개별 인터페이스에 대해 클록 소스가 해당 인터페이스의 전송 클럭으로 사용
하도록 지정합니다.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생:앞서 언급한 대로,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 파생으로 구성된 경우 network-clock-
select 문에 의해 지정된 클럭 소스가 해당 인터페이스의 전송 클럭으로 사용됩니다(즉, 전송 클
럭은 ATM 스위치 내부 클럭 분배 메커니즘에서 제공하는 소스에서 파생됨). show network-
clock 명령을 사용하여 어떤 클록 소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모든 Cisco ATM 스위치
인터페이스의 기본 설정은 네트워크 파생입니다.

●

루프 시간:인터페이스의 전송 클럭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수신된 클럭 소스에서 파생됩니
다.이 모드는 매우 정확한 클럭 소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실행:인터페이스의 전송 클럭은 포트 어댑터의 로컬 진동자(있는 경우)에서 파생됩니다
.포트 어댑터에 로컬 진동기가 없으면 프로세서 보드의 진동기가 사용됩니다.이 모드에서는 전
송 클럭이 시스템의 수신 클럭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이 모드는 일부 LAN 환경과 같이 동기화
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CES 구성

구성하기 전에

CES를 구현하고 구성하기 전에 이 문서에서 설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어떤 서비스 유형(구조화되지 않은 또는 정형)이 필요합니까?1.
어떤 잠금 모드(동기식, SRTS 또는 적응형)를 사용하십니까?2.
동기식 또는 SRTS 잠금 모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네트워크의 어떤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의 나
머지 부분에 클럭 소스를 제공합니까?PLL이 장착된 장치가 있습니까?지원하지 않는 인터페
이스에서 시계를 파생시킬 계획입니까?자세한 내용은 LightStream 1010, Catalyst 8510-MSR
및 Catalyst 8540-MSR에 대한 클럭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3.

PRS의 클럭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루프 프리 클럭 트리를 갖도록 네트워크 전체에 클럭
소스를 어떻게 배포할 계획입니까?

4.

CPE 또는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라인에 정의된 T1/E1 특성(예: 회선 코드 및 프레이밍)을
결정합니다.

5.

CES PAM과 T1/E1 신호를 재생성하는 가장 가까운 디바이스 간의 거리를 결정합니다(예:
CPE 또는 CSU/DSU일 수 있음). 거리가 110피트보다 크면 CES PAM에서 로그 컨피그레이션
을 변경해야 합니다.

6.

샘플 구성

다음 구성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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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ios-software-releases-12-1-e/prod_end-of-life_notice0900aecd8052e0f5.html


동기식 클록 및 PVC를 사용하는 T1 비정형 CES●

SRTS 클로킹 및 소프트 PVC가 포함된 T1 비정형 CES●

Adaptive Clocking 및 Soft PVC가 포함된 T1 비정형 CES●

또한 회선 에뮬레이션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확인

아래에 설명된 show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show 명령은 모든 관
련 디바이스에서 출력됩니다. 케이스를 열어야 하는 경우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엔지니어에게 유용합니다.

명령 설명

버전
표시

현재 버전의 Cisco IOS를 표시합니다.지원되는 기
능을 확인하거나 CCO에서 버그를 검색할 때 IOS
버전을 알아야 합니다.

실행
표시 현재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

int
cbr
표시
x/y/z

인터페이스 상태를 표시합니다.

show
ces
int
cbr
x/y/z

라인 상태 및 모든 T1/E1 오류 카운터를 표시합니
다(모든 카운터의 정의는 RFC 1406()에 있습니다.
포트 및 서비스 컨피그레이션도 표시합니다.스위치
에 구성된 회선 코드 및 프레이밍이 CPE 디바이스
에 구성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show
ces
circui
t int
cbr
x/y/z
n

여기서 n은 채널 ID입니다(0 = 구조화되지 않음;1-
24 = 정형). 언더플로우 및 오버플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참고: 회로가 가동될 때 항상 일부 언더플로/오버플
로가 발생하므로 절대 숫자가 아닌 상대적인 증가
율을 확인해야 합니다.언더플로 및 오버플로는 클
럭 전표를 나타냅니다.

show
ces
주소

이 CBR 포트에서 소프트 PVC를 종료하려는 경우
사용할 주소와 VPI/VCI 쌍을 표시합니다.이 정보를
보려면 먼저 CES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여러 채
널이 포함된 구조적 서비스가 있는 경우 여러 주소
와 VPI/VCI 쌍이 있습니다.

show
ces
stat

모든 회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네트
워크
시계
표시

네트워크 클럭 소스 환경 설정의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하고 활성 클럭 소스가 기본 설정으로 구성된
소스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로그
표시

지난 클럭 스위치오버 이벤트 또는 인터페이스 이
벤트를 표시합니다.로그를 활용하려면 스위치에서
타임스탬프를 구성하고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content/en/us/support/docs/asynchronous-transfer-mode-atm/circuit-emulation-services-ces/10427-ces-sample2.html
//www.cisco.com/en/US/tech/tk39/tk103/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094b35.shtml
/content/en/us/support/docs/asynchronous-transfer-mode-atm/circuit-emulation-services-ces/10428-ces-sample4.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18/products_configur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7cb02.html
https://www.rfc-archive.org/getrfc?rfc=1406
https://www.rfc-archive.org/getrfc?rfc=1406


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버퍼링 로깅●

서비스 타임스탬프 로그 날짜 msec●

서비스 타임스탬프 디버그 날짜 msec●

기본 문제 해결

CES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일부는 트러블슈팅 팁과 함께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회로가 작동하지 않거나 CPE가 경보 상태입니다.

올바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의 모든 CES 포트에 대한 핀아웃은 PA-A2
ATM CES 케이블, 커넥터 및 핀아웃을 참조하십시오. PA-A2.

1.

프레이밍 및 라인 코드가 CPE 및 스위치에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show ces interface x/y/z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 구성 방법을 확인합니다.프레이밍 및 라인 코드를 변경하려면 ces
dsx1 프레이밍 및 ces dsx1 linecode 명령을 사용합니다.

2.

CPE의 포트, 스위치의 케이블 및 포트와 같은 모든 하드웨어가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한 번
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교체하거나 루프백을 사용하여 문제를 현지화하여 하드웨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구성 가능한 루프백을 사용하여 CBR 인터페이스에 ces dssx1
loopback 명령을 사용하고 ATM 인터페이스에 loopback 명령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CBR T1 인터페이스에 외부 루프백 플러그를 꽂거나 ATM 인터페이스의 수신 케이
블로 송신 케이블을 외부 루프백해야 할 수 있습니다.루프백 테스트는 CES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유용합니다.

3.

경보 표시기를 확인합니다.빨간색 경보는 로컬 디바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노
란색 경보는 원격 종료 오류를 나타냅니다.하나의 패턴(AIS)이 모두 탐지되면 파란색 경보가
선언됩니다.파란색 경보에 있는 포트에 연결된 CPE 장비는 이 상태를 신호 손실(LOS)으로 간
주해야 합니다.파란색 경보는 ATM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연결이 끊겼을 수 있음을 나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8510-MSR에서 LED는 서로 다른 경보를 나타냅니다.

4.

CPE(또는 CSU/DSU와 같은 가장 가까운 신호 재생성 디바이스)와 CES PAM의 CBR 포트 간
의 거리를 측정합니다.기본 라인 빌드는 0~110피트입니다.거리가 더 길면 ces dsx1 lbo 명령
을 사용하여 기본값을 늘립니다.지원되는 최대 거리는 약 700피트입니다.

5.

회선에 클럭 전표가 발생합니다.

회선에 클럭 전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show ces circuit interface cbr x/y/z n 명령을 사용하여 언더
플로 및 오버플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n은 회로 ID(비정형 CES의 경우 항상 0)입니다.

AAL1 셀이 ATM 인터페이스에서 수신되면 CES PAM에 상주하는 SAR 버퍼에 저장됩니다.그런 다
음 프레임러는 해당 버퍼에서 AAL1 데이터를 가져와 모든 헤더를 제거하고 T1 프레임을 구성하고
CBR 인터페이스에서 전송합니다.이 버퍼의 크기는 구현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지연을 피하면서
특정 종단간 최대 CDV를 수용하도록 선택됩니다.세그멘테이션(T1 프레임에서 ATM 셀로 변환)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와 재어셈블리(ATM 셀에서 T1 프레임으로 변환)를 수행하는 디바이스 간에 약
간의 클럭킹 차이가 있을 경우 SAR 버퍼는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를 얻게 됩니다.

초과 플로우:세그멘테이션 면이 재어셈블리 면보다 빠르므로 프레임이 삭제됩니다.●

언더플로:세그멘테이션 면이 재결합 측면보다 느려 프레임이 반복됩니다.●

/content/en/us/td/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atm/pa-a2_atm_ces_install_config/pa_a2_4/3460over.html#wp1031037
/content/en/us/td/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atm/pa-a2_atm_ces_install_config/pa_a2_4/3460over.html#wp1031037


PBX 보고 프레이밍 오류 또는 캐리어 삭제

모든 ATM 링크에서 CRC(cyclic redundancy check) 또는 기타 오류를 확인합니다.show controller
atm 및 show interface 명령을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정적 통화 또는 전화 통화 클릭

모든 ATM 및 CES 디바이스의 잠금을 확인합니다.적응형 클럭킹을 시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
인합니다.

잘못된 참조 클럭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원래 클럭 소스에 문제가 있거나 ATM 네트워크가 클럭의 등급을 낮
추거나 네트워크 전체의 클럭 배포가 잘못 구성된 경우 참조 클럭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
다.

1.

적응형 클럭킹을 시도합니다.SRTS와 동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문제가 해결된다면
(SRTS와 동기식이 문제를 겪고 있음), 의심사항이 정확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2.

PA-A2로 네트워크에 클럭 문제가 있음

PA-A2의 ATM 인터페이스는 ATM 업링크 포트에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파생 클럭킹을 사용합니
다.기본적으로 클록 소스는 네트워크 파생 클럭과 동등한 atm clock internal입니다.네트워크 파생으
로, show network-clock 명령의 출력에 표시된 대로 가장 높은 우선 순위 활성 클럭 소스를 사용한
다는 의미입니다.

no atm clock internal 명령을 사용하여 전송 시계를 회선으로 설정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동일
한 인터페이스에서 수신된 클럭 소스에서 전송 클록 소스가 파생되는 루프 시간 전송 클록 소스와
같습니다.

관련 정보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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