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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LANE(ATM LAN Emulation) SSRP(Simple Server Replication Protocol)를 개선하기 위해 Cisco는
ATM LANE FSSRP(Fast Simple Server Replication Protocol)를 도입했습니다.ELAN(에뮬레이트된
LAN)의 구성된 모든 LANE 서버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FSSRP는 LANE SSRP와 다릅
니다.FSSRP 지원 LANE 클라이언트에는 한 번에 최대 4개의 LANE 서버 및 브로드캐스트 및 알 수
없는 서버(BUS)로 설정된 VC(Virtual Circuit)가 있습니다.단일 LANE 서버(LES)가 다운되면 LANE
클라이언트는 다음 LES 및 BUS로 빠르게 전환하여 데이터 또는 LE_ARP(LANE 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엔트리가 손실되지 않으며 외부 신호 처리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문서에 표시된 다양한 서비스의 위치가 최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
서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을 구현하기 전에 LANE Design Recommendations를 검토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www.cisco.com/en/US/docs/ios/12_0t/12_0t5/feature/guide/fssrp.html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623.shtml


사용되는 구성 요소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LEC[LAN Emulation Client], LES, BUS, LANE Configuration Server
[LECS])는 FSSRP capable일 수 있습니다.FSSRP 지원 구성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FSSRP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FSSRP에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0(5)T 이상●

Catalyst LANE Module 버전 12.0 이상●

Cisco LightStream1010 버전 12.0(4a)W5(11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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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ATM 포트(FSSRP를 수행할 포트)의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 레인 fssrp를 구성해야 합니다.

Catalyst 5500 LANE Module(LEC만 해당)

다음은 현재 컨피그레이션입니다.

5500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

      hostname ATM

      !

      interface Ethernet0

      !      interface ATM0

       atm preferred phy A

       atm pvc 1 0 5 qsaal

       atm pvc 2 0 16 ilmi

       no atm ilmi-keepalive

       lane fssrp

      !

      interface ATM0.1 multipoint

       lane client ethernet 1 admin

      !

      end

7200(마스터 LES/버스 + LEC)

다음은 현재 컨피그레이션입니다.

7200

version 12.1

     !

     interface ATM4/0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cef

      atm pvc 1 0 5 qsaal

      atm pvc 2 0 16 ilmi

      no atm ilmi-keepalive

      lane fssrp

     !

     interface ATM4/0.2 multipoint

      lane server-bus ethernet admin elan-id 1

     !

     interface ATM4/0.3 multipoint

      lane client ethernet admin

     !

     end

LS1010(LECS, LEC 및 백업 LES/BUS)

다음은 현재 컨피그레이션입니다.

LS1010

version 12.0

    !

    hostname Casimir

    !

    !

    atm lecs-address-defaul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1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1.00

    atm router pnni

     no aesa embedded-number left-justified



     node 1 level 56 lowest

      redistribute atm-static

    !

    !

    lane database FSSRPConfig

      name admin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name admin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name admin elan-id 1

    !

    !

    interface ATM2/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atm maxvp-number 0

     lane config auto-config-atm-address

     lane config database FSSRPConfig

     lane fssrp

    !

    interface ATM2/0/0.1 multipoint

     no ip directed-broadcast

     lane client ethernet admin

    !

    interface ATM2/0/0.2 multipoint

     no ip directed-broadcast

     lane server-bus ethernet admin elan-id 1

    !

     end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LAN 에뮬레이션 클라이언트

LEC에서 FSSRP를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show lane client detail 명령을 실행하여 ELAN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LES/BUS 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LEC가 활성 및 백업 LES에 모두 조인되었습니다.따라서 활성 LES에 장애
가 발생할 경우 새 연결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TM# show lane client detail

      LE Client ATM0.1  ELAN name: admin  Admin: up  State: operational

      Client ID: 2                 LEC up for 33 minutes 20 seconds

      ELAN ID: 1      Join Attempt: 16

      This LEC is running in Fast SSRP mode

      Known LE Servers: 2 <-- LEC aware of both LESes

      Last Fail Reason: Link went down

      HW Address: 00e0.1410.d830   Type: ethernet         Max Frame Size: 1516 ANID: 1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E01410D830.01

       VCD  rxFrames  txFrames  Type       ATM Address

         0         0         0  configur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

                                           LEC ID: 2, State: LESBUS_ACTIVE

        44         1      1003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46      1035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48         0      1057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2

        50        99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2



                        LEC ID: 3, State: LESBUS_ACTIVE  <-- LEC joined the Backup LES

        45         1         2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47        34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49         0         0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2.02

        51         0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2.02

      Ischia# show lane client detail

      LE Client ATM4/0.3  ELAN name: admin  Admin: up  State: operational

      Client ID: 3

      LEC up for 34 minutes 13 seconds

      ELAN ID: 1

      Join Attempt: 7

      This LEC is running in Fast SSRP mode

     Known LE Servers: 2 <-- LEC aware of both LESes

      Last Fail Reason: Locally deactivate

      HW Address: 0030.199a.b870   Type: ethernet             Max Frame Size: 1516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0.03

       VCD  rxFrames  txFrames  Type       ATM Address

         0         0         0  configur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LEC ID: 3, State: LESBUS_ACTIVE

        66         1         2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67      1059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68         0        74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2

        69      1186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2

                         LEC ID: 2, State: LESBUS_ACTIVE <-- LEC joined the Backup LES

        70         1         2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74        36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76         0         0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2.02

        79         0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2.02

      Casimir# show lane client detail

      LE Client ATM2/0/0.1  ELAN name: admin  Admin: up  State: operational

      Client ID: 1                 LEC up for 36 minutes 16 seconds

      ELAN ID: 1      Join Attempt: 2

      This LEC is running in Fast SSRP mode

      Known LE Servers: 2 <-- LEC aware of both LESes

      Last Fail Reason: Local config change

      HW Address: 0060.3e5a.4502   Type: ethernet             Max Frame Size: 1516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2.01

       VCD  rxFrames  txFrames  Type       ATM Address

         0         0         0  configur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LEC ID: 1, State: LESBUS_ACTIVE

       143         1         2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146      1120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147         0        38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2

       150      1228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2

                         LEC ID: 1, State: LESBUS_ACTIVE <-- LEC joined the Backup LES

      177         1         2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178        37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179         0         0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2.02

      180         0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2.02

LAN 에뮬레이션 서버

show lane server 명령을 실행하여 LES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7200 플랫
폼의 LES는 백업 모드로 실행되고 LS1010의 LES는 활성 상태입니다.활성 및 백업 모두 세 클라이
언트 모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Ischia# show lane server

 LE Server ATM4/0.2, Elan name: admin, Admin: up, State: operational

 This LES is running in Fast SSRP mode

 Master/Backup: Backup, Type: ethernet, Max Frame Size: 1516

 locally set elan-id: 1

 elan-id obtained from LECS: 1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LECS use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connected, vcd 65, fssrp

 control distribute: vcd 73, 3 members, 38 packets <-- LEC joined the LES while in Backup state

 proxy/ (ST: Init, Conn, Waiting, Adding, Joined, Operational, Reject, Term)

 lecid ST vcd    pkts Hardware Addr  ATM Address

    1P O   71       2 0060.3e5a.4502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2.01

    2P O   72       2 0030.199a.b87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0.03

    3P O   80       2 00e0.1410.d83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E01410D830.01

LAN 에뮬레이션 구성 서버

show lane config 명령을 실행하여 LECS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LECS는
LES와 백업 LES/BUS를 모두 추적하고 LES를 활성 LES로 표시합니다.

Casimir# show lane config

 Config table: FSSRPConfig

 Admin: up State: operational

 This LECS is running in Fast SSRP mode

 LECS Mastership State: active master

 list of global LECS addresses (23 seconds to upda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alt------- me

 ATM Address of this LEC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auto)

 vcd  rxCnt  txCnt  callingParty

 138      1     47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LES admin 1 active, fssrp

 174      1     46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LES admin 0 backup, fssrp

 cumulative total number of unrecognized packets received so far: 0

 cumulative total number of config requests received so far: 26

 cumulative total number of config failures so far: 3

     cause of last failure: no configuration

     culprit for the last failur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0.03

 With the command show lane config you can verify the Database indeed is being bound

 to the LECS.

 Casimir# show lane database FSSRPConfig

  LANE Config Server database table 'FSSRPConfig' bound to interface/s: ATM2/0/0

 no default elan

 elan 'admin': un-restricted, elan-id 1

   serve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30199AB871.02 (prio 0)

   serve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2 (prio 1)

결론

LAN 클라우드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FSSRP를 활성화하면 LEC가 백업 LES/BUS에 조인할 수 있
습니다.이렇게 하면 기본 LES/BUS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환 시간이 단축됩니다.

show 및 debug 명령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인 클라이언트 세부 정보 표시●

레인 서버 표시●

레인 데이터베이스 표시●

레인 구성 표시●

디버그 레인 클라이언트 상태●

디버그 레인 서버●

디버그 레인 구성 이벤트●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46c.shtml#slc-command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18/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09186a00800f026e.html#39280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18/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09186a00800f026e.html#33273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18/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09186a00800f026e.html#33138
//www.cisco.com/en/US/docs/ios/12_0/debug/command/reference/dlane.html#wp8622
//www.cisco.com/en/US/docs/ios/12_0/debug/command/reference/dlane.html#wp9025
//www.cisco.com/en/US/docs/ios/12_0/debug/command/reference/dlane.html#wp8933


   

관련 정보

ATM LANE Fast Simple Server Replication Protocol●

고급 LANE 설정 - Dual Phy가 포함된 SSRP●

LANE 설계 권장 사항●

LANE 기술 지원●

ATM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ios/12_0t/12_0t5/feature/guide/fssrp.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093d65.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623.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sd_technology_support_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level0=268435599&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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