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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LANE(LAN 에뮬레이션)을 사용할 때 Cisco 디바이스에서 ILMI(Interim Local
Management Interface)가 등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LMI 프로토콜은 UNI(User-Network Interface) 전체의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형식 패킷을 사용하여 각 노드 내의 링크와 연결된 ILMI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에 액세스합니다.ILMI 프로토콜은 인접 노드가 서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써 네트워크 전반의 자동 컨피그레이션을 용이하게 합니다.이러한 특성의 예로는 서로의 연결 공간
크기, 사용된 신호 유형(UNI 또는 NNI), 링크 유형(공용 또는 사설) 및 네트워크 관리 자동 검색을 위
한 후크 등이 있습니다.

ILMI는 주소 등록에도 사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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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오류 메시지

주소 해결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오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LANE-3-NOREGILMI: [chars] [chars] cannot register [ATM address] with ILMI

예:

%LANE-3-NOREGILMI: ATM2/0/0.1 LEC cannot registe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01 with ILMI

이 오류 메시지는 다음 중 하나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LECS(LAN Emulation Configuration Server)●

LES(LAN Emulation Server) 또는 브로드캐스트 및 알 수 없는 서버(BUS)●

LAN 에뮬레이션 클라이언트(LEC)●

이 문서에서는 LEC에서 발생한 주소 등록 문제를 살펴보지만, LECS 및 LES/BUS의 등록 문제에
대한 설명도 유효합니다.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설정에서는 다음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Bernard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1(4)을 실행하는 Cisco 7500 라우터입니다.●

Casimir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0(13)W5(19b)을 실행하는 LightStream 1010입니
다.

●

Tintin은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1.2(22)P를 실행하는 Cisco 7000 라우터입니다.●

이 설정은 LANE을 사용하며 LECS 및 LES/BUS는 LightStream 1010에 있습니다.

참고: 여기서 사용되는 컨피그레이션은 최상의 LANE 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그것은 단순히 삽
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LANE 서비스에 대한 설계 권장 사항은 LANE Design
Recommendations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Bernard와 Tintin은 모두 LEC로 구성됩니다.

버나드

interface ATM2/0/0

 pvc 0/16 ilmi

 !

 pvc 0/5 qsaal

!

interface ATM2/0/0.1 multipoint

 description *** ILMI addr. registr. test ***

 lane client ethernet ilmi-test

틴틴

interface ATM1/0

 atm pvc 1 0 5 qsaal

 atm pvc 2 0 16 ilmi

!

interface ATM1/0.1 multipoint

 description *** ILMI addr. registr. test ***

 lane client ethernet ilmi-test

ILMI 확인

ILMI 상태

ILMI를 통해 주소 등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 ILMI 영구 가상 회로(PVC)가 다음 show 명령을 사용하
여 작동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우터에서 show atm vc 명령을 실행합니다.●

LightStream 1010에서 show atm vc interface atm x/y/z 명령을 실행합니다.●

bernard# show atm vc

            VCD /                                      Peak  Avg/Min Burst

Interface   Name       VPI   VCI  Type   Encaps   SC   Kbps   Kbps   Cells  Sts

2/0/0      9            0     5   PVC    SAAL     UBR  149760                UP

2/0/0      1            0    16   PVC    ILMI     UBR  149760                UP

!--- Output su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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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mir# show atm vc interface atm 0/0/0

Interface         VPI  VCI   Type   X-Interface      X-VPI X-VCI Encap  Status

ATM0/0/0          0    5     PVC    ATM2/0/0          0    47    QSAAL  UP

ATM0/0/0          0    16    PVC    ATM2/0/0          0    35    ILMI   UP

!--- Output suppressed.

ILMI PVC가 작동 중인 경우 라우터와 atm 스위치가 있는 ILMI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show atm
ilmi-status 명령을 실행하여 수행합니다.

bernard# show atm ilmi-status

Interface : ATM2/0/0 Interface Type : Private UNI (User-side)

ILMI VCC : (0, 16) ILMI Keepalive : Disabled

ILMI State:       UpAndNormal

Peer IP Addr:     10.200.10.12    Peer IF Name:     ATM0/0/0

Peer MaxVPIbits:  8               Peer MaxVCIbits:  14

Active Prefix(s) :

47.0091.8100.0000.0060.3e5a.4501

Casimir# show atm ilmi-status atm 0/0/0

Interface : ATM0/0/0 Interface Type : Private UNI (Network-side)

ILMI VCC : (0, 16) ILMI Keepalive : Enabled (5 Sec 4 Retries)

ILMI State:       UpAndNormal

Peer IP Addr:     15.1.1.1        Peer IF Name:     ATM2/0/0

Peer MaxVPIbits:  8               Peer MaxVCIbits:  16

Configured Prefix(s) :

47.0091.8100.0000.0060.3e5a.4501

올바른 상태는 UpAndNormal입니다.라우터나 LightStream 1010이 올바른 ILMI 상태가 아닌 경우
이 문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한 지침을 사용하여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위치 인터페이스에서 ILMI가 비활성화된 경우

다음 show 명령을 실행하여 스위치 인터페이스에서 ILMI가 비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show run interface atm x/y/z●

show atm ilmi status atm z/y/z●

Casimir# show run interface atm 0/0/0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interface ATM0/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logging event subif-link-status

    atm ilmi-keepalive

    no atm ilmi-enable

bernard# show atm ilmi-status atm 2/0/0

Interface : ATM2/0/0 Interface Type : Private UNI (User-side)



ILMI VCC : (0, 16) ILMI Keepalive : Disabled

ILMI State:       UpAndNormal

Peer IP Addr:     0.0.0.0

Peer MaxVPIbits:  8               Peer MaxVCIbits:  14

bernard# show lane default-atm-addresses interface atm 2/0/0

LANE Client:        ...000000000002.**

LANE Server:        ...000000000003.**

LANE Bus:           ...000000000004.**

LANE Config Server: ...000000000005.00

note: ** is the subinterface number byte in hex

Casimir#

이 경우 no atm ilmi-enable 명령을 실행하여 인터페이스에서 ILMI가 비활성화되었으므로 접두사가
라우터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주소 등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목록 구성 문제 또는 읽기 전용으로 구성된 ILMI 커뮤니티

이 보안 어댑터에 제안된 해결 방법 중 하나가 LightStream 1010 또는 라우터에 잘못 적용된 경우
액세스 목록 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스위치 컨피그레이션에 이러한 행을 추가한 경우
ILMI(및 PNNI)가 스위치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access-list deny any

snmp community ILMI view *ilmi RW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

bernard# show atm ilmi-st

Interface : ATM2/0/0 Interface Type : Private UNI (User-side)

ILMI VCC : (0, 16) ILMI Keepalive : Disabled

ILMI State: WaitDevType

보시다시피 라우터의 ILMI 상태는 WaitDevType에 유지되며 주소 등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우터나 스위치에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추가하면 ILMI가 WaitDevType에 유지되므로 주소 등록이
방지됩니다.

access-list <x> [permit|deny] a.b.c.d

snmp-server community ILMI RO <x>

라우터와 스위치가 올바른 상태인 경우 VC 0/16에서 셀을 전송 및 수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소개에 설명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다음 show 명령을 실행하여 라우터에서 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show atm pvc 0/16●

show atm vc vcd●

LightStream 1010 또는 Catalyst 8500 MSR에서 다음 show 명령을 실행합니다.

show atm vc interface atm x/y/z 0 16●

show atm vc traffic interface atm x/y/z 0 16●

bernard# show atm pvc 0/16

/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010227-ios-snmp-ilmi


ATM2/0/0: VCD: 1, VPI: 0, VCI: 16

UBR, PeakRate: 149760

AAL5-ILMI, etype:0x0, Flags: 0xC27, VCmode: 0x0

OAM frequency: 0 second(s), OAM retry frequency:

1 second(s), OAM retry frequency: 1 second(s)

OAM up retry count: 3, OAM down retry count: 5

OAM Loopback status: OAM Disabled

OAM VC state: Not Managed

ILMI VC state: Not Managed

InARP DISABLED

Transmit priority 4

InPkts: 255, OutPkts: 309, InBytes: 18842, OutBytes: 22657

InPRoc: 269, OutPRoc: 319, Broadcasts: 0

!--- Output suppressed. Casimir# show atm vc traffic interface atm 0/0/0 0 16

Interface         VPI  VCI   Type      rx-cell-cnts     tx-cell-cnts

ATM0/0/0          0    16    PVC             308              316

전송 또는 수신된 카운터만 증가하는 경우, 셀이 백플레인에 걸려 있어 ILMI가 고착 상태임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인터페이스에서 shut/no shut 명령을 실행해 보십시오.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Cisco
기술 지원 부서에 추가 문제 해결을 문의하십시오.두 카운터가 모두 증가하면 ILMI PVC에서 셀을
올바르게 전송합니다.

알려진 주의 사항

ILMI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몇몇 알려진 곤충들도 있다.Cisco 버그 ID
CSCdt47492(등록된 고객만 해당), CSCdm26756(등록된 고객만 해당) 및 CSCdr28332(등록된 고
객만 해당)입니다.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ILMI PVC가 UP이고 휴대 셀이며 모든 디바이스에서 ILMI 상태가 올
바르다고 가정합니다.그러면 ILMI를 통한 주소 등록 실패의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치가 NSAP 주소를 이미 알고 있음●

구성 문제●

스위치가 NSAP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스위치가 NSAP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스위치에서 NSAP 주소가 정적으로 구성된 경우

라우터 Bernard에서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w1d: %LANE-3-NOREGILMI: ATM2/0/0.1 LEC cannot registe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01 with ILMI

NSAP 주소 47.0091810000000603E5A4501.00D069A7C40.01에 대한 스위치를 찾을 때 다음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Casimir# show atm ro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01

Codes: I - internal prefix, E - exterior prefix

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15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t47492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m26756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m26756


    Advertised in PTSE ID 3 IG IX 0 by node-index 1

    Node 1: Port ATM0/0/3, by atm-static, 00:00:39, uni scope 15

            adv_trig 0x2, src_mask 0x1, node-index 0, rtaddr_index 1

Casimir# show atm route

Codes: P - installing Protocol (S - Static, P - PNNI, R - Routing control),

       T - Type (I - Internal prefix, E - Exterior prefix, SE -

                 Summary Exterior prefix, SI - Summary Internal prefix,

                 ZE - Suppress Summary Exterior, ZI - Suppress Summary Internal)

P  T Node/Port        St Lev Prefix

~ ~~ ~~~~~~~~~~~~~~~~ ~~ ~~~ ~~~~~~~~~~~~~~~~~~~~~~~~~~~~~~~~~~~~~~~~~~~~~~~~~~~

P  I 9   0            UP 0   47.0091.8100.0000.0010.1f2d.6801/104

P SI 1   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104

R  I 1   ATM0/0/3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c0e.09e7/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1/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2/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152

S  E 1   ATM0/0/3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4000.0c/128

Casimir# show running-config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 Last configuration change at 12:28:24 UTC Mon Apr 2 2001

! NVRAM config last updated at 12:28:25 UTC Mon Apr 2 2001

!

version 12.0

!--- Output suppressed. atm ro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 ATM0/0/3

위에 표시된 것처럼 NSAP 주소는 스위치에 정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경우 NSAP 주소가 위치해
야 할 인터페이스와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다른 디바이스에서 ILMI를 통해 NSAP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

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Tintin과 Bernard가 동일한 MAC 주소로 구성됩니다.

버나드

interface ATM2/0/0

 mac-address 0000.0000.0001

 pvc 0/16 ilmi

 !

 pvc 0/5 qsaal

틴틴

interface ATM1/0

 mac-address 0000.0000.0001

 no ip address

 atm pvc 1 0 5 qsaal

 atm pvc 2 0 16 ilmi



둘 다 동일한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위 인터페이스 atm 2/0/0.1 및 atm 1/0.1에 구성된
LEC와 연결된 NSAP 주소는 동일합니다.47.009181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Bernard에 현금 자동 지급기 2/0/0.1 전에 Tintin interface atm 1/0.1이 개발되었습니다.따라서
Tintin은 ILMI를 통해 NSAP 주소 47.009181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을 등록하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인터페이스 atm 2/0/0.1이 Bernard에 나타나자마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w1d: %LANE-3-NOREGILMI: ATM2/0/0.1 LEC cannot registe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with ILMI

Tintin을 보면 Tintin이 이미 해당 NSAP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Casimir에 등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intin# show lane client

LE Client ATM1/0.1  ELAN name: ilmi-test  Admin: up  State: operational

Client ID: 2                 LEC up for 39 seconds

Join Attempt: 4

HW Address: 0000.0000.0001   Type: ethernet             Max Frame Size: 1516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VCD  rxFrames  txFrames  Type       ATM Address

   0         0         0  configur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00

  14         1         2  direct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1

  15         1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1

  16         0         1  sen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1

  17         2         0  forward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01

Casimir을 보면 이 주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simir# show atm route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Codes: I - internal prefix, E - exterior prefix

I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152

    Node 1: Port ATM0/0/3, by routing-control, 00:01:06, uni scope 15

            adv_trig 0x2, src_mask 0x2, node-index 0, rtaddr_index 1

Casimir# show atm route

Codes: P - installing Protocol (S - Static, P - PNNI, R - Routing control),

       T - Type (I - Internal prefix, E - Exterior prefix, SE -

                 Summary Exterior prefix, SI - Summary Internal prefix,

                 ZE - Suppress Summary Exterior, ZI - Suppress Summary Internal)

P  T Node/Port        St Lev Prefix

~ ~~ ~~~~~~~~~~~~~~~~ ~~ ~~~ ~~~~~~~~~~~~~~~~~~~~~~~~~~~~~~~~~~~~~~~~~~~~~~~~~~~

P  I 9   0            UP 0   47.0091.8100.0000.0010.1f2d.6801/104

P SI 1   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104

R  I 1   ATM0/0/3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1/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2/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4/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5/152

S  E 1   ATM0/0/3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00d0.069a.7c40/152

R  I 1   ATM2/0/0     UP 0   47.0091.8100.0000.0060.3e5a.4501.4000.0c/128

이것은 버나드가 ILMI를 통해 주소를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복이기
때문이다.Bernard 및 Casimir에서 debug atm ilmi atm x/y/z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 디버그가 표시됩



니다.

버나드:

!--- Output suppressed. 1w1d: ILMI(ATM2/0/0): Registration local validation attempt fo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1w1d: ILMI(ATM2/0/0): Sent Out. Will be added on confirmation

1w1d: ILMI(ATM2/0/0):Sending out Request 930

1w1d: ILMI(ATM2/0/0):Response received for request 929

1w1d: ILMI(ATM2/0/0): Errored response <General Error> Function Type = ilmiReqOther

1w1d: ILMI(ATM2/0/0): Errored or no response received

1w1d: ILMI(ATM2/0/0): ES database update not done

1w1d: ILMI(ATM2/0/0):Updating ES Database with

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2.00

1w1d:   Reg Status :- Delete in progress - False, Add in progress - True

1w1d: ILMI(ATM2/0/0):Response received for request 930

1w1d: ILMI(ATM2/0/0): Errored response <General Error> Function Type = ilmiReqOther

1w1d: ILMI(ATM2/0/0): Errored or no response received

1w1d: ILMI(ATM2/0/0): ES database update not done

1w1d: ILMI(ATM2/0/0):Updating ES Database with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1w1d:   Reg Status :- Delete in progress - False, Add in progress - True

1w1d: %LANE-3-NOREGILMI: ATM2/0/0.1 LEC cannot register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with ILMI

!--- Output suppressed.

카시미르:

!--- Output suppressed. Apr 2 13:10:06.800: ILMI: Validating 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00.0000.0001.01 Apr 2 13:10:06.800: ILMI: Address rejected by

Client identified as pnni(ATM0/0/0)

!--- Output suppressed.

참고: 이 섹션에 설명된 상황은 종종 다음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LECS 서비스가 Cisco
장치 및 기타 공급업체 장치에 동시에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LECS가 잘 알려진 주소를 듣고 이를
광고하는 경우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1w2d: %LANE-3-NOREGILMI: ATM2/0/0 LECS cannot register

47.007900000000000000000000.00A03E000001.00 with ILMI

LECS는 Cisco 이외의 디바이스와 Cisco 디바이스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Fast-SSRP의 SSRP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이중화 프로토콜의 목적은 하나의 LECS가 Master LECS로 선택되고 다
른 LECS는 백업 LECS로 선택됩니다. 마스터 LECS는 잘 알려진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이 경우 이중화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Master LECS 선택이 없습
니다.따라서 모든 LECS는 잘 알려진 주소를 알리려고 하지만 하나만 성공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이 수정되었습니다.

버나드



lane database test

  name ilmi-test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1

!

interface ATM2/0/0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distributed

 no atm ilmi-keepalive

 pvc 0/16 ilmi

 !

 pvc 0/5 qsaal

 !

 lane config fixed-config-atm-address

 lane config database test

틴틴

lane database test

  name ilmi-test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3E5A4501.00603E5A4503.01

!

interface ATM2/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logging event subif-link-status

 lane config fixed-config-atm-address

 lane config database test

이 새로운 구성을 통해 Bernard 및 Casimir에 LECS가 구성되었으며 Casimir에 LECS 주소 데이터
베이스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이는 SSRP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오류 메시지를 설명
하기 위해 Bernard atm 2/0/0 인터페이스가 구성되기 전에 종료되고 Casimir 컨피그레이션이 먼저
수정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카시미르는 잘 알려진 주소를 ILMI를 통해 광고하고 있어 버나드가 그렇
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Bernard atm 2/0/0 인터페이스가 실행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w2d: %LANE-3-NOREGILMI: ATM2/0/0 LECS cannot register

47.007900000000000000000000.00A03E000001.00 with ILMI

구성 문제

LightStream 1010의 컨피그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주소 등록 오류의 가능한 또 다른 원인입니다.

interface ATM0/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logging event subif-link-status

 atm ilmi-keepalive

 no atm address-registration

위의 명령은 ILMI를 통한 주소 등록을 방지하며, 이 경우 라우터가 접두사를 수신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를 스위치에 광고합니다.

bernard# show lane default-atm-addresses interface atm 2/0/0

LANE Client:        ...000000000002.**

LANE Server:        ...000000000003.**

LANE Bus:           ...000000000004.**

LANE Config Server: ...000000000005.00

note: ** is the subinterface number byte in hex

bernard# show atm ilmi-status atm 2/0/0

Interface : ATM2/0/0 Interface Type : Private UNI (User-side)

ILMI VCC : (0, 16) ILMI Keepalive : Disabled

ILMI State:       UpAndNormal

Peer IP Addr:     10.200.10.12    Peer IF Name:     ATM0/0/0

Peer MaxVPIbits:  8               Peer MaxVCIbits:  14

라우터가 접두사를 받지 않으므로 주소 등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LightStream 1010에서 debug atm ilmi 0/0/0을 활성화할 때 atm 0/0/0 인터페이스가 나타날 때 다음
과 같이 표시됩니다.

!--- Output suppressed. Apr 2 12:42:11.792: ILMI: My Device type is set to Node (ATM0/0/0) Apr 2

12:42:11.792: ILMI(ATM0/0/0): From NodeConfigComplete To UpAndNormal <ilmi_process_intfRestart>

Apr 2 12:42:11.792: ILMI(ATM0/0/0): Keep Alive enabled Apr  2 12:42:11.792: ILMI(ATM0/0/0)

Address Registration disabled. Prefix not sent

!--- Output suppressed.

ATM 주소 등록을 다시 활성화하고 atm 인터페이스에서 shut/no shut을 수행하여 ILMI를 재시작하
는 것이 해결됩니다.

관련 정보

LANE 설계 권장 사항●

FSSRP 샘플 컨피그레이션●

LANE 구성●

ATM LAN 에뮬레이션 네트워크 문제 해결●

LANE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623.s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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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hw/switches/ps1893/products_quick_start_chapter09186a00800f0b0a.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internetworking/troubleshooting/guide/tr1921.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39/tk391/tsd_technology_support_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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