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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라우터, Catalyst 스위치 및 ATM 스위치에서 LANE(LAN Emulation)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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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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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설정에서

Router1 및 Router2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4)을 실행하는 Cisco 4500 라우터입
니다. 둘 다 LEC(LAN Emulation Clients) 역할을 합니다.

●

LightStream 1010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0)W5(18b)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LECS(LAN Emulation Configuration Server) 역할을 합니다.

●

이더넷 스위치는 슬롯4에 LANE 블레이드가 있는 Catalyst 5000입니다. 이 LANE 블레이드는
LEC 역할을 하며 LES/BUS(LANE broadcast-and-unknown server) 역할을 합니다.

●

LANE 서비스는 LANE 설계 권장 사항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2개의 에뮬레이트된 LAN(ELAN)이 구성되었습니다.test-elan 및 test-elan2.●

라우터1에는 각 ELAN에 LEC가 있습니다.이더넷 스위치에는 test-elan2에 LEC가 있습니다.
Router2 및 LightStream 1010에는 테스트-요소에 LEC가 있습니다.

●

이더넷 스위치에서 가상 LAN, VLAN2는 test-elan2에 바인딩됩니다.●

라우터1은 두 ELAN 간의 라우팅을 담당합니다.●

논리적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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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LightStream 1010●

라우터 1●

라우터 2●

이더넷 스위치 LANE 블레이드●

참고: LANE과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명령의 부분만 포함됩니다.

LightStream 1010

!--- Output suppressed. atm lecs-address-default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5.00 !

lane database test name test-elan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01 name test-

elan2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02 ! interface

atm2/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lane

config auto-config-atm-address lane config database test

! interface atm2/0/0.2 multipoint ip address 20.0.0.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 !--- Output suppressed.

LANE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는 각 ELAN에 대한 LES/BUS의 NSAP(네트워크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 주소를 정의합니다.LightStream 1010 컨피그레이션 포인트의 다음 주소는 이더넷 스위치 LANE
블레이드입니다.

lane-blade# show lane default

interface atm0:

LANE Client: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0.**

LANE Server: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

LANE Bu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2.**

LANE Config Server: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3.00

참고:  **바이트의 하위 인터페이스 수를 16진수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참고: 특정 show 명령은 Output Interpreter Tool(등록된 고객만 해당)에서 지원되므로 show 명령 출
력의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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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E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후에는 lane config database name 명령을 사용하여 LECS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적용합니다.다음은 LECS에 구성된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atm lecs-address-default NSAP-address - 스위치가 ILMI(Interim Local Management
Interface)를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에 LECS NSAP로 광고하는 주소를 정의합니다. 이 경우 구
성된 주소는 LightStream 1010의 ATM0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NSAP 주소입니다.show lane
default 명령을 실행하여 다음 주소를 가져옵니다.
LightStream 1010# show lane default

interface ATM2/0/0:

LANE Client: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2.**

LANE Server: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3.**

LANE Bu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4.**

LANE Config Server: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5.00

참고:  **바이트의 하위 인터페이스 수를 16진수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

lane config auto-config-atm-address - LECS가 실제 NSAP 주소에 대한 통화 설정에 응답하는
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lane config database database-name - LECS에서 사용하는 LANE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합니다
.

●

위의 컨피그레이션을 기본 인터페이스에 적용한 후에는 LECS가 작동 및 활성화됩니다.

LECS 상태 확인

show lane config 명령을 실행하여 LECS 상태를 확인합니다.

LightStream 1010# show lane config

LE Config Server ATM2/0/0 config table: test

Admin: up State: operational

LECS Mastership State: active master

list of global LECS addresses (49 seconds to update):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5.00

ATM Address of this LEC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5.00 (auto)

 vcd  rxCnt  txCnt  callingParty

  46      1      1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01 LES test-elan 0 active

  62      1      1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02 LES test-elan2 0 active

ATM Address of this LECS: 47.007900000000000000000000.00A03E000001.00 (well known)

cumulative total number of unrecognized packets received so far: 0

cumulative total number of config requests received so far: 608

cumulative total number of config failures so far: 601

    cause of last failure: no configuration

    culprit for the last failure: 47.009181000000FFFF705A8F01.0050E2030602.01

라우터 1

!--- Output suppressed. interface ATM0 no ip address pvc

0/5 qsaal ! PVC 0/16 ilmi ! no ATM ilmi-keepalive !

interface ATM0.2 multipoint ip address 20.0.0.1

255.255.255.0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 ! interface

ATM0.3 multipoint ip address 21.0.0.1 255.255.255.0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2 ! router rip network 20.0.0.0

network 21.0.0.0 !--- Output suppressed.

LEC 상태 확인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LEC 상태를 확인합니다.

show lane client [interface atm number[.subinterface-number]]
router1# show lane client interface atm 0.2

LE Client ATM0.2  ELAN name: test-elan  Admin: up  State: operational

Client ID: 2                 LEC up for 18 hours 9 minutes 42 seconds

ELAN ID: 0

Join Attempt: 1

Known LE Servers: 1

HW Address: 0060.837b.b3a2   Type: ethernet             Max Frame Size: 1516

ATM 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837BB3A2.02

 VCD  rxFrames  txFrames  Type       ATM Address

   0         0         0  configure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705A8F05.00

   5         1        47  direct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01

   6       145         0  distribute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1.01

   7         0      4567  send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2.01

   8     10221         0  forward    47.0091810000000060705A8F01.00E0B00B7032.01

●

show atm ilmi-status - 클라이언트가 ILMI를 통해 NSAP 주소를 올바르게 등록했는지 확인합니
다.
router1# show atm ilmi-status

Interface : ATM0 Interface Type : Private UNI (Us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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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MI State:       UpAndNormal

Peer IP Addr:     10.200.10.47    Peer IF Name:     ATM0/0/0

Peer MaxVPIbits:  8               Peer MaxVCIbits:  14

Active Prefix(s) :

47.0091.8100.0000.0060.705a.8f01

End-System Registered Address(s) :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837b.b3a2.02(Confirmed)

47.0091.8100.0000.0060.705a.8f01.0060.837b.b3a2.03(Confirmed)

show atm ilmi-status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ATM 인터페이스에
서 ILMI 이해ILMI 주소 등록 문제:%LANE-3-NOREGILMI

●

라우터 2

!--- Output suppressed. interface ATM1 no ip address PVC

0/16 ilmi ! PVC 0/5 qsaal ! no ATM ilmi-keepalive !

interface ATM1.2 multipoint ip address 20.0.0.3

255.255.255.0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 ! router

rip network 20.0.0.0 !--- Output suppressed.

이더넷 스위치 LANE 블레이드

!--- Output suppressed. interface ATM0 ATM preferred phy

A atm PVC 1 0 5 qsaal ATM PVC 2 0 16 ilmi no ATM ilmi-

keepalive ! interface ATM0.1 multipoint lane server-bus

ethernet test-elan !--- Configuration of the Bus. !

interface ATM0.2 multipoint lane server-bus ethernet

test-elan2 ! interface ATM0.3 multipoint lane client

ethernet 2 test-elan2 !--- Output suppressed.

lane server-bus ethernet elan-name 명령은 이 디바이스를 elan-name이라는 ELAN에 대한
LES/BUS로 구성합니다.

참고: 멀티포인트 하위 인터페이스당 서버 버스는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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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명령

다음은 LANE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명령입니다.LANE을 구현하기 위해 이러
한 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LECS에서

interface ATM2/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lane config fixed-config-atm-address

  lane config auto-config-atm-address

  lane config config-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1.01

  lane config database test

lane config fixed-config-atm-address - LECS가 잘 알려진 NSAP 주소에 대한 통화 설정에 응답
함을 나타냅니다.잘 알려진 NSAP 주소는
47.007900000000000000000000.00A03E000001.00입니다.

●

lane config-atm-address NSAP - LECS가 구성된 NSAP 주소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1.01에 대한 통화 설정에 대한 응답도 했음
을 나타냅니다.

●

LES에서

interface ATM0.1 multipoint

  lane config-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1.01

  lane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2.01

  lane bus-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3.01

  lane server-bus ethernet test-elan

lane config-atm-address NSAP - ILMI에서 학습한 LECS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LES/BUS가
NSAP 주소로 LECS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

lane server-atm-address NSAP 및 lane bus-atm-address NSAP—각각 LES와 BUS의 NSAP
주소를 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LES/LEC/BUS/LECS의 하드 코딩 ATM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LEC에서

interface ATM1.2 multipoint

  ip address 20.0.0.3 255.255.255.0

  lane fixed-config-atm-address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

interface ATM1.2 multipoint

  ip address 20.0.0.3 255.255.255.0

  lane config-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1.01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

  interface ATM1.2 multipoint

  ip address 20.0.0.3 255.25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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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 server-atm-address 47.0091810000000060705A8F01.000000000002.01

  lane client ethernet test-elan

lane fixed-config-atm-address - ILMI에서 학습한 LECS NSA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잘 알려진
NSAP 주소를 사용하여 LEC를 LECS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

lane config-atm-address NSAP - ILMI에서 학습한 LECS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LEC가 NSAP
주소로 LECS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

lane server-atm-address NSAP - LECS에 먼저 연결하지 않고 NSAP 주소를 사용하여 LEC가
LES에 직접 연결하도록 합니다.

●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ILMI 주소 등록 문제:%LANE-3-NOREGILMI●

LANE 설계 권장 사항●

ATM 라우터 모듈을 사용하는 LAN 에뮬레이션●

LANE을 통한 HSRP 구현●

LANE을 통한 QoS●

FSSRP 샘플 컨피그레이션●

고급 LANE 설정 - Dual Phy가 포함된 SSRP●

LAN 에뮬레이션 스위칭 환경 문제 해결●

LANE(LAN Emulation) 기술 지원●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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