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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Netview 및 HP OpenView에서 트랩을 추가 및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와 예
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HP OpenView 4.1 이상●

IBM NetView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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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Cisco 트랩 추가하기

MIB를 로드할 때 인기 있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은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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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관리 부분에 트랩을 로드합니다(MIB 컴파일러 및 MIB 로드 참조).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
만 다음 절차를 따르면 트랩만 NMS로 직접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CiscoView Planner에서 최신 Cisco NMIDB(Network Management Integration Data Bundle)를
다운로드합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1.

아카이브의 /traps 디렉토리에 있는 trapd.41x Cisco 트랩 정의 파일을 가져옵니다.이 파일에는
HP OpenView 및 IBM NetView에 대한 트랩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trapd.41x 파일을 기존 trapd.conf 파일과 병합합니다.HP OpenView에서 이렇게 하려면
xnmevents 명령을 사용합니다.IBM NetView에서 이렇게 하려면 nvaddtrapdconf 명령을 사용
합니다.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HP 또는 IBM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트랩 추가 또는 수정하기

HP OpenView와 IBM NetView에서 GUI를 사용하여 트랩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 xnmtrap을 입력합니다.●

메뉴에서 Options(옵션) > Event customization(이벤트 사용자 지정) > Trap customization(트랩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SNMP.

●

예

이 예에서는 GUI를 사용하여 CISCO-ISDN-MIB_V1SMI.my에 demandNbrCallInformation 트랩을
추가합니다.

GUI를 열고 상위 영역에서 엔터프라이즈 이름을 찾습니다.이 예에서 이름은 cisco-isdn.다음으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없으면 추가를 선택합니다.1.
Enterprise Name(엔터프라이즈 이름) 및 Enterprise ID(엔터프라이즈 ID) 필드에 관련 세부 정
보를 입력합니다.이 경우 cisco-isdn은 엔터프라이즈 이름이고 1.3.6.1.4.1.9.9.26.2는 엔터프
라이즈 ID입니다.

2.

완료되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3.
맨 위 영역에 있는 엔터프라이즈(이 예에서 cisco-isdn)를 강조 표시합니다.4.
트랩 이름이 아래쪽 영역에 없으면 Add(추가)를 클릭하고 필드를 완료합니다.이 예에서는이벤
트 이름은 demandNbrCallInformation.트랩은 엔터프라이즈별로 다릅니다.특정 트랩 번호는 1입
니다.이 설명은 MIB에서 가져옵니다.
This trap-inform is sent to the manager whenever a successful call

clears, or a failed call attempt is determined to have ultimately

failed. In the event that call retry is active, then this is after

all retry attempts have failed. However, only one such trap is sent

in between successful call attempts; subsequent call attempts result

in no trap.

이벤트 소스 필드를 비워둡니다.이벤트 범주, 상태 및 심각도 필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움
말을 클릭하거나 HP OpenView 또는 IBM NetView 설명서를 참조하여 이러한 필드에 대한 설
명을 확인하십시오.)Event Log Message(이벤트 로그 메시지) 필드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예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정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Trap received from enterprise $E with $# arguments:

demandNbrLogIf=$1;

demandNbrNAME=$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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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NbrAddress=$3;

demandNbrLastDuration=$4;

demandNbrClearReason=$5;

demandNbrClearCode=$6

Popup Notification 및 Command for Automatic Action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HP OpenView 또
는 IBM NetView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완료되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6.

관련 정보

MIB 컴파일러 및 MIB 로드●

네트워크 관리 제품 지원●

네트워크 관리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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