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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라우터에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Walk for Serial
Interface Utilization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우터를 폴링하는 서버 연결 가능●

라우터에 구성된 올바른 읽기-쓰기 SNMP 커뮤니티●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VWIC2-1MFT-T1/E1과 함께 Cisco 1941 라우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지만 특정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버전에만 국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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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이 문서는 기술자가 HCInOctets를 사용하여 SNMP가 직렬 인터페이스 사용률을 폴링하는 이유와



HCOutOctet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성

참고: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mand Lookup Tool(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사용합니다.

라우터의 컨피그레이션

VWIC2-1MFT-T1/E1 카드의 직렬 인터페이스에서 ifHCInOctets / ifHCOutOctets를 폴링하는 Cisco
1941 라우터의 컨피그레이션 샘플:

NAS(config)#snmp-   RW

NAS#show ip interface brief | e 

 IP  ?  

GigabitEthernet0/1 10.106.65.131  DHCP      

NAS#sh snmp mib ifmib ifindex g0/1

 = GigabitEthernet0/1, Ifindex = 3

NAS#sh snmp mib ifmib ifindex  0/1/0:30

 = Serial0/1/0:30, Ifindex = 11

ifHCIn8:.1.3.6.1.2.1.31.1.1.1.6

ifHCOutOctets:.1.3.6.1.2.1.31.1.1.1.10

snmp-server% snmpwalk -v2c -c  10.106.65.131 .1.3.6.1.1.1.1.1.1.6.3   

IF-MIB::ifHCInOctets.3 = Counter64:1712486

snmp-server% snmpwalk -v2c -c  10.106.65.131.1.3.6.1.1.31.1.1.1.6.11

IF-MIB::ifHCInOctets.11 =   OID   .

snmp-server% snmpwalk -v2c -c  10.106.65.131.1.3.6.1.1.31.1.1.10.11

IF-MIB::ifHCOutOctets.11 =   OID   .

snmp-server% snmpwalk -v2c -c  10.106.65.131.1.3.6.1.1.31.1.1.1.10.3

IF-MIB::ifHCOutOctets.3 = Counter64:106364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SNMP 폴링은 직렬 인터페이스에 대해 "No Such Instance currently exists at
this OID(현재 이 OID에 해당 인스턴스가 없음)"를 반환하고 GigabitEthernet 인터페이스에 대한 올
바른 값을 반환합니다.

속도/대역폭이 20Mbps 미만인 직렬 인터페이스의 경우 8진수 HC 카운터가 구현되지 않습니다.따
라서 SNMP 폴링에서 "no such instance" 오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32비트 버전 - ifOutOctets/ ifInOctets를 사용합니다.이는 아래와 같이 SNMPv2 및 SNMPv3에서 모

http://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http://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http://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두 작동합니다.

ifOutOctets- 1.3.6.1.2.1.2.2.1.16

ifInOctets - 1.3.6.1.2.1.2.2.1.10

NAS#sh snmp mib ifmib ifindex  0/1/0:30

 = Serial0/1/0:30, Ifindex = 7

SNMPv2:

snmp-server% snmpwalk -v2c -c test 10.106.65.131 1.3.6.1.2.1.2.1.16.7

IF-MIB::ifOutOctets.7 = 32:1874894

snmp-server% snmpwalk -v2c -c test 10.106.65.131 1.3.6.1.2.1.2.1.10.7

IF-MIB::ifInOctets.7 = 32:2275304

SNMPv3:

snmp-server% snmpwalk -v3 -u ciscouser -A ciscopwd 10.106.65.201

1.3.6.1.2.2.1.16.7

IF-MIB::ifOutOctets.7 = 32:5030145

snmp-server% snmpwalk -v3 -u ciscouser -A ciscopwd 10.106.65.201

1.3.6.1.2.2.1.10.7

IF-MIB::ifInOctets.7 = 32:6126029

참고:SNMPv3과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은 SNMPv3 컨피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 SNMP를 사용하여 대역폭 사용률을 계산하는 방법
   · SNMP v3 구성
   · Frame Relay 64비트 카운터
   · MIB 로케이터
   · 성과 관리:모범 사례 백서
   · 기술 지원 - Cisco Systems

http://docwiki.cisco.com/wiki/Snmp_v3_configurations
/content/en/us/support/docs/ip/simple-network-management-protocol-snmp/8141-calculate-bandwidth-snmp.html
http://docwiki.cisco.com/wiki/Snmp_v3_configurations
/content/en/us/td/docs/ios-xml/ios/wan_frly/configuration/15-s/wan-frly-15-s-book/wan-fr-64b-ctr.html
http://tools.cisco.com/ITDIT/MIBS/MainServlet?referring_site=bodynav
/content/en/us/support/docs/availability/high-availability/15115-perfmgmt.html?referring_site=bodynav
/content/en/us/support/docs/availability/high-availability/15115-perfmgmt.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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