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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SDN IDSL(Digital Subscriber Line)은 전환되지 않고 신호(D 채널)를 포함하지 않는 임대 회선
ISDN BRI(Basic Rate Interface)입니다.IDSL 및 ISDN BRI는 동일한 2B1Q 회선 변조를 사용합니다
.라우터에서 이는 임대 회선 컨피그레이션에서 BRI 인터페이스의 배치와 같습니다.64kbps,
128kbps 또는 144kbps의 속도로 회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를 통과하는 프레임은 표준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프레임입니다.임대 회선 BRI
인터페이스에 대해 PPP 또는 프레임 릴레이 캡슐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BRI 인터페이스를 느린
속도로 실행되는 동기식 직렬 포트로 간주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IDSL을 사용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isdn leased-line 전역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지원하고 BRI 인터페이스가 있는 라우터입니다.●



IDSL 인터페이스가 있는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을 사용하여 연결
의 반대쪽을 종료합니다.현재 Cisco는 Cisco 6160 DSLAM에서 사용할 8포트 IDSL 카드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6130 DSLAM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었습니다.차이점은 Cisco 6130은 IDSL 카
드당 4개의 포트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

DSLAM 컨피그레이션과 일치하는 속도 및 캡슐화.IDSL DSLAM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급업체의 장비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64kbps, 128kbps 또는 144kbps의 파이프 1개만 가능합니다.Cisco는 2개의 임대 회선 파이프
로 채널링된 BR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804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IOS ® Software 릴리스 12.0(7)T●

Cisco 6400 UAC NRP(Node Route Processor) IOS Software 릴리스 12.0(7)DC●

Cisco 6400 UAC NSP(Node Switch Processor) IOS Software 릴리스 12.0(4)DB●

Cisco 6130 DSLAM-NI2 IOS Software 릴리스 12.1(1)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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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사용자에 대한 CPE 구성

이 섹션에서는 원격 사용자에 대해 CPE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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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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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SL용 BRI 인터페이스가 있는 라우터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추가합니다.

isdn leased-line bri [#] [128|144]

!

interface bri [#]

  no shut

!

이 시점에서는 회선이 나타나지만 직렬 포트와 같은 회선 프로토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show isdn status 명령을 실행하지 마십시오.D-채널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때때로 레이
어 1이 다운되지 않은 경우 다운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1.

show int bri[#] 명령을 실행하고 회선 프로토콜 및 회선 상태 측면에서 직렬 인터페이스의 규칙
을 따릅니다.

2.

PPP 또는 Frame Relay 컨피그레이션을 추가합니다.다음 예에서는 PPP 컨피그레이션을 보여
줍니다.
isdn leased-line bri 0 128

!

username b-nrp password 0 cisco

!--- b-nrp is the username assigned to the ISDN router !--- to authenticate with the ISP.

!--- cisco is the password assigned to the ISDN router !--- to authenticate with the ISP. !

! interface BRI0 ip address 7.7.7.2 255.255.255.0 encapsulation ppp ppp authentication chap

!

이 두 예는 프레임 릴레이 컨피그레이션을 보여줍니다.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캡슐화를 사용해야 합니다.예 1
!

interface BRI0/0

 ip address 10.0.0.1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fair-queue 64 16 0

 frame-relay map ip 10.0.0.2 300 broadcast IETF

 frame-relay lmi-type ansi

!

예: 2:
!

interface BRI0/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fair-queue 64 16 0

 frame-relay lmi-type ansi

!

interface BRI0/0.300 point-to-point

 ip address 10.0.0.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frame-relay interface-dlci 300 IETF

!

3.

참고: 신호, 다이얼러 인터페이스, 다이얼러 목록, 다이얼러 문자열 및 다이얼러 맵이 없습니다.전용
T1 직렬 회선과 같은 전용 회선입니다.유일한 차이점은 2B1Q 변조가 데이터 서비스 유닛/채널 서
비스 유닛(DSU/CSU)에 사용되는 V.35 대신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라인 프로토콜이 PPP에 대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debug 명령을 실행합니다.

디버그 ppp 협상●

디버그 ppp 인증●

디버그 ppp 오류●



Telco NI2 DSLAM 구성

NI2 DSLAM 컨피그레이션은 PPP over ATM(PPPoA)을 포함하는 DSL 및 ATM 컨피그레이션에 대
해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IDSL 구성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또는
SDSL(Single-line Digital Subscriber Line) 설정보다 심층적입니다.

DSLAM에서 IDSL 카드를 사용하려면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2)DA 이상이 필요합니다.

DSLAM에서 ADSL 및 SDSL 인터페이스는 컨피그레이션에 ATM 인터페이스로 표시됩니다.ADSL
및 SDSL의 Cisco 구현에서는 ATM을 사용합니다.그러나 IDSL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HDLC 프
레임을 사용합니다.따라서 컨피그레이션에서 인터페이스가 IDSL 인터페이스로 나타납니다.

Cisco 6160 DSLAM에 있는 하나의 IDSL 카드의 컨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terface IDSL3/1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2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3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4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5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6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7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interface IDSL3/8

 no ip address

 no logging event link-status

 no arp frame-relay

!

참고: NI1 DSLAM 플랫폼은 IDSL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HDLC 프레임을 ATM 셀로 변환

모든 IDSL 인터페이스에 의사 ATM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하드웨어에서 HDLC 프레임은 NI2
ATM 패브릭에서 전환되기 전에 ATM 셀로 변환됩니다.

PPP의 경우 VPI(Destination Virtual Path Identifier) 및 VCI(Virtual Channel Identifier)가 있는 영구
PVC(Virtual Circuit)를 정의합니다.PPP에 대한 연결이 하나만 있으므로 소스 VCI/VP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 릴레이의 경우 16개의 PVC를 설정합니다. 이 PVC는 16개의 DLCI로 변환됩니다. 컨피그레
이션에는 소스 DLCI 번호 및 대상 VPI/VCI 쌍의 프로비저닝이 포함됩니다.

DSL 컨피그레이션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PPP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IDSL DSL 프로필을 설정합니다.1.
IDSL 인터페이스에서 PVC/SVC를 설정합니다.2.

또한 IDSL 포트로 이동하는 ATM 리소스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IDSL 링크에 QoS(Quality of
Service)를 설정합니다.ATM 프레이밍의 오버헤드를 계산합니다.이 표에서는 동일한 IDSL 비트 전
송률에 대해 구성해야 하는 최대 ATM 피크 셀 속도/지속 가능한 셀 속도(PCR/SCR)를 보여 줍니다.

구성된 IDSL 비트 전송률
(kbps) 최대 ATM PCR/SCR(kbps)

56 71
64 81
128 163
144 183

다음 PPP 옵션은 IDSL 프로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sl bitrate [56 | 64 | 128 | 144]

idsl encapsulation [cisco-ppp | llc-ppp | mux-ppp ]

비트 전송률은 CPE의 비트 전송률과 일치해야 합니다.캡슐화는 집계자에서 종료되는 PPPoA 캡슐
화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IDSL PPP 종료에 연결하는 PVC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ppp pvc interface atm 0/x [VPI] [VCI]

PPP 링크에 하나의 연결만 있으므로 입력 PVC가 없습니다.ATM 0/x는 DSLAM에서 어그리게이터
로 나가는 ATM 파이프입니다.

QoS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이 global 명령을 사용합니다.pcr 및 scr10 값에 PCR/SCR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atm connection-traffic-table-row index [row #] vbr-nrt pcr [#] scr10 [#]



IDSL PVC에 이 값을 적용하려면 ppp pvc interface atm 0/x [VPI] [VCI]를 ppp pvc interface atm 0/x
[VPI] [VCI] rx-cttr [row #] tx-cttr [row #]

집계자에 128Kbps 및 llc-ppp 캡슐화를 사용하는 PPP IDSL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tm connection-traffic-table-row index 128 vbr-nrt

pcr 163 scr10 163

!

dsl-profile idsl1

 idsl encapsulation llc-ppp

 !--- 128 kbps is the default. ! ! interface IDSL3/1 dsl profile idsl1 ppp pvc interface ATM0/1

3 300 rx-cttr 128 tx-cttr 128 !

PPP 캡슐화를 위한 집선 구성

DSL이 IDSL 프로필에 캡슐화 llc-ppp를 위해 구성된 경우(또는 이 값이 기본값이므로 캡슐화가 설
정되지 않은 경우), 집계자는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

interface ATM0/0/0.300 point-to-point

 no ip directed-broadcast

 pvc 3/300

  encapsulation aal5snap

  protocol ppp Virtual-Template10

 !

!

DSLAM이 cisco-ppp  위해 구성된 경우 컨피그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interface ATM0/0/0.300 point-to-point

 no ip directed-broadcast

 pvc 3/300

  encapsulation aal5ciscoppp Virtual-Template10

 !

!

DSL이 IDSL  mux-ppp에 대해 구성된 경우 집계기의 컨피그레이션이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interface ATM0/0/0.300 point-to-point

 no ip directed-broadcast

 pvc 3/300

  encapsulation aal5mux ppp Virtual-Template10

 !

!

프레임 릴레이 구성

프레임 릴레이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두 가지 주요 단계는 PPP 컨피그레이션과 동일합니다.

IDSL DSL 프로필을 설정합니다.1.
IDSL 인터페이스에서 PVC/SVC를 설정합니다.2.

Frame Relay 링크의 QoS에는 특별한 변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CPE에 정의된 대역폭과 일치하도
록 connection-table-row의 최대 속도를 설정합니다.



IDSL 프로파일의 경우 프레임 릴레이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idsl bitrate [56 | 64 | 128 | 144]

idsl frame-relay ?

     bc-default   Default Bc in bytes

     lmi-n392dce  LMI error threshold

     lmi-n393dce  set LMI monitored event count

     lmi-t392dce  set DCE polling verification timer

     lmi-type     Use CISCO-ANSI-CCITT type LMI

     upc-intent   UPC to use on Soft-VCs/PVCs

프레임 릴레이 캡슐화를 활성화하려면 idsl encapsulation frame-relay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구문은 IDSL 프레임 릴레이 종료 종료에 연결하는 PVC를 생성합니다.

frame-relay pvc [DLCI] service translation interface atm0/1 [VPI] [VCI]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투명 매개 변수도 있습니다.translation 키워드는 정의된 ATM PVC로 프레
임 릴레이 DLCI를 변환합니다.ATM PVC는 AAL5SNAP PVC입니다.

QoS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다음 global 명령을 사용합니다.

frame-relay connection-traffic-table-row index [row #] [CIR] [Burst] [PIR] vbr-rt

일반적으로 CIR=PIR은 링크의 IDSL 프로필에 정의된 대역폭과 같습니다.버스트 속도는 대개 최대
32,768bps입니다.

이러한 값을 IDSL PVC에 적용하려면 프레임 릴레이 pvc [DLCI] 서비스 변환 인터페이스 atm0/1
[VPI] [VCI] 를 프레임 릴레이 pvc [DLCI] rx-cttr [행 번호] tx-cttr [행 #] 서비스 변환 인터페이스
atm0/1 [VCI]로 변경합니다.

lmi 형식의 ANSI와 함께 128Kbps를 사용하는 프레임 릴레이 IDSL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l-profile idslframe

 idsl encapsulation frame-relay

 idsl frame-relay lmi-type ansi

!

frame-relay connection-traffic-table-row index 128 128000 32768

128000 vbr-rt

!

!

interface IDSL2/2

 no ip address

 dsl profile idslframe

 no arp frame-relay

 frame-relay pvc 300 rx-cttr 128 tx-cttr 128 service translation

interface  ATM0/1 3 300

!

프레임 릴레이 캡슐화를 위한 집계 구성



CPE 측의 프레임 릴레이 캡슐화의 경우 DSLAM은 Frame Relay PVC를 ATM PVC로 변환합니다
.ATM PVC는 AAL5SNAP에서 캡슐화됩니다.

라우팅된 프레임 릴레이 PVC의 경우:

!

interface ATM0/0/0.300 point-to-point

 ip address 10.0.0.1 255.255.255.0

 pvc 3/300

  encapsulation aal5snap

  protocol ip (inarp) broadcast

 !

!

DSLAM 섀시에 삽입된 다른 카드와 마찬가지로 IDSL 카드는 NI2 컨피그레이션에서 수동으로 지정
해야 할 수 있습니다.

DSLAM(config)#slot 2 ituc-1-8IDSL

IDSL 카드를 삽입한 후 카드에 다운로드된 코드의 상태를 표시하려면 show oir status 명령을 실행
합니다.

DSLAM#show oir status 2

Slot 2: timer stopped delay 100

last heard 30348 ms ago, last sent 30348 ms ago

Slot 2: loading. . .         current offset 0x1CFD1, done at 0xBF858

이 로그 출력이 표시됩니다.

00:04:20: %SLOT-3-MODULE_DETECTED: CLEAR INFO Slot 2 Module was

detected

00:04:45: %SLOT-3-MODULE_MISSING: CLEAR MAJOR Slot 2 Provisioned

slot is empty

00:04:45: %SLOT-3-MODULE_DETECTED: ASSERT INFO Slot 2 Module was

detected

00:04:48: %LINK-3-UPDOWN: Interface IDSL2/1 to IDSL2/8, changed

state to down

DSLAM#show hardware

Chassis Type: C6160

Slot 1 : STUC-4-2B1Q-DIR-1                      Slot 18: EMPTY

Slot 2 : ITUC-1-8IDSL                           Slot 19: EMPTY

Slot 3 : EMPTY                                  Slot 20: EMPTY

Slot 4 : EMPTY                                  Slot 21: EMPTY

Slot 5 : EMPTY                                  Slot 22: EMPTY

Slot 6 : EMPTY                                  Slot 23: EMPTY

Slot 7 : EMPTY                                  Slot 24: EMPTY

Slot 8 : EMPTY                                  Slot 25: EMPTY

Slot 9 : EMPTY                                  Slot 26: EMPTY

Slot 10: NI-2-155SM-DS3                         Slot 27: EMPTY

Slot 11: EMPTY                                  Slot 28: EMPTY

Slot 12: EMPTY                                  Slot 29: EMPTY

Slot 13: EMPTY                                  Slot 30: EMPTY

Slot 14: EMPTY                                  Slot 31: EMPTY

Slot 15: EMPTY                                  Slot 32: EMPTY

Slot 16: EMPTY                                  Slot 33: EMPTY

Slot 17: EMPTY                                  Slot 34: EMPTY



Fan Module:  Present

Power Supply Module 1:  Present   2:  Not Present

IDSL PPP 연결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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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debu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debug ppp negotiation - PPP 협상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debug ppp authentication - 클라이언트가 인증을 통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how dsl interface idsl 2/2 - IDSL 및 연결 통계를 표시합니다.●

show atm vc interface - IDSL 인터페이스 뒤에 의사 ATM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show users - 활성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IDSL PPP 연결을 트러블슈팅하려면 debug ppp negotiation 및 debug ppp authentication 명령을 실
행합니다.활성 연결의 경우 show users 명령의 출력입니다.

Router#show users

    Line       User      Host(s)             Idle       Location

 *  0 con 0              idle                00:00:00

   Interface   User      Mode                Idle Peer Address

   BR0/0         b-nrp   Sync PPP        00:00:03 10.0.0.2

DSLAM에서 이 명령은 IDSL 통계 및 연결 통계를 표시합니다.

DSLAM#show dsl interface idsl 2/2

Port Status:

 Subscriber Name:         Circuit ID:

 IOS admin: UP     oper: UP    Card status: ITUC-1-8IDSL

 Last Change: 00 days, 00 hrs, 07 min, 13 sec  No. of changes: 1

 Loopback: none

 Firmware version: 961170635

 BERT has not been executed on this interface

Configured:

 Profile Name:   default

 Alarms Enabled: NO

 IDSL profile parameters

      Bitrate:             128 kbit/sec

      Encapsulation:       llc-ppp

      Frame Relay parameters:

         UPC intent:       pass

         Bc default:       32768 bytes

         LMI type:         cisco

         lmi-n392dce:      2 events

         lmi-n393dce:      2 events

         lmi-t392dce:      15 seconds

Performance Statistic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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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al layer

  Coding violations        : 0

  Errored seconds          : 0

  Severely errored seconds : 0

 Physical layer (far end)

  Coding violations        : 0

  Errored seconds          : 0

  Severely errored seconds : 0

 HDLC layer

  Coding violations        : 0

  Aborts                   : 0

  Aligns                   : 0

  Shorts                   : 5

  Longs                    : 0

  Discards                 : 42

Alarm Status: NONE

각 IDSL 인터페이스에는 연결된 유사 ATM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DSLAM#show atm vc interface atm-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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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TM-P2/2      0    37     PVC     ATM0/1        3      300     UP

DSLAM#show atm vc interface atm-p 2/2 0 37

Interface: ATM-P2/2, Type: ATM-PSEUDO

VPI = 0  VCI = 37

Status: UP

Time-since-last-status-change: 00:02:24

Connection-type: PVC

Cast-type: point-to-point

Packet-discard-option: disabled

Usage-Parameter-Control (UPC): pass

Number of OAM-configured connections: 0

OAM-configuration: disabled

OAM-states:  Not-applicable

Cross-connect-interface: ATM0/1, Type: suni_dual

Cross-connect-VPI = 3

Cross-connect-VCI = 300

Cross-connect-UPC: pass

Cross-connect OAM-configuration: disabled

Cross-connect OAM-state:  Not-applicable

Rx cells: 27, Tx cells: 0

Rx connection-traffic-table-index: 128

Rx service-category: VBR-NRT (Non-Realtime Variable Bit Rate)

Rx pcr-clp01: 163

Rx scr-clp01: 163

Rx mcr-clp01: none

Rx      cdvt: none

Rx       mbs: 1024 (from default for interface)

Tx connection-traffic-table-index: 128

Tx service-category: VBR-NRT (Non-Realtime Variable Bit Rate)

Tx pcr-clp01: 163

Tx scr-clp01: 163

Tx mcr-clp01: none

Tx      cdvt: none

Tx       mbs: none

반대쪽(집계기에서 CPE로)에서 PVC를 볼 수도 있습니다.



DSLAM#show atm vc interface atm 0/1 3 300

Interface: ATM0/1, Type: suni_dual

VPI = 3  VCI = 300

Status: UP

Time-since-last-status-change: 00:03:20

Connection-type: PVC

Cast-type: point-to-point

Packet-discard-option: disabled

Usage-Parameter-Control (UPC): pass

Number of OAM-configured connections: 0

OAM-configuration: disabled

OAM-states:  Not-applicable

Cross-connect-interface: ATM-P2/2, Type: ATM-PSEUDO

Cross-connect-VPI = 0

Cross-connect-VCI = 37

Cross-connect-UPC: pass

Cross-connect OAM-configuration: disabled

Cross-connect OAM-state:  Not-applicable

Rx cells: 0, Tx cells: 68

Rx connection-traffic-table-index: 128

Rx service-category: VBR-NRT (Non-Realtime Variable Bit Rate)

Rx pcr-clp01: 163

Rx scr-clp01: 163

Rx mcr-clp01: none

Rx      cdvt: none

Rx       mbs: 1024 (from default

for interface)

Tx connection-traffic-table-index: 128

Tx service-category: VBR-NRT (Non-Realtime Variable Bit Rate)

Tx pcr-clp01: 163

Tx scr-clp01: 163

Tx mcr-clp01: none

Tx      cdvt: none

Tx       mbs: none

IDSL 프레임 릴레이 연결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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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debu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how frame lmi - LMI(Local Management Interface)에 대한 통계를 표시합니다.●

debug frame lmi - LMI 패킷이 올바르게 전송 및 수신되는지 확인합니다.●

show frame-relay pvc - 프레임 릴레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PVC 통계를 표시합니다.●

show frame map - 현재 맵 항목과 연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show frame-relay interface resource - QoS 매개변수를 표시합니다.●

show interface idsl - 프레임 릴레이 통계를 표시합니다.●

show atm vc interface - IDSL 인터페이스 뒤에 의사 ATM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IDSL BRI 포트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렬 포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령
을 사용합니다.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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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r#show frame lmi

!--- Check for status messages received and Enq. sent. LMI Statistics for interface BRI0/0

(Frame Relay DTE) LMI TYPE = CISCO Invalid Unnumbered info 0 Invalid Prot Disc 0 Invalid dummy

Call Ref 0 Invalid Msg Type 0 Invalid Status Message 0 Invalid Lock Shift 0 Invalid Information

ID 0 Invalid Report IE Len 0 Invalid Report Request 0 Invalid Keep IE Len 0 Num Status Enq. Sent

71 Num Status msgs Rcvd 0 Num Update Status Rcvd 0 Num Status Timeouts 70

시간 초과는 NI2 스위치와의 통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디버깅하려면 debug frame lmi 명령을 직렬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합
니다.show frame-relay pvc 및 show frame map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Router#show frame lmi

LMI Statistics for interface BRI0/0 (Frame Relay DTE) LMI TYPE = ANSI

  Invalid Unnumbered info 0             Invalid Prot Disc 0

  Invalid dummy Call Ref 0              Invalid Msg Type 0

  Invalid Status Message 0              Invalid Lock Shift 0

  Invalid Information ID 0              Invalid Report IE Len 0

  Invalid Report Request 0              Invalid Keep IE Len 0

  Num Status Enq. Sent 17               Num Status msgs Rcvd 18

  Num Update Status Rcvd 0              Num Status Timeouts 0

Router#show frame-relay pvc

PVC Statistics for interface BRI0/0 (Frame Relay DTE)

             Active      Inactive      Deleted      Static

  Local         1            0             0            0

  Switched      0            0             0            0

  Unused        0            0             0            0

DLCI = 300, DLCI USAGE = LOCAL, PVC STATUS = ACTIVE, INTERFACE = BRI0/0

  input pkts 0             output pkts 0            in bytes 0

  out bytes 0              dropped pkts 0           in FECN pkts 0

  in BECN pkts 0           out FECN pkts 0          out BECN pkts 0

  in DE pkts 0             out DE pkts 0

  out bcast pkts 0         out bcast bytes 0

  pvc create time 00:02:30, last time pvc status changed 00:02:30

Router#show frame map

BRI0/0 (up): ip 10.0.0.2 dlci 300(0x12C,0x48C0), static,

              broadcast,

              IETF, status defined, active

DSLAM 측에서 show frame lmi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DSLAM#show frame-relay lmi interface idsl2/2

LMI Statistics for interface IDSL2/2 (Frame Relay DCE) LMI TYPE = ANSI

  Invalid Unnumbered info 0             Invalid Prot Disc 0

  Invalid dummy Call Ref 0              Invalid Msg Type 0

  Invalid Status Message 0              Invalid Lock Shift 0

  Invalid Information ID 0              Invalid Report IE Len 0

  Invalid Report Request 0              Invalid Keep IE Len 0



  Num Status Enq. Rcvd 2                Num Status msgs Sent 2

  Num Update Status Sent 0              Num St Enq. Timeouts 0

QoS 매개변수를 보려면 show frame-relay interface resource 명령을 실행합니다.

DSLAM#show frame-relay interface resource idSL 2/1

Encapsulation: FRAME-RELAY

Resource Management state:

 Available bit rates (in bps):

    128000 vbr-nrt RX, 128000 vbr-nrt TX

    128000 vbr-rt RX,  128000 vbr-rt TX

    128000 ubr RX,

    128000 ubr TX

 Allocated bit rates (in bps):

    0 vbr-nrt RX, 0 vbr-nrt TX

    0 vbr-rt RX,  0 vbr-rt TX

    0 ubr RX,     0 ubr TX

인터페이스가 프레임 릴레이 모드로 구성된 경우 show interface idsl 명령을 실행하여 프레임 릴레
이 통계를 표시합니다.

DSLAM#show interface idsl2/2

IDSL2/2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idsl

  MTU 1500 bytes, BW 128 Kbit, DLY 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LMI enq sent  0, LMI stat recvd 0, LMI upd recvd 0

  LMI enq recvd 8, LMI stat sent  8, LMI upd sent  0, DCE LMI up

  LMI DLCI 0  LMI type is ANSI Annex D  frame relay DCE

  Broadcast queue 0/64, broadcasts sent/dropped 0/0, interface broadcasts 0

  Last input 00:00:03, output 00:00:03,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00:01:2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0 drops; input queue 0/75, 0 drops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8 packets input, 112 bytes, 0 no buffer

     Received 0 broadcasts,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abort

     8 packets output, 117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0 carrier transitions

DSLAM#show dsl interface idsl 2/2

Port Status:

 Subscriber Name:           Circuit ID:

 IOS admin: UP      oper: UP    Card status: ITUC-1-8IDSL

 Last Change: 00 days, 00 hrs, 06 min, 09 sec  No. of changes: 64

 Loopback: none

 Firmware version: 961170635

 BERT has not been executed on this interface

Configured:

 Profile Name:   idslframe

 Alarms Enabled: NO



 IDSL profile parameters

      Bitrate:            128 kbit/sec

      Encapsulation:      frame-relay

      Frame Relay parameters:

         UPC intent:      pass

         Bc default:      32768 bytes

         LMI type:        ansi

         lmi-n392dce:     2 events

         lmi-n393dce:     2 events

         lmi-t392dce:     15 seconds

Performance Statistics:

 Physical layer

  Coding violations        : 0

  Errored seconds          : 0

  Severely errored seconds : 0

 Physical layer (far end)

  Coding violations        : 0

  Errored seconds          : 0

  Severely errored seconds : 0

 HDLC layer

  Coding violations        : 0

  Aborts                   : 0

  Aligns                   : 0

  Shorts                   : 0

  Longs                    : 0

  Discards                 : 0

Alarm Status: NONE

DSLAM#show atm vc interface atm-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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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TM-P2/2      0    37     PVC     ATM0/1        3     300    UP

DSLAM#show atm vc interface atm-p 2/2 0 37

Interface: ATM-P2/2, Type: ATM-PSEUDO

VPI = 0  VCI = 37

Status: UP

Time-since-last-status-change: 00:06:59

Connection-type: PVC

Cast-type: point-to-point

Packet-discard-option: disabled

Usage-Parameter-Control (UPC): pass

Number of OAM-configured connections: 2

OAM-configuration: Ais-on

OAM-states:  OAM-Up

OAM-Loopback-Tx-Interval: 5

Cross-connect-interface: ATM0/1, Type: suni_dual

Cross-connect-VPI = 3

Cross-connect-VCI = 300

Cross-connect-UPC: pass

Cross-connect OAM-configuration: Ais-on

Cross-connect OAM-state:  OAM-Up

OAM-Loopback-Tx-Interval: 5

Rx cells: 0, Tx cells: 0

Rx connection-traffic-table-index: 100

Rx service-category: VBR-NRT (Non-Realtime Variable Bit Rate)

Rx pcr-clp01: 106

Rx scr-clp0 : 106



   

Rx mcr-clp01: none

Rx      cdvt: none

Rx       mbs: 50

Tx connection-traffic-table-index: 100

Tx service-category: VBR-NRT (Non-Realtime Variable Bit Rate)

Tx pcr-clp01: 106

Tx scr-clp0 : 106

Tx mcr-clp01: none

Tx      cdvt: none

Tx       mbs: 50

문제 및 버그

PPP over Frame Relay는 IDSL용 Cisco 800 시리즈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IDSL 애플리케이션에 Cisco 라우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라우터가 12.1 이전의 Cisco IOS Software
Release를 실행하는 경우 ISDN 스위치 유형을 구성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IDSL과 함께 사용
할 Cisco 라우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ISDN 스위치 유형을 구성하지 않으면 IDSL 회선이 다운되고 백업되면 라우터의 BRI 인터페이스가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isdn switch-type
basic-ni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문제는 Cisco 라우터가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
니다.

관련 정보

Cisco DSL 기술 지원 정보●

Cisco DSL 제품 지원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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