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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IGX 또는 IPX에 연결을 공급 장치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BNI(Broadband Network Interface)/BXM(Broadband Switch Module)●

BTM(Broadband Trunk Module)/UXM(Universal Switching Module)●

FRM(Frame Relay Module)/UFMU(Universal Frame Relay Module Unchannelized)●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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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품

이 문서는 Cisco IGX 광역 스위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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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IGX 또는 IPX에 연결을 공급 장치로 추가하는 방법

솔루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IGX/IPX 공급 장치에 연결을 추가하
는 것은 공급 장치 세그먼트 및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추가해야 하는 MGX 8220 셸프에서 연결을 추
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이 문서는 IGX가 BPX에 선반으로 성공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3장의 IGX 구성 요약 섹션을 참조하십시오.Cisco IGX 8400 Series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의
Card Installation and Node Startup, 릴리스 9.2를 사용하여 IGX 스위치를 인터페이스 셸프로 구성
합니다.

연결 및 IGX 또는 IPX를 공급 장치로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ddcon FR-slot.port.dlci local-nodenameBTM/UXM-slot.vpi1.vci1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FR-slot은 프레임 릴레이 카드이고 BTM/UXM-slot은 BTM 또는 UXM 카드이며 공급 세그먼트
1을 추가합니다.

1.

addcon BNI/BXM-slot.port.vpi1.vci1 remote-nodename BNI/BXM-slot.port.vpi2.vci2 명령을 사
용합니다. 여기서 BNI/BXM-slot은 BNI 또는 BXM 카드입니다.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추가합니
다.

2.

addcon BTM/UXM-slot.vpi2.vci2 local-nodenameFR-slot.port.dlci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BTM/UXM-slot은 BTM 또는 UXM 카드이고 FR-slot은 프레임 릴레이 카드로서 공급 장치 세그
먼트 2를 추가합니다.참고: vpi 및 vci는 로컬 인터페이스 셸프의 세그먼트에서만 일치해야 합
니다.이러한 요구 사항 외에도 세그먼트 1의 vpi.vci는 세그먼트 2의 vci.vpi와 같을 수 있습니
다.

3.

관련 정보

Cisco IGX 8400 Series 설치 및 구성, 릴리스 9.2●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d810d.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d810d.html#xtocid61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d810d.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d810d.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f6ef0.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d810d.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f6ef0.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f6ef0.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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