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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랩 환경에서 하위 속도 트렁크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브레이트 트렁크를 설치할 때 트렁크 클럭킹은 Telco에서 제공합니다.랩 환경에서 서
브레이트 트렁크를 사용하려면 인터페이스에 클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위 속도 트렁크(또는 패킷 라인)는 두 IPX 노드 또는 IGX 노드 간 또는 둘 다 통신 링크입니다.하
위 항목은 T1 또는 E1 속도보다 작은 비율을 나타냅니다.하위 속도 트렁크는 서로 다른 라인 동기화
메커니즘을 사용하므로 분리 T1/E1 패킷 라인과 통신할 수 없습니다.즉, 하루에 동기화할 수 있지만
다음 작업은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V.11/X.21, V.35 또는 RS-449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랩 환경에서 실제 구성을 에뮬레이트해야 합니다.

하위 속도 트렁크는 각 인터페이스에서 클록을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트렁크 카드 간에 TX 및 RX
데이터 신호를 교차해야 합니다.이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케이블 또는 Telco 서브레이트 인터페
이스를 에뮬레이트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서브레이트 트렁크 카드는
DTE(Data Terminal Equipment) 인터페이스이며 클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에 클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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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하위 속도 트렁크의 데이터 속도는 IPX/IGX에서 지원하는 값이어야 합니다.지원되는 속도:

64Kbps●

128Kbps●

256Kbps●

384Kbps●

512Kbps●

768Kbps●

1.024Mbps●

1.536Mbps●

1.920Mbps●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서브레이트 트렁크 카드와 일치하는 V.35 또는 RS-449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단일 SDP(또
는 HDM)에서 두 DCE 포트 간에 로컬 연결을 추가합니다.연결은 두 포트 모두에서 DCE 인터
페이스로 구성됩니다.연결의 데이터 속도가 트렁크의 속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1.

하나의 SDP/HDM 포트에서 하위 속도 트렁크 커넥터 중 하나에 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연
결합니다.

2.

다른 SDP/HDM 포트에서 다른 서브레이트 트렁크 커넥터에 다른 straight-through V.35 또는
RS-449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SDP/HDM 로컬 연결 속도에 대한 하위 속도 PLN/트렁크를 구성합니다.4.
서브레이트 PLN/트렁크를 추가합니다.5.

하위 속도 트렁크는 SDP/HDM 카드를 Telco로 사용합니다.SDP/HDM 카드는 전송 및 수신 데이터
스트림을 교차하는 클록 및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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