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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dspchstats 명령은 채널에 대한 통계 집합을 표시합니다.이러한 통계는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으
로 라우팅된 프레임 수와 특정 연결(PVC)에서 삭제된 수를 나타냅니다.

이 명령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dspchstats \<채널> [간격]

위치:

<channel>은 통계를 표시할 채널이며 [interval](선택 사항)은 표시 업데이트 간격(초)을 지정합니다.

이 문서는 프레임 폐기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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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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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끝에서 "From Port, to Network" 폐기된 프레임

프레임이 에서 원래 끝   경우  것은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수신되었지만 IPX 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dspportstats 명령은 지정된 포트에서 프레임 오류(폐기)의 수와 이유를 표시합니다.dspportstats 명
령은 지정된 포트에 대한 모든 연결에 대한 포트 통계를 표시합니다.프레임 오류에 대한 전체 설명
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CRC - FRP(Frame Relay Port Card)에 의해 계산된 FCS(Frame Check
Sequence)(CRC[cyclic redundancy check])가 프레임과 함께 전송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Invalid Alignment(잘못된 정렬) - 프레임 길이가 정수 바이트 수가 아닙니다.●

Invalid Frame Length(잘못된 프레임 길이) - 프레임이 5바이트보다 작거나 4,096바이트보다 큽
니다.참고: 상위 프레임 길이 제한은 FRP 펌웨어 버전에 따라 다르며, 최대 4,510바이트입니다.

●

Frame Format Error(프레임 형식 오류) - 주소 바이트의 EA 비트(가장 큰 바이트 또는 LSB)가
"0 1"이 아니며 FRP는 처음 두 바이트를 DLCI(Data-Link Connection Identifiers) 주소로 해석하
지 않았습니다.

●

Unknown DLCI - 수신된 주소가 FRP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Last Unknown DLCI - FRP에서 수신한 마지막 주소의 10진수 기록입니다.●

대상 끝의 "네트워크에서 포트로" 폐기된 프레임

프레임이 에서  것으로 나열될 때 대상 끝 로  프레임이 IPX 네트워크에서 수신되었지만 연결된 디
바이스로 전송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From Port 달리, 에서 프레임 폐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따라서 원인을 다른 소스에서 유추해야 합니다.

참고: 원격 루프백은 PVC 루프백이며 대부분의 FRP FRI 회로는 테스트되지 않습니다.또한 원격 루
프백 중에는 프레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네트워크에서 폐기 수행하고 여전히 원격 루프백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포트에서 프레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프레임이 매우 작지 않은 경우(20바이트의 단일
패킷 페이로드 내에서 완전히 캡슐화됨), 프레임에는 대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둘 이상의 패킷이
필요합니다.프레임의 일부가 전송된 후 프레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프레임 데이터
가 전송되지 않습니다.스위치 소프트웨어의 이후 버전에서는 소스 중단 패킷의 전송에 의해 프
레임이 종료됩니다.이 패킷은 원거리 포트 인터페이스 카드에 프레임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음
을 알리고, 카드가 리어셈블리를 기다리는 부분 프레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대상 끝에
폐기 상태로 표시되는 로컬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원래 끝에 잘못된 CRC가 있습니다.원래
포트에 의해 계산된 CRC가 프레임에 전송된 CRC와 일치하지 않으면 IPX는 프레임을 거부하
고 마지막 패킷을 보내지 않습니다.그런 다음 불완전한 프레임이 대상 끝에서 삭제됩니다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원래 끝의 통계를 검토합니다.원래 끝의 정렬이 잘못되었습니다
.프레임 끝에 있는 플래그가 원래 포트로 측정된 바이트 경계에 나타나지 않으면 프레임이 거부
됩니다.이 조건에서 IPX가 마지막 패킷을 전송하지 않으므로, 부분 프레임은 대상 끝에서 삭제
됩니다.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원래 끝의 통계를 검토합니다.시작 끝의 프레임 길이가
잘못되었습니다.원래 포트에 의해 계산된 프레임 길이가 프레임과 함께 전송된 프레임 길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마지막 패킷은 전송되지 않으며, 대상 끝에서 부분 프레임이 폐기됩니다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원래 끝의 통계를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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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중에 프레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원래 포트에서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수신하더라도 전
송 경로의 손상으로 인해 대상 끝에서 프레임이 오류 상태로 수신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프레
임이 포트로 전달되기 전에 폐기될 수 있습니다.모든 엔드포인트 및 트랜짓 노드의 muxbus 및
trunk 카드를 비롯한 라우팅 내 전송 설비 및 공통 하드웨어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손상된 프레
임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프레임을 구성하는 패킷은 오류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
다.패킷 라인에서 비트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CRC가 대상 끝에 기록되고 프레임이 거부됩니
다.이 경우 동일한 경로를 통해 dspplers 명령 출력에 다른 라인 장애 또는 오류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프레임을 구성하는 패킷은 혼잡으로 인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시작 또는 전송 노드에서
전송을 위해 대기할 때 버스트 데이터 패킷이 삭제될 경우, 전체 프레임이 대상 끝에 어셈블되
지 않으므로 프레임이 삭제됩니다.패킷 라인 오류를 보고 dspplnerers 명령에서 시작 및 전송
노드에 대한 삭제를 확인합니다.cnfplnparms 명령 출력에서 패킷 라인 사용률이 높거나
AgeStep 매개 변수가 잘못 설정된 경우 삭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프레임을 구성하는 패킷이
시퀀스에서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드문 경우이지만, 혼동되는 대기열 알고리즘으로 인해 동일
한 프레임의 패킷이 다른 하위 대기열에서 대기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잘못된 CRC에 대해
프레임이 거부됩니다.프레임에서 대상 포트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tx 포트 큐가 가득 차고 오버
플로가 발생하는 경우 프레임은 이동할 위치가 없으며 삭제됩니다.원격 루프백은 tx 포트 대기
열을 통해 라우팅되지 않으므로 이 조건에서 모든 것이 정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tx 포트 대
기열의 현재 평균 레벨을 확인하려면 dspportstats 화면의 맨 오른쪽 열에서 Avg Q Depth를 확
인합니다.참고: 이 대기열은 Dspchstats 화면의 Avg Q Depth(PVC 대기열)와 다릅니다.tx 포트
대기열의 기본값은 65535바이트입니다.참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트 대기열이 오버플로될
수 있습니다.포트는 초과 서브스크립션될 수 있습니다.여러 소스의 연결이 대상 포트의 속도 용
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dspcon xx.x -f 명령을 실행하여 포트에 할당된 PVC의 수와 용량을 확
인하고 포트 컨피그레이션과 비교합니다.외부 수신 장치에 연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외부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케이블 연결이 잘못되었거나 시계가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포트가 DTE에 대해 구성된 경우, 포트에서 데이터를 클럭아웃
하려면 외부 DCE 디바이스에서 전송 클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참고: "Measured Clock"은 수신 클럭이며 dspfrport 명령 출력의 전송 클럭이 아닙니다.

관련 정보

Tricking Egress Frame Discards 및 PIF Overflow●

프레임 및 바이트가 폐기되는 이유●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등록된 고객만 해당)●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3cf1.s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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