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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IGX 구성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랩의 대부분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며 멀티서비스 IGX 스위치의 기능을 입증합니다.

트렁크, 음성, 데이터, 프레임 릴레이,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영구 PVC(Virtual
Circuit) 프로비저닝을 비롯하여 IGX 컨피그레이션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GX 운영 및 이론에 대한 기본 지식●

3810 및 3600 플랫폼의 VoIP 구성에 대한 기본 지식●

다음 사항에 대한 확고한 이해:WAN 회로(T1 ~ OC-3)음성 이론 및 기술프레임 릴레이데이터
ATM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항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IGX 섀시의 세 가지 유형(IGX 8410, 8420 및 8430)입니다.섀시의 주요 차이점은 사용 가능한
카드 슬롯 수입니다.IGX 8410 - 카드 슬롯 8개IGX 8420 - 카드 슬롯 16개IGX 8430 - 32개의 카
드 슬롯노드 및 카드 기능, 버스 아키텍처, 처리량 및 관리는 세 노드 유형 간에 동일합니다.

●

IGX 노드의 시스템 버스 백플레인은 다음 네 개의 버스를 지원합니다.셀 - ARM(Alarm Relay
Module)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에서 사용하는 256Mbps TDM(Time Division Multiplexed) 버
스.셀 버스는 한 카드에서 다른 카드로 FastPackets를 전송합니다.Control(제어) - NPM(Nodal

●



Processor Module)이 노드의 다른 모든 카드를 구성하고 통신하는 데 사용합니다.타이밍 - 노
드의 모든 카드에 동기화 신호를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전원 - 노드의 모든 카드에 -48V DC
및 접지를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Control module(컨트롤러 모듈) - NPM(Nodal Processor Card)NPM은 IGX 노드의 중앙 프로세
서이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모든 구성 정보를 저장합니다.NPM 카드는 슬롯 1과 슬롯 2에만
있습니다.

●

트렁크 모듈:UXM(Universal ATM Module)BTM(Broadband Trunk Module) - 단일 T3, E3 또는
HSSI(High-Speed Serial Interface)를 지원하며, 이는 ATM 트렁크이며 FastPackets를 ATM 셀
로 변환합니다.ATM ALM/B(ATM Line Module Model B) - 전체 T3 또는 E3 속도로 BTM과 동일
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

음성 모듈:UVM(Universal Voice Module) - T1 또는 E1 형식의 단일 채널화된 디지털 음성 회선
을 지원합니다.선택적 ADPCM 및 VAD 압축 외에도 UVM에서 종료되는 음성 연결은 LD-
CELP(Low Delay-Code Incredited Linear Predictive) 압축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CVM(Channelized Voice Module) - 단일 T1, E1 또는 J1 회선을 지원하며, 멀티플렉싱된 디지
털 음성 트래픽을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또한 CVM을 사용하여 투명한 데이터 트래픽 또는
음성과 데이터의 조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모듈:HDM(High Speed Data Module) - 고속 직렬 데이터 포트 4개를 지원하며 들어오
는 투명 데이터에서 FastPackets를 생성합니다.EIA/TIA-232, V.35 및 EIA/TIAA-449 인터페이
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LDM(Low Speed Data Module) - HDM 카드와 마찬가지로 4~8개의
저속 직렬 데이터 포트를 지원합니다.EIA/TIA-232 및 DDS(Digital Data Service)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레임 릴레이 모듈:FRM(Frame Relay Module) - 프레임 릴레이 데이터를 FastPackets로 변환
하고 4개의 직렬 포트(V.35 또는 X.21)를 지원합니다. FRM은 여러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을 가져와 FastPackets로 분할합니다.FRM에서 종료되는 프레임 릴레이
연결은 ForeSight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FRI-V.35 또는 FRI-X.21 뒷면 카
드는 FRM 카드와 함께 사용됩니다.UFMU(Universal Frame Relay Module Unchannelized) -
FRM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UFMU는 SIW(Service Interworking) 및 6 또는 12개
의 미채널화된 회선을 지원합니다.UFI 백 카드는 V.35, X.21 또는 HSSI 인터페이스 중에서 선
택할 수 있습니다.UFM-C(Universal Frame Relay Module Channelized) - FRM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UFM-C는 SIW(Service Interworking) 및 4개 또는 8개의 채널화된 회선
을 지원합니다.UFI 백 카드는 T1 또는 E1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TM 카드:UXM(Universal ATM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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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CLI 및 기본 노드 구성

이 섹션에서는 명령줄 인터페이스 및 기본 노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움말 보기

help 명령(또는?명령)은 온라인 도움말 메뉴를 제공합니다.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명령 범주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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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합니다.Return 또는 Enter 키를 사용하여 범주를 선택하여 모든 명령을 나열합니다.그런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명령을 찾거나 명령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나열하려면
help 명령을 사용합니다.

참고: help 명령은 명령 사용 또는 매개변수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로그인

IGX 노드에 액세스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 포트 - VT100 터미널 에뮬레이션(기본값)●

보조 포트 - VT100 터미널 에뮬레이션●

LAN 포트 - 텔넷 프로토콜을 통해●

텔넷 프로토콜을 통한 IP 릴레이●

다음은 로그인 화면의 예입니다.

로그인 화면 예

i8420-1a       TN    No User         IGX 8420  9.2.33

May  22 2002 01:29 EST

Enter User ID:

위의 로그인 화면 예는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i8420-1a = 노드 이름●

TN = IGX에 대한 액세스 방법 - 텔넷●

9.2.33 = 현재 실행 중인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번호●

로그아웃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려면 bye 명령을 입력합니다.다음은 로그아웃 화면의 예입니다.

로그아웃 화면 예

i8420-1a       TN    StrataCom       IGX 8420  9.2.33

May  22 2002 01:33 EST

Last Command: bye

bye 명령은 CLI 세션을 종료하고 로그인 프롬프트로 돌아갑니다.

가상 터미널 방법을 사용하여 원격 노드 액세스

트렁크를 추가하면(IGX Trunks 섹션 참조) VT(가상 터미널)를 사용하거나 CC 트래픽(인터노드 통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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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채널)을 통해 원격 노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격 노드에 액세스하려면 두 노드 간에 트렁크가 직접 설정될 필요는 없지만 두 노드가 모두 네트
워크에 있어야 합니다.사용자 ID와 비밀번호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작동하므로 VT 세션이 다른 노
드에 설정될 때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노드에서 하나의 VT 세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VT 세션은 "chained"(예:
VT to node B, VT to node C, VT to node D)일 수 없습니다.

VT 세션을 종료하려면 bye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VT 세션의 예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IGX-B는 연결할 노드 이름입니다.

VT 세션 예 - vt 명령 사용

IGX-A       TN    Cisco       IGX 8420  9.3.45    May

22 2003 01:41 EST

NodeName Alarm

IGX-B

IGX-A

IGX-C

This Command: vt IGX-B

다음은 vt IGX-B 명령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노드 IGX-B에 있습니다.

VT 세션 예 - 액세스된 IGX 노드

IGX-B       VT    Cisco       IGX 8410  9.3.45    May

22 2003 01:41 EST

Next Command:

위의 그림의 VT 텍스트는 가상 터미널을 통해 IGX 노드(IGX-B)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우기 및 다시 그리기

redscrn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 화면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및/또
는 화면 디스플레이에 회선 품질이 낮은 모뎀 전화 접속 회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혼합 문자가 표
시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굵은 글자로 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왜곡된 문자

i8420-1a       TN    StrataCom       IGX 8420  9.2.33

May  22 2002 01:52 EST

   FrontCard  BackCard                      FrontCard

BackCard

   Type  Rev  Type     Rev  Status          Type  Rev

Type     Rev  Status

1  NPM   BRS                Active        9  UFM   ACL

T1D      AB   Active



2  NPM   E-@                Upgraded     10 HDM   CFF

V35      AJ   Standby-T

3  ALM   BDH  UAI-T3   AB   Standby      11 Empty

4  FRM   EMY  FRI-T1   AM   Standby-T    12 Empty

5  Empty                                 13 UFMU  AAA

Empty         Standby

6  FRM   JNB  FRI-V35  BH   Standby      14 UVM   EKH

T1-2     AA   Active

7  NTM   FHK  T1       AL   Standby      15 UVM   EDH

T1-2     AA   Active

8  UXM   BER  E1-IMA   AA   Active       16 UVM   EKH

T1-2     AC   StandbT

Last Command: dspcds

다음 그림은 왜곡된 문자를 지우기 위해 redscrn 명령으로 다시 그린 동일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그린 화면

i8420-1a       TN    StrataCom       IGX 8420  9.2.33

May  22 2002 01:52 EST

   FrontCard  BackCard                      FrontCard

BackCard

   Type  Rev  Type     Rev  Status          Type  Rev

Type     Rev  Status

1  NPM   BRS                Active        9  UFM   ACL

T1D      AB   Active

2  NPM   ERS                Upgraded     10 HDM   CFF

V35      AJ   Standby-T

3  ALM   BDH  UAI-T3   AB   Standby      11 Empty

4  FRM   EMY  FRI-T1   AM   Standby-T    12 Empty

5  Empty                                 13 UFMU  AAA

Empty         Standby

6  FRM   JNB  FRI-V35  BH   Standby      14 UVM   EKH

T1-2     AA   Active

7  NTM   FHK  T1       AL   Standby      15 UVM   EDH

T1-2     AA   Active

8  UXM   BER  E1-IMA   AA   Active       16 UVM   EKH

T1-2     AC   Standby

Last Command: redscrn

노드 이름 구성

cnfname 명령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알려진 이름을 지정합니다.언제든지 노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노드 이름은 자동으로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에 배포됩니다.

참고: 노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하고 최대 8자의 영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하이픈( - ) 및 밑줄( _ )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중복 노드 이름은 네트워크에서 허용되
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dspnds 명령으로 식별되는 IGX-A 노드 이름을 보여줍니다.

노드 이름 표시

IGX-A       TN    Cisco       IGX 8420  9.3.45    May

22 2003 02:01 EST



NodeName Alarm

IGX-B

IGX-A

IGX-C

Last Command: dspnds

다음 그림은 cnfname 명령을 사용하여 IGX-A 노드 이름이 IGX-NEW로 변경된 것을 보여줍니다.

변경된 노드 이름

IGX-NEW        TN    Cisco       IGX 8420  9.3.45    May

22 2003 02:01 EST

NodeName    Alarm            Packet Line

IGX-B

    6-7/IGX-C              4.1-8.1/IGX-NEW

4.2-8.2/IGX-NEW

IGX-NEW

    8.1-4.1/IGX-B          8.2-4.2/IGX-B

IGX-C

    7-6/IGX-B

Last Command: cnfname IGX-NEW

표준 시간대 구성

cnftmzn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의 로컬 시간대를 설정합니다.노드에 대한 표준 시간대를 구성하면
노드 시간이 로컬 영역에 대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주의: 노드를 올바른 로컬 표준 시간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벤트, 소프트웨어 및 카드 오류 로그의
타임스탬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cnftmzn EST 명령은 노드를 Eastern Standard Time Zone으로 설정합니다.

IGX 트렁크

이 섹션에는 다음 컨피그레이션 및 사용자 정보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TM 트렁크 구성●

UXM 트렁크 구성●

UXM IMA 트렁크 구성●

가상 트렁크 개요●

가상 트렁크 요약 예●

트렁크 트러블슈팅●

네이티브 가상 트렁크●

NTM 트렁크 구성

NTM 트렁크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uptrk ntm-slot#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ntm-slot#은 NTM 카드가 있는 슬롯 번호로 NTM1.



트렁크를 불러옵니다.그러면 이 슬롯의 물리적 포트가 활성화되고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인터
페이스 외부로 신호가 전송됩니다(2단계 참조).
conftrk ntm-slot#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ntm-slot#은 NTM 카드가 상주하는 슬롯 번호이
며 필요에 따라 NTM 트렁크를 구성합니다.참고: 라인 코딩, 프레이밍 및 DS0 맵이 양쪽에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2.

ntm-slot#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ntm-slot#은 NTM 카드가 상주하는 슬롯 번호이며 NTM
트렁크를 네트워크에 추가합니다.

3.

dspload ntm-slot#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ntm-slot#은 NTM 카드가 있는 슬롯 번호이며
NTM 트렁크 로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4.

UXM 트렁크 구성

UXM 트렁크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UXM 트렁크를 실행하려면 양쪽에서 uptrk 명령을 사용합니다.이렇게 하면 이 슬롯의 물리적
포트가 활성화되고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인터페이스 외부로 신호가 전송됩니다.트렁크의 양
쪽이 모두 위로 올려지고 양쪽이 함께 케이블로 연결될 때까지 트렁크가 빨간색 경보 상태가
됩니다.

1.

양쪽이 모두 "Clear - OK"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addtrk 16.1 명령을 사용하여 UXM 트렁크
를 네트워크에 추가합니다.

2.

UXM IMA 트렁크 구성

이 섹션에서는 노드 간 ATM(IMA) 트렁크를 통해 UXM 역멀티플렉싱을 구축하고 구성하는 방법 및
유지된 링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IMA 프로토콜에서 "보존 링크"는 전체 IMA 그룹이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활성 상태여
야 하는 최소 링크(T1s 또는 E1s)의 수입니다.

IMA 그룹에서 두 개의 T1과 함께 uptrk 명령을 사용하여 UXM IMA 트렁크를 활성화합니다.1.
cnftrk 명령을 사용하여 보존된 링크에 대해 구성된 한 줄로 UXM IMA 트렁크를 구성합니다.2.
UXM IMA 트렁크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려면 addtrk 명령을 사용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에서
알아야 할 관심 영역:사용 가능한 대역폭 = 7094(T1s 2개 - IMA 오버헤드):DS0 1개 =
151CPS1T1 = 3622 CPSIMA 오버헤드:IMA 그룹에서 1~4개의 T1에 DS0 1개IMA 그룹에서
5~8개의 T1에 대한 DS0 2개

3.

가상 트렁크 개요

다음 호환성 문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 트렁크는 공용 ATM 클라우드를 통해 정의된 트렁크입니다.클라우드 내에서 하나의 가상
트렁크는 하나의 VPC(Virtual Path Connection) 또는 VCC(Virtual Circuit Connection)와 같습니
다. 가상 트렁크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다음 가상 트렁크 쌍이 허용
됩니다.BXM(Broadband Switch Module)/BXMBXM/UXMUXM/UXMBNI(Broadband Network
Interface)/BNI세 카드 간에 사용되는 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가상 트렁크 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BNI는 STI(Stratacom Trunk Interface) 셀 형식을 사용하는 반면 BXM 및 UXM은 표준
형식 UNI(User Network Interface)/NNI(Network Node Interface) 셀 형식을 사용합니다
.BXM/BNIUXM/BNI

●



다음 그림에서는 셀 형식을 보여 줍니다.

가상 트렁크 요약 예

이 섹션에서는 두 IGX 노드 간에 VT를 구축하는 데 가상 트렁크 주변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이 예에서는 일반적으로 ATM 공급자에서 구매한 VPC(Virtual Path Connection)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CBR(Constant Bit Rate) 트래픽 유형●

1 의 VPI(가상 경로 식별자)●

참고: 일반적으로 9.1.x 스위치 소프트웨어는 네이티브 가상 트렁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VT
Wraparound 솔루션은 9.1.x 기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가상 터미널 요약 컨피그레이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VT wraparound의 케이블링은 각 IGX UXM 카드에 2개의 물리적 연결로 구성됩니다(위의 그
림 참조).IGX-A의 경우:15.1 => ATM 공급자에 케이블로 연결됨15.2 => 15.3IGX-B의 경우
:16.1 => ATM 공급자에 케이블로 연결됨16.2 => 16.3

1.

두 개의 라인 및 포트:IGX-A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upln 15.1upln 15.2지원 15.1지원
15.2IGX-B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upln 16.1upln 16.2지원 16.1지원 16.2dsplncnf 명령
을 사용하여 라인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컨피그
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 2와 3의 각 IGX에 VPC 연결을 추가합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IGX-A에 대한 연결을 추
가합니다.

addcon 15.1.1.* IGX-A 15.2.1.* cbr 10000 * * 5 * * *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추가된 VPC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IGX-B에
대한 연결을 추가합니다.

addcon 16.1.1.* IGX-B 16.2.1.* cbr 10000 * * 5 * * *

3.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추가된 VPC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참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연결에
대한 폴리싱은 의도적으로 5로 설정되어 이러한 연결에 대한 폴리싱을 해제합니다.이러한 연
결에 대한 폴리싱을 설정하면 트렁크가 wraparound 연결이 아닌 폴리싱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
네트워크에 트렁크를 추가하려면 addtrk 명령을 사용합니다.dspload 명령을 사용하여 트렁크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dsptrks 명령을 사용하여 추가된 트렁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트렁크 트러블슈팅

이 섹션에서는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패와 확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는 통신 장애 메시지의  과 함께 addtrk 명령이 실패하면 인접한 두 노드 간의 통신이 실패했습
니다.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합니다.

cnftrk 명령을 사용하여 올바른 페이로드 스크램블을 확인합니다.●

올바른 VPI 값 확인 - VPC 공급자가 사용하는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로컬 연결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ATM 공급자에서 삭제된 ATM 셀을 조사합니다.●

네이티브 가상 트렁크

이 섹션에서는 네이티브 가상 트렁크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두 IGX 스위치 간에 CBR(Constant
Bit Rate) 가상 트렁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VPC는 BPX VP 연결을 통해 ATM 클라우드로 제공됩니다.●

CBR 트래픽 유형이 사용됩니다.●

1의 VPI가 사용됩니다.●

uptrk 명령을 사용하여 VT를 표시합니다.1.
cnftrk 명령을 사용하여 CBR 트래픽, 클래스 및 VPI가 1인 트렁크를 구성합니다.2.
네트워크에 트렁크를 추가하려면 addtrk 명령을 사용합니다.dspload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
레이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음성

다음 섹션에서는 IGX 음성 카드의 기본 사항 및 여러 유형의 일반 설정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UVM 카드 개요●

T1에서 T1까지의 CAS의 예●

T1 - T1 CCS 예●

T1 - E1 CAS 예●

PBX를 에뮬레이트하기 위해 UVM에 직접 연결된 MFT(MultiFlex Trunk Module)와 함께 3810을 사
용합니다.표준 POTS 라인은 3810의 FXS 포트에 연결됩니다.

UVM 카드 개요



이중 목적의 UVM은 음성 서비스와 회선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고성능 음성 모듈로서
일반적으로 PBX 또는 음성 스위치에 연결됩니다.UVM은 CVM 모듈과 완벽하게 상호 작용하며, 에
코 취소 또는 에코 취소 없이 가능합니다.UVM에는 다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듈당 T1/E1/J1 인터페이스 2개●

64kbps PCM(Pulse Code Modulation) 인코딩●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압축:카드당 32kbps G.721, 32개 채널
카드당 24kbps G.723, 32개 채널카드당 16kbps G.726, 32개 채널

●

16kbps LD-CELP(Low Delay-Code 신진 선형 예측) 압축, G.728, 카드당 채널 16개●

CS-ACELP(Conggate Structure-대수적 코드 Incred Linear Protection) 압축:8kbps G.729, 카드
당 16개 채널8kbps G.729A, 카드당 채널 32개

●

채널당 선택 가능한 음성 압축●

D-channel 압축●

음성 활동 탐지(VAD)●

통합 에코 취소●

-8dB에서 +6dB 사이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음성 회로 게인●

변호사 및 변호사 전환●

팩스 릴레이 및 모뎀 감지●

VNS(Virtual Network Switching)와 결합된 음성 스위칭 기능●

Y 케이블을 통한 1:1 이중화●

UVM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UVM 카드당 총 16개의 DSP●

한 번에 하나의 코덱을 DSP에 사용할 수 있음●

6가지 이미지 유형:기본 음성 이미지 - p, v, a32, c32, a24, c24, l16,
l16vg729r8/Vg729ar8/VNX64팩스 릴레이td(압축된 데이터 채널)

●

UVM 패킷 속도 및 유형은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음성 채널의 시그널링 패킷은 타임스탬프가 지정된 패킷입니다.

코덱형 비율 FastPacket 유형 FastPacket
Rate(패킷/초)

P(PCM) 64켈빈 NTS(타임스탬프
없음) 381

V(음성) 64켈빈 음성 381
A32(ADPCM
32 비 VAD) 32켈빈 국세청 191

C32(ADPCM
32 with VAD) 32켈빈 음성 191

A24(ADPCM
24 비 VAD) 24켈빈 국세청 143

C24(ADPCM
24 with VAD) 24켈빈 음성 143

L16(LD-CELP
16 비 VAD) 16켈빈 국세청 100

L16v(LD-CELP
16 with VAD) 16켈빈 음성 100

G729r8 8켈빈 국세청 50



G729r8V 8켈빈 음성 50
G729ar8 8켈빈 국세청 50
G729ar8v 8켈빈 음성 50
32K 일시적(모
뎀) 32켈빈 국세청 191

64K 일시적(모
드) 64켈빈 국세청 381

팩스 릴레이(일
시적) -9.6켈빈 국세청 평균 58개

(CBR 아님)
1x64(8/8) 64켈빈 국세청 381
1x64(7/8) 64켈빈 국세청 435
8x64(8/8) 8x64K 국세청 3048
8x64(7/8) 8x64K 국세청 3483

3비트 패킷 유형:

010—음성(VAD)●

110 - 국세청●

111 - 타임스탬프●

100 - Nx64 유형 연결의 유휴 코드 억제를 위한 특수 패킷 유형●

T1에서 T1까지의 CAS의 예

이 섹션에는 CAS(T1-T1 채널 관련 신호)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 그림은 이 예제의 연결을 보
여줍니다.



UVM 행을 표시하려면 upln 명령을 사용합니다.1.
다음 매개 변수로 행 4.1을 구성하려면 cnfln 명령을 사용합니다.확장 수퍼프레임 형식(ESF)조
울증 8 제로 대체(B8ZS)마이크로법참고: 이러한 매개변수는 연결된 디바이스(PBX)의 매개변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은 예일 뿐입니다.

2.

선택한 압축을 사용하여 음성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명령은 다음과
유사해야 합니다.addcon 4.1.1-16 IGX-B 7.1.1-16 c324.1.17-24 IGX-B 7.1.17-24 c32참고: 위
에 나열된 제한 사항(24개의 연결에는 16개의 DSP)으로 인해 채널당 전체 DSP(l16/v,
g729r8v)를 사용하는 압축 유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dspchcnf 명령 및 dspchec 명령을 사용
하여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Cisco 3810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설정이 있습니다.

3810-4a, T1 카드:phone —> FXS port 1/1 —> MFT T1 —> IGX UVM T1 카드●

3810-4b, T1 카드:phone —> FXS port 1/2 —> MFT T1 —> IGX UVM T1 카드●

이 예에서 RJ11s는 Cisco MC3810의 FXS 포트에 꽂고 T1은 IGX UVM 백카드로 직접 실행됩니다.

T1/3810-1a 전화기에서 전화를 걸려면

8을 누르고 두 개의 비프음을 들은 다음 다른 신호음(3810-4b에서 발신)을 들으십시오.1.
다른 전화를 거는 222를 누릅니다.2.

T1/3810-4b 전화기에서 전화를 걸려면

9를 누르고 두 개의 비프음이 들린 다음 다른 신호음(3810-4a에서 표시됨)을 확인합니다.1.
다른 전화를 거는 333을 누릅니다.2.

다음은 T1 3810-4a 라우터의 MFT(Multiflex Trunk)/음성 컨피그레이션입니다.



3810-4a T1 라우터, MFT/음성 구성만 표시

controller T1 0

 framing esf

 linecode b8zs

 mode cas

 voice-group 1 timeslots 1-24 type e&m-immediate-start

!

voice-port 0/1

 define Tx-bits idle 0001

 define Rx-bits idle 0001

 timeouts call-disconnect 0

 operation 4-wire

!

voice-port 0/2

 timeouts call-disconnect 0

!

dial-peer voice 1 pots

 destination-pattern 8

 port 0/1

!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3333

 port 1/1

!

end

다음은 T1 3810-4b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보여줍니다.

3810-4b T1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controller T1 0

 framing esf

 linecode b8zs

 mode cas

 voice-group 1 timeslots 1-24 type e&m-immediate-start

!

voice-port 0/1

 define Tx-bits idle 0001

 define Rx-bits idle 0001

 timeouts call-disconnect 0

 operation 4-wire

!

dial-peer voice 1 pots

 destination-pattern 9

 port 0/1

!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2222

 port 1/2

!

end

T1 - T1 CCS 예

이 섹션에는 T1 - T1 CCS(Common Channel Signaling)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CCS
신호 유형을 사용하여 두 전화기 간에 간단한 CCS 음성 연결을 구축합니다.다음 그림은 이 예제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UVM 행을 표시하려면 upln 명령을 사용합니다.1.
다음 매개 변수로 행 4.1을 구성하려면 cnfln 명령을 사용합니다.확장 수퍼프레임 형식(ESF)조
울증 8 제로 대체(B8ZS)마이크로법

2.

선택한 압축을 사용하여 음성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addcon 4.1.1-16 IGX-B 7.1.1-16 c32addcon 4.1.17-23 IGX-B 7.1.17-23
c32addcon 4.1.24 IGX-B 7.1.24 t(신호 처리를 위한 투명 채널)dspchcnf 명령 및 dspchec 명령
을 사용하여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T1 - E1 CAS 예

이 예에서는 두 전화기 간에 CAS(Simple Channel Associated Signaling) 음성 연결을 구축합니다
.한 쪽은 T1을 사용하고 다른 쪽은 E1 회로를 사용합니다.이 예에서는 IGX 음성 모듈을 사용하여
T1에서 E1 변환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다음 그림은 이 예제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UVM 행을 표시하려면 upln 명령을 사용합니다.1.
confln 명령을 사용하여 T1 라인 4.1을 다음 매개변수로 구성합니다.확장 수퍼프레임 형식
(ESF)조울증 8 제로 대체(B8ZS)

2.

confln 명령을 사용하여 E1 라인 7.1을 HDB3(High Density Vullay 3) 코딩으로 구성합니다.T1
및 E1 라인에 대해 dsplncnf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선택한 압축을 사용하여 음성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명령은 다음과
유사해야 합니다.4.1.1-16 IGX-B 7.1.1-15 c324.1.1-17 IGX-B 7.1.1.17-25 c32참고: DS0 번호
16은 E1 시그널링에 사용됩니다.dspchcnf 명령을 사용하여 T1 및 E1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4.

기본 음성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다음 음성 문제에 대한 기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클록●

클리핑●

배경 노이즈●

에코●

지연●

클록

PBX에 대한 일반적인 잠금 조건은 정상입니다. 이는 UVM이 전송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신 데
이터 주파수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합니다.즉, UVM은 PBX에 클럭킹을 제공하고 PBX는
수신 타이밍을 사용하여 UVM에 전송 데이터를 클럭아웃합니다.IGX 8400 및 PBX가 아닌 루프 시



계를 구성하려면 cnfln 명령을 사용합니다.PBX가 디지털 ISDN 서비스 또는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클럭에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소스에서 클록 참조를 가져옵니다.이 경우
cnfclksrc 명령을 사용하여 PBX를 IGX에 대한 잠금 소스로 선언합니다.PBX가 ISDN, BITS 또는 다
른 알려진 클록 소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클록 소스로 선언하지 마십시오.

PBX 클럭이 컨피그레이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dsplnerers 명령을 사용하여 clocking이 프레임 슬립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니다.클럭 컨피그레
이션을 Loop 또는 Local로 조정하려면 confln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PBX가 프레임 전표를 탐지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2.
conflnalm 명령을 사용하여 회선 및 트렁크의 알람이 더 민감해지도록 운영자가 문제를 인식
하도록 합니다.

3.

클리핑

음성 음절이 잘리는 경우, 특히 음성 문장의 시작 부분에서 cnfuvmchparm 명령을 사용하여 VAD 임
계값을 -40dBm(기본값)에서 -50dBm 또는 -60dBm으로 낮춥니다.VAD 임계값이 낮으면 cnfchutl을
60% 또는 70%로 늘려야 합니다.

통화 중(트렁크 혼잡)에 클리핑이 발생하는 경우 트렁크에서 패킷 삭제를 확인합니다.채널 사용률
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공통 트렁크 대역폭을 공유하는 VAD 음성 채널 수가 작은
경우(예: 24 이하), 최대 음성 대역폭 사용률이 할당된 트렁크 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서브레이트 트렁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널 활용도와 트
렁크 대역폭을 늘리십시오.

배경 노이즈

무음 기간 동안의 노이즈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cnfuvmchparm 명령을 사용하여 노이즈 삽입 레벨
을 -70dBm 또는 -80dBm으로 낮춥니다.외부 장비(예: 채널 뱅크)에서 발생하는 적절한 소음이 있는
경우 노이즈 삽입을 -100dBm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코

에코 취소 성능의 중요한 매개변수는 UVM에서 볼 수 있는 ERL(Echo Return Loss)입니다.

UVM에서 확인한 ERL = 4w/2w 하이브리드 ERL + 외부 장비 손실

대화가 시작될 때 반향이 몇 초 동안 유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ERL이 낮은 통화(UVM 카드에 표시
된 6~10dB)에서 에코 취소자가 느리게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cnfuvmchparm 명령(매개변수 8)을
사용하여 UCST(Upper Convergence Speed Threshold) 값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UCST를 12dB로
낮추면 초기 에코가 줄어들지만, 이중 통화 중에 약간의 에코/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끝의 토커 레벨이 매우 다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RL이 매우 좋지 않아 에코 취소가 통합되지 않는 경우(5dB 미만) cnfuvmchparm 명령을 사용하여
DTDT(double talk detection threshold) 값(매개변수 9)을 구성합니다. DTDT를 UVM 카드에 표시된
회로 ERL보다 약 1dB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중 통화 중에 에코 또는 왜곡/정적이 들리면 위의 ERL 문제와 반대일 수 있습니다.낮은 수준의 이
중 통화 중에 에코 취소가 분기될 수 있습니다.UCST 한 노치를 높입니다(예: 6dB).

네트워크 지연이 큰 경우 잔류 에코가 들리면 cnfchec 명령을 사용하여 비선형 처리가 활성화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지연

지연은 한 당사자의 연설이 상대방의 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패킷 네트워크는 TDM
기반 네트워크보다 다소 더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일부 압축은 다른 압축보다 더 많은 지
연을 초래합니다.일반적으로 압축 비율이 높을수록(또는 음성 연결당 사용되는 대역폭 감소) 증분
지연이 더 큽니다.예를 들어 g729r8은 L16보다 더 많은 지연을 가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132보다
더 많은 지연을 초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0msec까지 단방향 지연이 일반적으로 일반 대
화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 튜닝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GX 8400, VISM, 3810, FastPAD 및 VNS에 대한 음성 매
개변수 및 튜닝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연결

이 섹션에서는 IGX 스위치 LDM 및 HDM 카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포트 잠금 모드●

인터페이스 제어 템플릿●

V.35 HDLC 데이터 연결 랩●

데이터 연결 문제 해결●

HDM/LDM 카드에서 지원되는 직렬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통신 장비(DCE)●

데이터 터미널 장비(DTE)●

다음 표에서는 LDM 및 HDM 카드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터페이스 설명
EIA/TIA-232 이전 RS-232
V.35 표준 V.35 인터페이스
EIA/TIA-449/X.21 이전 RS-449
DDS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

자세한 카드 세부사항 및 사양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의 사용된 구성 요소 섹션●

Cisco IGX 8400 Series Installation, Release 8.5의 Card Installation and Node Startup 장.●

데이터 포트 잠금 모드

일반적으로 DCE는 데이터를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두 디바이스 간의 클럭킹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rmal mode(일반 모드) - DCE는 전송 클럭과 수신 클록을 모두 제공합니다.DCE는 시계 마스
터이고 DTE는 시계 슬레이브입니다.

●

Looded(루프됨) - DCE는 수신 클럭만 제공하며 DTE는 전송 클록을 제공합니다.대부분의 경우
디바이스 중 하나가 다른 끝에서 시계를 잠그고 시계 신호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

다음 그림은 데이터 포트 잠금 모드를 보여줍니다.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c32e5.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0a1814.html#xtocid1218418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c32e5.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c32e5.html


데이터 포트 클럭 모드를 구성하려면 cnfdclk 명령을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 제어 템플릿

ICT(Interface Control Templates)는 연결된 연결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데이터 채널에서 아웃바
운드 제어 리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ICT는 출력 제어 리드를 조작하여 옵션 엔드 투 엔드 제
어 리드 연속성을 제공합니다.ICT를 수정하려면 certificate 명령을 사용합니다.다음 표에는 사용 가
능한 ICT 템플릿 및 해당 상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건 연결 상태
활성 확인
에어컨 실패 또는 중단
루프드 소프트웨어 구성 루프가 진행 중입니다.
근접 외부 모뎀 루프가 진행 중입니다.
멀리 원거리 외부 모뎀 루프가 진행 중입니다.

ICT에 대한 제어 리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 입력 또는 출력 리드를 따릅니다.●

원격 입력 또는 출력 리드를 따릅니다.●

높은 상태 유지●

낮게 유지●



V.35 HDLC 데이터 연결 랩

이 예에서는 데이터를 빌드 및 전달하도록 HDM 카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다음 그
림은 이 실습에 대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케이블을 V.35 포트에 연결합니다.DTE/DCE 면을 확인합니다.참고: 일반적으로 라우터는
DTE입니다.IGX는 DCE입니다.

1.

IGX-A 측에서 데이터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1.1 IGX-B 3.1 256 8/8

이 단계에서는 8/8 인코딩을 사용하여 HDM 간에 256K 데이터 연결을 추가합니다.

2.

clocking 모드를 구성하려면 cnfdclk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표준 모드를 사용합니
다.

3.

dspbob 명령을 사용하여 BOB(Break-out Box) 리드 설정을 확인합니다.4.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기반으로 IP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ping 명령을 사용합니다.
wsw-3810-7d# ping 100.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0.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33/37 ms

wsw-3810-7d#

wsw-3810-7a# ping 100.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0.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33/36 ms

wsw-3810-7a#

5.

3810-7d 라우터 구성:



!

interface Serial1

 ip address 100.1.1.2 255.255.255.0

!

3810-7a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interface Serial0

 ip address 100.1.1.1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no ip mroute-cache

 no fair-queue

!

show interface 명령을 사용하여 출력의 아래쪽에 있는 up/up 및 리드 상태를 확인하여 직렬 인터페
이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우터는 DTE이며,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모든 리드 상태
를 UP로 표시해야 합니다.

wsw-3810-7a# sh int s1

Serial1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PQUICC Serial

  MTU 1500 bytes, BW 1544 Kbit, DLY 20000 u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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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apsulation HDLC, crc 16,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Scramble enabled

  Last input 00:00:03, output 00:00:16,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1d03h

  Input queue: 0/75/0 (size/max/drop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1000/64/0 (size/max total/threshold/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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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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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packets input, 0 bytes, 0 no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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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put errors, 0 CRC, 1 frame, 0 overrun, 0 ignored, 0 abort

     66 packets output, 858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0 carrier transitions

  Cable attached: V.35 (DTE)

  Hardware config: V.35; DTE; DSR= UP DTR= UP RTS= UP CTS= UPD CD= UP

wsw-3810-7d# sh int s0

Serial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PQUICC Serial

  MTU 1500 bytes, BW 1544 Kbit, DLY 20000 u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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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apsulation HDLC, crc 16,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Scramble enabled

  Last input never, output never,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1d23h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weighted fair

  Output queue: 0/1000/64/0 (size/max total/threshold/drops)

     Conversations  0/0/256 (active/max active/max total)

     Reserved Conversations 0/0 (allocated/max al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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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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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packets inpu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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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packets output, 0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0 carrier transitions

  Cable attached: V.35 (DTE)

  Hardware config: V.35; DTE; DSR= UP DTR= UP RTS= UP CTS= UP DCD= UP

데이터 연결 문제 해결

데이터 연결 문제 해결 지원에 대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연결이 끊겼거나 실패했습니까?1.
dspchcnf 명령을 사용하여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연결의 양쪽에서 매개 변수가 일
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다음 리드 상태 요소를 확인하려면 dspbob 명령을 사용합니다.중단되거나 차단된 리드가 없
는지 확인합니다.올바른 인터페이스 유형(DTE 또는 DCE)을 확인합니다.올바른 잠금 구성을
확인합니다.

3.

올바른 케이블 및 케이블 길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V.35/RS449 케이블 길이 권장 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4.

엔드포인트의 네트워크 클록 소스를 찾아 주기적인 버스트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각 엔드포인
트에서 dspcurclk 명령을 사용합니다.HDM 또는 LDM 회로에 정기적인 오류 버스트가 발생하
는 경우 노드 동기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버스트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프레임 릴레이

이 섹션에서는 IGX의 다양한 프레임 릴레이 기반 카드에 대한 프레임 릴레이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섹션을 포함합니다.

가상 회로 포트 대기열 처리●

프레임 릴레이 데이터 링크 연결 식별자●

프레임 릴레이 신호●

범용 프레임 릴레이 모듈 모드 컨피그레이션●

프레임 릴레이 랩●

이 문서에서는 랩 설정에서 UFM-U 카드를 사용합니다.자세한 프레임 릴레이 카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의 사용된 구성 요소 섹션●

Cisco IGX 8400 Series Reference, 릴리스 9.3.0의 Line Interface Cards 장●

다음 그림은 UFM-U 및 UFM-C 카드 라인, 포트 및 연결 장치를 보여줍니다.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3cee.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3cee.s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book09186a00800917e5.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chapter09186a00800917db.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book09186a00800917e5.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book09186a00800917e5.html


프레임 릴레이 포트는 UFM/UFM-U 카드에 제공됩니다.Frame Relay 포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
니다.

Physical(물리적) - V.35 또는 X.21 인터페이스가 있는 UFM-U/FRM 카드의 프레임 릴레이 포트
.

●

Logical(논리적) - T1 또는 E1 인터페이스가 있는 UFM/FRM 카드의 프레임 릴레이 포트.논리
포트를 생성하려면 add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

●

가상 회로 포트 대기열

다음 그림은 VC 포트 대기열 처리를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포트 대기열 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프레임은 포트 대기열만 통과합니다.●

인바운드 프레임은 VC 대기열만 통과합니다.●

포트 대기열은 이그레스 방향으로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를 향합니다.●

포트 대기열은 단일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여러 가상 회로에서 트래픽 관리를 제공합니다.●

cnfport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포트 대기열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Queue Depth(큐 깊
이) - 이 포트에서 버퍼링되는 총 바이트 수를 결정합니다.Discard Eligibility (DE) Threshold(DE
자격 취소(DE) 임계값) - DE 프레임을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ECN) Threshold(명시적 혼잡 알림(ECN) 임계값) - 프레임이 FCN(Forwar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또는 BEECN(Backwar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으로 표시되
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프레임 릴레이 데이터 링크 연결 식별자

프레임 릴레이 장치 간의 각 PVC에는 동일한 포트에서 PVC 종료를 구별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 연
결 식별자(DLCI)가 로컬로 할당됩니다.

연결에 DLCI를 할당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글로벌 주소 지정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DLCI는 로컬에서 중요합니다.●

16~1007의 DLCI는 사용자 서비스에 사용 가능●

예약된 DLCI(0~15 및 1008~1023)는 신호 프로토콜 또는 기타 관리 기능에 사용됩니다.●

UFM에서 최대 프레임 릴레이 연결 수는 1000입니다.●

로컬 유효 DLCI는 일반적으로 프레임 릴레이 PVC를 프로비저닝할 때 사용됩니다.로컬에서 중요한
DLCI의 경우 DLCI 번호는 CPE와 스위치 간의 로컬 PVC 식별자입니다.DLCI 번호는 전체 프레임
릴레이 클라우드 전체에서 고유하지 않습니다(PVC를 라우팅하는 데 둘 이상의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전역 주소 지정 체계를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각 포트에 고유한 식별 번호가 할당됩니다.그런 다음
각 끝의 포트 ID를 기반으로 DLCI가 선택된 상태로 PVC가 추가됩니다.PVC의 각 끝에 할당된
DLCI는 PVC의 반대쪽 끝에 있는 포트의 포트 ID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이 번호 지정 규칙에는 지
정된 DLCI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제출된 모든 프레임이 소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포트에 전달된다
는 이점이 있습니다.

프레임 릴레이 신호

프레임 릴레이 링크의 양쪽에 있는 디바이스 간에 LMI(Local Management Interface)로 몇 가지 지
능형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처리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각 디바이스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는 상태 정보.●

디바이스 간 링크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태 정보입니다.●

하나 이상의 PVC의 추가, 삭제 또는 실패와 같은 관리 정보.●

혼잡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바이스 간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플로우 제어 정보●

다음과 같은 신호 프로토콜이 널리 사용됩니다.

Cisco/StrataCom—DLCI 1023을 사용하며 UNI만 사용합니다.●

ITU Q.933, Annex A - DLCI 0, NNI 또는 UNI를 사용합니다.●

ANSI T1.617, Annex D - DLCI 0, NNI 또는 UNI를 사용합니다.●

참고: 원래 LMI는 두 가지 방법으로 ANSI와 ITU-T가 다릅니다.



LMI의 연결 수는 992개로 제한됩니다. ANSI 및 ITU-T는 976으로 제한됩니다.●

LMI는 DLCI 1023을 사용합니다.ANSI 및 ITU-T는 DLCI 0을 사용합니다.●

UNI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장비와 네트워크 간의 로컬 인터페이스에 신호 규칙을 적용합니다.신
호 처리는 단방향이므로 한 디바이스만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DTE(CPE
측)는 일반적으로 모든 상태 요청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요청에 응답하는
네트워크 측에서 모든 상태 요청을 수행합니다.

NNI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제공자 간에 사용되는 양방향 신호 프로토콜입니다.NNI를
사용하면 제어 정보 및 트래픽이 두 네트워크(제공자 A 및 B)의 경계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네
트워크 모두 상태 조회 프레임을 전송하며, 두 네트워크 모두 짧은 또는 긴 응답 프레임으로 응답합
니다.

범용 프레임 릴레이 모듈 모드 컨피그레이션

ATM-to-Frame Relay Service Interworking(SIW)/NIW(network interworking) 연결을 구성할 때 프레
임 릴레이 연결은 투명하고 변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모드에서는 Frame Relay 헤더가 제거되고 데이터가 FastPackets로 네트워크에 투명하게 전
송됩니다.이러한 FastPackets는 일반적으로 ATM을 통과할 때 ATM 셀 내에서 캡슐화됩니다.이 유
형의 연결은 캡슐화 방법이 터미널 장비끼리 호환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변환 모드에서 프레임 릴레이 PVC를 통해 여러 상위 레이어 사용자 프로토콜을 전달하는 방법은
RFC 1490 표준이며, 프레임 릴레이 ATM PVC를 통해 여러 상위 레이어 사용자 프로토콜을 전달하
는 방법은 RFC 1483 표준입니다.인터워킹 기능은 라우팅된 프로토콜과 bridged 프로토콜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두 캡슐화 간의 매핑을 수행합니다.

프레임 릴레이 랩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프레임 릴레이 정보를 보여 주는 기본 랩 설정을 제공합니다.랩은
UFM 및 UFMU 카드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 연결 유형을 보여줍니다.

실습 1:UNI를 통한 프레임 릴레이●

실습 2:NNI를 통해 프레임 릴레이로 프레임 릴레이●

실습 3:AFTX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프레임 릴레이●

실습 4:ATFT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프레임 릴레이●

실습 5:프레임 전달●

실습 1:UNI를 통한 프레임 릴레이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프레임 릴레이에 프레임 릴레이를 설정합니다.

DLCI = 100(양쪽)●

최대 정보 전송률(MIR) = 1024●

선견지명 없음●

Cisco LMI 신호●

UNI 연결●

다음 그림은 이 실습의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IGX-A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1.

support 13.1 명령을 사용합니다.2.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Cisco
LMI 유형DCE 인터페이스 유형

cnfport 13.1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s N 15 3 4 N 75 25 3 N N Y 1 N

3.



dspport 13.1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4.
IGX-B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support 6.1 명령을 사용합니다.1.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Cisco
LMI 유형DCE 인터페이스 유형

cnfport 6.1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s N 15 3 4 N 75 25 3 N N Y 1 N

2.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3.
프레임 릴레이 PVC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IGX-A 측에서 addc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3.1.100 IGX-B 6.1.100 10

참고: 10 = 미리 정의된 프레임 릴레이 클래스

1.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참고: 한 쪽에서 addcon 명령만 실행하
면 됩니다.

2.

다른 쪽에서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3.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3810-7b의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interface Serial0

 no ip address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no ip mroute-cache

 no fair-queue

 clockrate line 1536000

 frame-relay lmi-type cisco

!

interface Serial0.100 point-to-point

 ip address 2.2.2.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

3810-7d의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interface Serial0

 no ip address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no ip mroute-cache

 clockrate line 1536000

 frame-relay lmi-type cisco

!

interface Serial0.100 point-to-point

 ip address 2.2.2.2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

4.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2.2.2.2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b# ping 2.2.2.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2.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8 ms

wsw-3810-7b# ping 2.2.2.2

5.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2.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7/12 ms

2.2.2.1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d# ping 2.2.2.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2.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7/8 ms

wsw-3810-7d# ping 2.2.2.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2.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7/8 ms

다음 확인 작업을 수행합니다.dspchstats 및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이 Lab에 대한 컨피
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습 2:NNI를 통해 프레임 릴레이로 프레임 릴레이

이 실습에서는 두 IGX 시스템 간에 NNI 링크를 통해 프레임 릴레이 연결을 구축하며, 이 연결은 서
로 다른 두 개의 프레임 릴레이 제공자 네트워크를 에뮬레이트합니다.

참고: 연결은 트렁크를 통과하지 않으며 NNI 링크만 사용하여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2개의 UFMU 포트(13.3-IGX-A 및 6.3-IGX-B) 간에 설정된 NNI 링크●

NNI 신호 처리에서는 Annex D NNI 사용●

DLCI = 300●

로컬 CPE 측의 StrataCom LMI 신호●

다음 그림은 이 실습의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IGX-A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1.

support 13.3 명령을 사용합니다.2.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포트 신
호 유형 = 부록 D NNI인터페이스 유형 = DCE

cnfport 13.3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d y N 15 3 4 3 10 6 N N Y 1 N

3.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4.
IGX-B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support 6.3 명령을 사용합니다.1.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포트 신
호 유형 = 부록 D NNI인터페이스 유형 = DTE참고: 포트 13.3 및 6.3은 1536Kbps의 포트 속도
로 Annex D NNI에 대해 구성됩니다.포트 6.3은 DCE-DTE 케이블이 두 포트를 함께 연결하기
때문에 DTE로 구성됩니다.

2.

연결 설정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IGX-A 측면(13.1.300 —> 13.3.300, NNI 측면)에서 13.1.300 IGX-A 13.3.300 5 명령을 사용합
니다.

1.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참고: 경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연
결은 트렁크를 사용합니다.

2.

IGX-B 측(6.1.300 —> 6.3.300, NNI 측)에서 addcon 6.1.300 IGX-B 6.3.300 명령을 사용합니
다.

3.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4.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3810-7b의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interface Serial0.300 point-to-point

 ip address 3.3.3.1 255.255.255.0

5.



 frame-relay interface-dlci 300

!

3810-7d의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interface Serial0.300 point-to-point

 ip address 3.3.3.2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300

!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3.3.3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b# ping 3.3.3.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3.3.3.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6/57 ms

wsw-3810-7b# ping 3.3.3.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3.3.3.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56/56/57 ms

3.3.3.1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d# ping 3.3.3.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3.3.3.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6/56 ms

wsw-3810-7d# ping 3.3.3.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3.3.3.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52/55/61 ms

6.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NNI 작업을 확인합니다.7.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하여 트래픽 전달 확인:8.

실습 3:AFTX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프레임 릴레이

이 실습에서는 ATFX(변환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대한 프레임 릴레이의 서비스 인터워킹 연결을
구축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DLCI 400●

VPI/VCI = 0/100●

3810의 ATM 포트(ATM 모드로 구성된 MFT)●

ATM 캡슐화 유형 al5snap(RFC 1483)●

피크 셀 속도(PCR) = 166cps/64Kbps●

다음 그림은 이 실습의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프레임 릴레이 측, IGX-A, 13.1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1.

support 13.1 명령을 사용합니다.2.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포트 신
호 유형 = LMI인터페이스 유형 = DCE

cnfport 13.1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s N 15 3 4 N 75 25 3 N N Y 1 N

3.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4.
ATM 측, IGX-B, 13.4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upln 13.4 명령을 사용하여 행 13.4를 표시합니다.1.
support 13.4 명령을 사용합니다.2.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ATM 측에 연결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팁: ATM 기반 연결에 프레임 릴레이를 추가할 때 Frame Relay 쪽이 아니라 ATM 쪽에서 추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Frame Relay 측에 대한 올바른 MIR/CIR 설정을 자동으로 계
산할 수 있습니다.

addc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3.4.0.100 IGX-A 13.1.400 atfx 166 100 250000 166 1000 5 1280 35 5

1.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2.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합니다.



3810-7b(프레임 릴레이 측)에 대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interface Serial0.400 point-to-point

 ip address 4.4.4.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400

!

3810-7d(ATM 측)에 대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controller T1 0

 framing esf

 linecode b8zs

 mode atm

!

!

interface ATM0

 no ip address

 ip mroute-cache

 no atm ilmi-keepalive

!

interface ATM0.100 point-to-point

 ip address 4.4.4.2 255.255.255.0

 pvc 0/100

  cbr 64

  encapsulation aal5snap

 !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4.4.4.2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b# ping 4.4.4.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4.4.4.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24/32/40 ms

wsw-3810-7b# ping 4.4.4.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4.4.4.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0/40/40 ms

4.4.4.1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d# ping 4.4.4.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4.4.4.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6/40/44 ms

wsw-3810-7d# ping 4.4.4.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4.4.4.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0/45/60 ms

PVC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하여 ATM PVC에서 트래픽이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1.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하여 Frame Relay PVC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합니다.2.

실습 4:ATFT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프레임 릴레이

이 실습에서는 ATFT(투명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대한 프레임 릴레이의 서비스 인터워킹 연결을
구축합니다.

DLCI = 400●

VPI/VCI = 0/100●

3810 라우터의 ATM 포트(ATM 모드로 구성된 MFT)●

ATM AAL(ATM adaptation layer) NLPID(Network Layer Protocol Identifier) - AAL5NLPID●

피크 셀 속도 = 166cps/64Kbps●

다음 그림은 이 실습의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프레임 릴레이 측, IGX-A, 13.1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1.

support 13.1 명령을 사용합니다.2.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포트 신
호 유형 = LMI인터페이스 유형 = DCE

cnfport 13.1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s N 15 3 4 N 75 25 3 N N Y 1 N

3.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4.
ATM 측, IGX-B, 13.4,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upln 13.4 명령을 사용하여 행 13.4를 표시합니다.1.
포트 13.4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13.4를 가져옵니다.2.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ATM 측에 연결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팁: ATM 기반 연결에 프레임 릴레이를 추가할 때 Frame Relay 쪽이 아니라 ATM 쪽에서 추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Frame Relay 측에 대한 올바른 MIR/CIR 설정을 자동으로 계
산할 수 있습니다.

ATM 측에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3.4.0.100 IGX-A 13.1.400 atft 166 100 250000 166 1000 5 1280 35 5

1.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2.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합니다.

3810-7b(프레임 릴레이 측)에 대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interface Serial0.500 point-to-point

 ip address 5.5.5.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500

!

3810-7d(ATM 측)에 대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

controller T1 0

 framing esf

 linecode b8zs

 mode atm

!

!

interface ATM0.200 point-to-point

 ip address 5.5.5.2 255.255.255.0

 pvc 0/200

  cbr 64

  encapsulation aal5nlpid

 !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5.5.5.2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b# ping 5.5.5.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5.5.5.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28/35/40 ms

wsw-3810-7b# ping 5.5.5.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5.5.5.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6/37/41 ms

5.5.5.2에 대한 Ping 테스트:

wsw-3810-7d# ping 5.5.5.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5.5.5.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28/34/44 ms

wsw-3810-7d# ping 5.5.5.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5.5.5.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6/39/40 ms

PVC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하여 ATM PVC에서 트래픽이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1.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하여 Frame Relay PVC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합니다.2.

실습 5:프레임 전달

이 실습에서는 IGX Frame Relay 카드를 사용하여 HDLC 프레임(에뮬레이션 SNA) 트래픽을 전송
하도록 UFMU 카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이 Lab에서 UFMU 포트는 신호 없이 구성됩니
다.

다음 그림은 이 실습의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1.

support 13.1 명령을 사용합니다.2.
다음 매개 변수로 IGX-A 포트를 구성하려면 cnf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1,536Kbps포트 신호
유형 = 없음인터페이스 유형 = UNI

cnfport 13.1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n N N Y 1 N

3.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4.
support 6.1 명령을 사용합니다.5.
cnfport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IGX-B 포트를 구성합니다.1,536Kbps포트
신호 유형 = 없음인터페이스 유형 = UNI

cnfport 6.1 DCE 1536 NORMAL 0 65535 65535 100 n N N Y 1 N

6.

dsppo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7.
IGX-A에서 프레임 포워딩 연결을 빌드하려면 addc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3.1.* IGX-B 6.1.* 10

8.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9.
다음 3810-7b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Serial1

 ip address 6.6.6.1 255.255.255.0

!

10.

다음 3810-7d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Serial0

11.



 ip address 6.6.6.2 255.255.255.0

!

다음 ping 명령 테스트 6.6.6.2을 수행합니다.
wsw-3810-7b# ping 6.6.6.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6.6.6.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7/8 ms

wsw-3810-7b# ping 6.6.6.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6.6.6.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7/8 ms

wsw-3810-7b#

12.

다음 ping 명령 테스트 6.6.6.1을 수행합니다.
wsw-3810-7d# ping 6.6.6.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6.6.6.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10/24 ms

wsw-3810-7d# ping 6.6.6.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6.6.6.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8/24 ms

wsw-3810-7d#

13.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트래픽 전달을 확인합니다.14.

IGX ATM 컨피그레이션

이 섹션에서는 IGX 스위치의 ATM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UXM 카드는 라우터 쌍에 연결된 UNI
회선으로 사용됩니다.

ATM 셀은 길이가 53이며 48개의 8진수 페이로드가 있는 58진수 헤더를 포함합니다.ATM 셀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일반 흐름 제어(GFC):UNI 헤더에서 이 필드는 연결과 관련된 흐름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4비트
필드입니다.UNI 셀 헤더에 적용되며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

VPI(가상 경로 식별자):VCI의 논리적 그룹입니다.ATM 스위치가 VCI 그룹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VCI(Virtual Circuit Identifier) - 두 ATM 엔티티 간의 가상 채널에 대한 논리적 ID입니다.●

PTI(Payload Type Identifier) - 셀의 페이로드의 정보를 특성화하는 3비트 필드입니다.●

셀 손실 우선순위(CLP):셀이 정상 또는 낮은 우선 순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PE 또는 네트워크 ATM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데이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 상
황에 대응하는 데 사용됩니다.

●

HEC(Header Error Control) - 셀 헤더에만 있는 8비트 CRC입니다.●

다음 그림은 표준 ATM 셀 형식을 보여줍니다.



ATM 신호처리

ATM 신호 처리는 ILMI(Integrated Local Management Interface)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디바이스
에서 물리적 링크의 다른 끝에서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통 운영 매개변수 집합을 협상하
여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ILMI는 VPI의 예약된 VCC에서 작동하며 = X, VCI = 16입니다.

ILMI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ILMI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ILMI를 활성화하면 디바이스에서 가장 높은 UNI 인터페이스 레벨(3.0, 3.1, 4.0), UNI 대 NNI 및 기
타 여러 요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ILMI는 디바이스가 NSAP(Network Service Access Point)
주소, 피어 인터페이스 이름, IP 주소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ILMI가 없으면 ATM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많은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셀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셀은 ATM 장치 간에 표준 관리 정보를 전달합니다
.OAM 셀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F4 - VP(가상 경로)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F5 - VC(Virtual Circuit)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OAM 트래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엔드 투 엔드—종료 장비 간 흐름OAM 셀은 중간 요소에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세그먼트(Segment) - 두 개의 인접한 네트워크 요소(CPE 및 스위치) 사이에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OAM 셀을 보여줍니다.

F4 OAM 셀의 경우 VCI가 3이면 세그먼트 흐름을 식별하고 VCI가 4이면 종단간 흐름을 식별합니다
.

F5 OAM 셀에서는 PTI 필드를 사용하여 흐름 제어를 식별합니다.

PTI 필드는 페이로드 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형의 관리 셀과 사용자 셀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
다.다음 표에서는 PTI 필드 값에 대해 설명합니다.

PTI 필드 값
(비트) 설명

000 사용자 데이터, 혼잡 없음, SDU 유형 = 0
001 사용자 데이터, 혼잡 없음, SDU 유형 = 1
010 사용자 데이터, 혼잡, SDU 유형 = 0
011 사용자 데이터, 혼잡, SDU 유형 = 1

100 혼잡 관리, 혼잡 없음, OAM F5 세그먼트 대
세그먼트 셀



101 혼잡 관리, 혼잡 없음, OAM F5 엔드 투 엔
드 셀

110 예약됨
111 예약됨

ATM 트래픽 클래스

IGX는 ATM 표준 CoS(Class of Service)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 ATM 트래픽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CBR(Constant Bit Rate) - 압축되지 않은 음성, 비디오 또는 동기 데이터와 같은 시간에 종속적
인 상수 범위 트래픽에 사용됩니다.CBR 연결은 대개 AAL1을 사용하여 생성된 셀을 전달합니
다. CBR 연결에는 버스트림에 대한 용도가 있습니다.

●

RT-VBR(Real Time Variable Bit Rate) 및 NRT-VBR(Nonreal Time Variable Bit Rate) - 압축된
음성, 비디오 또는 동기 데이터와 같은 시간 종속성이 있을 수 있는 버스트 트래픽에 사용됩니
다.설정된 제한 내에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VBR 연결은 모든 가변 속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
할 수 있지만 AAL5 셀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RT-VBR은 소스와 대상 간에 고정 타이밍 관
계가 필요한 연결에 사용됩니다.NRT-VBR은 고정 타이밍 관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장된
QoS(Quality of Service)가 필요한 연결에 사용됩니다. 설정된 제한 내에서 트래픽을 버스트할
수 있습니다.

●

ABR(Available Bit Rate) - VBR의 변수입니다.라우터 트래픽과 같은 LAN-WAN 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ABR은 소스와 대상 간의 타이밍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연결에 사용됩니다
.VBR과 같은 ABR 트래픽은 가변 속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ABR 연결의 추가 기능은
네트워크의 혼잡 및 대역폭 가용성을 수용하기 위해 데이터 속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ABR
연결은 일반적으로 AAL5 ATM 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

UBR(Undefined Bit Rate) - 연결은 보장된 서비스 속도 없이 가변 속도 연결입니다.혼잡이 있거
나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없는 경우 UBR 연결에는 네트워크에 대역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UBR 연결은 배치 처리 이메일 또는 LANE(LAN Emulation)과 같이 전송 기간이 0인 가변 속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

별도로 구성 가능한 CoS 버퍼(Qbin) 및 포트 대기열 - Qbin은 셀을 저장하고 대역폭 가용성 및
CoS 우선 순위에 따라 인터페이스에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CBR 및 ABR 셀이 동일한 인터페
이스에서 스위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이미 다른 소스에서 CBR 셀을 전송하고 있
는 경우 새로 도착한 CBR 및 ABR 셀은 해당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Qbin에 저장됩니다.인터페
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Qbin은 전송을 위해 CBR 셀을 인터페이스에 전달합니다.CBR
셀이 전송되면 ABR 셀이 인터페이스로 전달되어 목적지로 전송됩니다.다음 그림은 UXM 가상
인터페이스 및 Qbin을 보여줍니다

●



. 다음 그림은
ATM 셀 흐름을 보여줍니다

. 구성 가능한 매개변수
:VC Queue Depth(VC 큐 깊이) - 큐의 깊이를 결정합니다.Qbin이 정의된 대기열 크기를 초과하
면 도착하는 모든 셀이 삭제됩니다.EFCI(Explicit Forward Congestion Indication) Threshold(명



시적 전달 혼잡 표시) 임계값) - 혼잡 표시를 결정합니다.Qbin이 EFCI 임계값에 도달하면
Qbin에 도착하는 모든 셀에는 EFCI 비트가 1로 설정되어 CPE에 네트워크의 혼잡이 알립니다
.CLP High Threshold(CLP 높은 임계값) - CLP 태그 있는 셀 삭제를 시작할 시기를 결정합니다
.Qbin이 CLP 높은 임계값에 도달하면 CLP 비트가 태그 지정되고(1로 설정) 도착하는 모든 셀
이 삭제됩니다.CLP 비트와 상관없이 Qbin에 이미 있는 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ATM 랩

이 섹션에서는 ATM PVC 프로비저닝을 보여 주는 기본 랩 설정을 제공합니다.이러한 랩은 UXM 및
UFMU 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SIW 연결 예시). 다음 그림은 IMA 회선을 제외한 이 섹션의 ATM 랩
에 대한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이 섹션의 모든 ATM 랩에는 다음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IGX-A 회선 및 포트 컨피그레이션:

upln 16.31.
지원 16.32.
dsplncnf 및 dspport 명령을 사용한 확인:3.

IGX-B 회선 및 포트 컨피그레이션:

upln 13.31.
지원 13.32.
dspln 및 dspport 명령을 사용한 확인:3.

이 섹션에는 다음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습 1:CBR 연결●

실습 2:RT-VBR 연결●

실습 3:NRT-VBR 연결●

실습 4:ABR 연결●



실습 5:UBR 연결●

실습 6:SIW-X AFTF 연결●

실습 7:SIW-AFTF 투명 연결●

실습 1:CBR 연결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3640-7a~2612-7b 사이의 CBR PVC를 구축합니다.

CBR 연결 유형●

각 측의 VPI 1/100●

1MB PVC●

폴리싱 없음●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IGX-A 측에서 CBR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6.3.1.100 IGX-B 13.3.1.100 cbr 2667 * * 5 * * * Y

2.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3640-7a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3/0

 no ip address

 no atm ilmi-keepalive

 no scrambling-payload

!

interface ATM3/0.100 point-to-point

 ip address 20.1.1.1 255.255.255.0

 pvc 1/100

  cbr 1024

  encapsulation aal5snap

 !

4.

2612-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1/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no atm ilmi-keepalive

 no scrambling-payload

 no fair-queue

!

interface ATM1/0.100 point-to-point

 ip address 20.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100

  cbr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5.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640-7a# ping 20.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0.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wsw-3640-7a# ping 20.1.1.2

6.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0.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0.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0.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8 ms

wsw-2612-7b# ping 20.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0.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9/12 ms

7.

dspchstats 및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PVC에서 트래픽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8.

실습 2:RT-VBR 연결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3640-7a~2612-7b 사이의 RT-VBR PVC를 구축합니다.

RT-VBR 연결 유형●

각 측의 VPI 1/150●

1MB PVC●

폴리싱 없음●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IGX-A 측에서 CBR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c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6.3.1.150 IGX-B 13.3.1.150 rt-vbr 2667 * * * * * 5 * * *

2.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3640-7a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3/0.150 point-to-point

 ip address 21.1.1.1 255.255.255.0

 pvc 1/150

 vbr-rt 1025 512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4.

2612-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1/0.150 point-to-point

 ip address 21.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150

  vbr-rt 1000 512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5.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640-7a# ping 21.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1.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6.



wsw-3640-7a# ping 21.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1.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8 ms

wsw-3640-7a#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1.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1.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8 ms

wsw-2612-7b# ping 21.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1.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9/12 ms

7.

dspchstats 및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PVC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합니다.8.

실습 3:NRT-VBR 연결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3640-7a~2612-7b 사이의 NRT-VBR PVC를 구축합니다.

NRT-VBR 연결 유형●

각 측의 VPI 1/200●

1MB PVC●

폴리싱 없음●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IGX-A 측에서 NRT-VBR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6.3.1.200 IGX-B 13.3.1.200 nrt-vbr 2667 * * * * * 5 * * * Y

2.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3640-7a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3/0.200 point-to-point

 ip address 22.1.1.1 255.255.255.0

 pvc 1/200

  vbr-nrt 1024 512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4.

2612-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1/0.200 point-to-point

 ip address 22.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200

  vbr-nrt 1000 512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5.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640-7a# ping 22.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6.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2/12 ms

wsw-3640-7a# ping 22.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2/12 ms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2.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2/12 ms

wsw-2612-7b# ping 22.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2.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4/16 ms

7.

dspchstats 및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트래픽 전달을 확인합니다.8.

실습 4:ABR 연결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3640-7a~2612-7b 사이의 ABR 표준(ABRSTD) PVC를 구
축합니다.

ABRSTD 연결 유형●

각 측의 VPI 1/250●

1MB PVC●

폴리싱 없음●

가상 소스/가상 대상 없음(VSVD)●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IGX-A 측에서 ABR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6.3.1.250 IGX-B 13.3.1.250 ABRSTD 2667 * 2667 * * * 5 Y

2.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3640-7a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3/0.250 point-to-point

 ip address 23.1.1.1 255.255.255.0

 pvc 1/250

  abr 1024 512

  encapsulation aal5snap

 !

4.

2612-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1/0.250 point-to-point

 ip address 23.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250

  abr 1000 512

  encapsulation aal5snap

 !

5.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640-7a# ping 23.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3.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8/60 ms

wsw-3640-7a# ping 23.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3.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7/60 ms

6.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3.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3.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9/64 ms

wsw-2612-7b# ping 23.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3.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32/48/60 ms

7.

dspchstats 및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트래픽 전달을 확인합니다.8.

실습 5:UBR 연결

이 실습에서는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3640-7a~2612-7b 사이의 UBR PVC를 구축합니다.

UBR 연결 유형●

각 측의 VPI 1/251●

1MB PVC●

폴리싱 없음●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IGX-A 측에서 UBR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다.

addcon 16.3.1.251 IGX-B 13.3.1.251 UBR 2667 * * * * Y

2.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3.
3640-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3/0.251 point-to-point

 ip address 24.1.1.1 255.255.255.0

 pvc 1/251

  ubr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4.

2612-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1/0.251 point-to-point

 ip address 24.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251

  ubr 100

5.



 !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640-7a# ping 24.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4.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3/16 ms

wsw-3640-7a# ping 24.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4.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5/16 ms

6.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4.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4.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4/16 ms

wsw-2612-7b# ping 24.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4.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15/16 ms

7.

dspchstats 및 dspportstats 명령을 사용하여 PVC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합니다.8.

실습 6:SIW-X AFTF 연결

이 Lab은 2612-7b ATM 인터페이스와 3810-7b Frame Relay 인터페이스 사이의 변환 모드를 사용
하여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서비스 인터워킹 연결을 구축합니다.

ATM 요구 사항:ATFX 연결 유형ATM 측에서 VPI 1/2521MB PVC폴리싱 없음●

프레임 릴레이 요구 사항:DLCI = 2511MB PVCCisco/Stratacom의 LMI 신호●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Frame Relay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단계는 Frame Relay 섹션을 참조하십시오.2.
IGX-B에서 3810-7b 프레임 릴레이로 SIW ATFX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
다.

addcon 13.3.1.252 IGX-A 13.1.251 atfx 2667 100 250000 2667 1000  5 1280 35 5

3.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4.
2623-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ATM1/0.252 point-to-point

 ip address 25.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252

  vbr-nrt 1000 512 1000

  encapsulation aal5snap

 !

5.

3810-7b(Frame Relay 라우터)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Serial0

 no ip address

6.



 encapsulation frame-relay IETF

 no ip mroute-cache

 no fair-queue

 clockrate line 1536000

 frame-relay lmi-type cisco

!

interface Serial0.100 point-to-point

 ip address 25.1.1.1 255.255.255.0

 no arp frame-relay

 frame-relay interface-dlci 251

!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5.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5.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wsw-2612-7b# ping 25.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5.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7.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810-7b# ping 25.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5.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8 ms

wsw-3810-7b# ping 25.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5.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9/12 ms

wsw-3810-7b#

8.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하여 IGX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확인합니다.9.

실습 7:SIW-AFTF 투명 연결

이 실습에서는 2612-7b ATM 인터페이스와 3810-7b Frame Relay 인터페이스 간의 투명 모드를 사
용하여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서비스 상호 작업 연결을 구축합니다.

ATM 요구 사항:ATFX 연결 유형ATM 측에서 VPI 1/2531MB PVC폴리싱 없음●

프레임 릴레이 요구 사항:DLCI = 2521MB PVCCisco/Stratacom의 LMI 신호●

이 섹션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양쪽의 회선 및 포트를 구성합니다.1.
Frame Relay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단계는 Frame Relay 섹션을 참조하십시오.2.
IGX-B에서 3810-7b 프레임 릴레이로 SIW ATFX 연결을 추가하려면 addmon 명령을 사용합니
다.

addcon 13.3.1.253 IGX-A 13.1.252 atft 2667 100 250000 2667 1000 5 1280 35 5

3.

dspcon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4.
2612-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5.



interface ATM1/0.253 point-to-point

 ip address 26.1.1.2 255.255.255.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253

  vbr-nrt 1000 512 1000

  encapsulation aal5nlpid  ! --- Notice that aal5nlpid encapsulation is used. !

3810-7b에 대해 다음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interface Serial0.200 point-to-point

 ip address 26.1.1.1 255.255.255.0

 no arp frame-relay

 frame-relay interface-dlci 252

!

6.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2612-7b# ping 26.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6.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wsw-2612-7b# ping 26.1.1.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6.1.1.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9/12 ms

7.

다음 ping 명령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wsw-3810-7b# ping 26.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6.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4/7/8 ms

wsw-3810-7b# ping 26.1.1.2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26.1.1.2,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8/8/12 ms

8.

IGX에서 트래픽을 확인하려면 dspchstats 명령을 사용합니다.9.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TM 인터페이스용 CRC 트러블슈팅 가이드●

기술 지원 -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ATM 연결 구성 및 Cisco BPX 8600 Series 스위치 구성 및 문제 해결●

관련 정보

//www.cisco.com/en/US/tech/tk39/tk48/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c93ef.shtml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index.html?c=268435599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11788d.shtml


   

IGX 8400, VISM, 3810, FastPAD 및 VNS에 대한 음성 매개변수 및 조정 가이드●

Cisco IGX 8400 Series 설치, 릴리스 8.5●

Cisco IGX 8400 Series 참조, 릴리스 9.3.0●

프레임 릴레이 연결 명령 참조, 릴리스 9.3.00●

프레임 릴레이 용어집●

프레임 폐기●

프레임 및 바이트가 폐기되는 이유●

데이터 시트 - 범용 스위칭 모듈(UXM-E)●

비동기 전송 모드 전환 인터네트워킹 기술 안내서●

ATM 연결 명령 참조, 릴리스 9.2●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 Cisco IGX 8400 Series 참조, 릴리스 9.2●

참조 가이드 - Cisco IGX Universal Router Module●

IGX Universal Router Module●

음성 포트 구성 Cisco IOS 릴리스 12.0 음성, 비디오 및 홈 애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IGX 8400 Series Universal Router Module의 Cisco IOS Voice Features●

데이터 시트 - Cisco IGX 8400 Universal Router Module●

Cisco IGX 8400 Series 카드 Cisco IGX 8400 Series 프로비저닝 가이드, 릴리스 9.3.3 이상●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870.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installation_guide_book09186a00800c32e5.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book09186a00800917e5.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ps2346/ps99/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09186a00800a1856.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ps2346/ps99/products_command_reference_book09186a008009ed12.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713/tk237/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e32e7.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3cf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ps2346/ps99/products_tech_note09186a00801c8c6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data_sheet09186a00800922c9.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internetworking/technology/handbook/atm.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internetworking/technology/handbook/ito_doc.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09186a00800876dd.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command_reference_book09186a00800876a1.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chapter09186a0080345b07.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technical_reference_book09186a008007fbc8.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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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en/US/docs/ios/12_0/voice/configuration/guide/vcport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ios/12_0/voice/configuration/guide/voice_c.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ios/12_2/12_2x/12_2xb/feature/guide/ft_igxxb.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2797/products_data_sheet09186a0080091efa.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configuration_basic_chapter09186a00800c6fe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988/products_configuration_basic_book09186a00800c6fe1.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Multiservice IGX Cookbook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CLI 및 기본 노드 구성
	도움말 보기
	로그인
	로그아웃
	가상 터미널 방법을 사용하여 원격 노드 액세스
	지우기 및 다시 그리기
	노드 이름 구성
	표준 시간대 구성

	IGX 트렁크
	NTM 트렁크 구성
	UXM 트렁크 구성
	UXM IMA 트렁크 구성
	가상 트렁크 개요
	가상 트렁크 요약 예
	트렁크 트러블슈팅
	네이티브 가상 트렁크

	음성
	UVM 카드 개요
	T1에서 T1까지의 CAS의 예
	T1 - T1 CCS 예
	T1 - E1 CAS 예
	기본 음성 문제 해결

	데이터 연결
	데이터 포트 잠금 모드
	인터페이스 제어 템플릿
	V.35 HDLC 데이터 연결 랩
	데이터 연결 문제 해결

	프레임 릴레이
	가상 회로 포트 대기열
	프레임 릴레이 데이터 링크 연결 식별자
	프레임 릴레이 신호
	범용 프레임 릴레이 모듈 모드 컨피그레이션
	프레임 릴레이 랩
	실습 1:UNI를 통한 프레임 릴레이
	실습 2:NNI를 통해 프레임 릴레이로 프레임 릴레이
	실습 3:AFTX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프레임 릴레이
	실습 4:ATFT 모드를 사용하여 ATM에 프레임 릴레이
	실습 5:프레임 전달


	IGX ATM 컨피그레이션
	ATM 신호처리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셀
	ATM 트래픽 클래스

	ATM 랩
	실습 1:CBR 연결
	실습 2:RT-VBR 연결
	실습 3:NRT-VBR 연결
	실습 4:ABR 연결
	실습 5:UBR 연결
	실습 6:SIW-X AFTF 연결
	실습 7:SIW-AFTF 투명 연결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