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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VoFR(Voice over Frame Relay)의 캡슐화 및 조각화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프레임 릴레이 프로토콜, 다이얼 피어 개념, VoFR 및 통화 설정과 관련된 여러 단계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VoFR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figuring Voice
over Frame Relay를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에서 설명한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구현됩니다.

스포크 라우터로 사용되는 Cisco 3640 다중 서비스 라우터●

스포크 라우터로 사용되는 Cisco MC3810●

Cisco 2500 Series 라우터는 프레임 릴레이 스위치로 사용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www.cisco.com/en/US/docs/ios/12_1/multiserv/configuration/guide/mcdvof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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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VoFR 캡슐화 및 단편화 구성 지침

구성 차트

트래픽 셰이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oIP(Voice over IP) 및 VoFR용 프레임 릴레이 트래픽 셰이핑
을 참조하십시오.

조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Frame Relay Fragmentation for Voice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d6788.shtml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d6788.shtml


VoIP over Frame Relay 컨피그레이션

이 섹션에는 VoFR의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관련 출력만 표시됩니다.

예1은 VoIP over Frame Relay에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

VoIP over Frame Relay(예 1)

!

version 12.3

interface serial0

  encapsulation frame-relay

  frame-relay traffic-shaping

  bandwidth 32

  frame-relay ip rtp header-compression

!

interface s0.1 point-to-point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class frf12

!--- The class name "frf12" was randomly selected. !

map-class frame-relay frf12 no frame-relay adaptive-

shaping !--- True CIR must be here. frame-relay cir

32000 frame-relay bc 1000 frame-relay be 0 frame-relay

mincir 32000 frame-relay fragment 40 frame-relay fair-

queue 64 256 frame-relay ip rtp priority 16384 16383 100

! dial-peer voice 1 voip destination-pattern 9.......

session target ipv4:192.168.1.2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88888888 port 3/0/0

VoIP over Frame Rela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oS(Quality of Service)를 통한 VoIP over Frame
Relay(조각화, 트래픽 셰이핑, LLQ/IP RTP 우선순위)를 참조하십시오.

VoFR 구성

참고: 관련 출력만 표시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FRF.11 캡슐화가 데이터에 대한 표준 캡슐화가 있는 음성에 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음성 표준 캡슐화를 위한 FRF(Frame
Relay Forum).11

!

version 12.3

interface S0

  encapsulation frame-relay

  frame-relay traffic-shaping

!

interface S0.1 point-to-point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094af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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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frf11

!--- The class name "frf11" was randomly selected. vofr

cisco ! !--- For information on the vofr cisco command

please refer to vofr map-class frame-relay frf11 no

frame-relay adaptive-shaping !--- True CIR must be here.

frame-relay cir 32000 frame-relay bc 1000 frame-relay be

0 frame-relay mincir 32000 frame-relay fair-queue 64 256

2 600 frame-relay voice bandwidth 20000 frame-relay

fragment 40 ! dial-peer voice 1 vofr destination-pattern

9....... session target serial0 100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88888888 port 3/0/0

위의 모든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VoIP 및 VoFR용 프레임 릴레이 트래픽 셰이핑을 참
조하십시오.

예2는 FRF.11 캡슐화가 FRF.11 Annex C 프래그먼트화가 있는 음성 및 데이터에 사용되는 경우 필
요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

음성의 경우 FRF.11, 데이터의 경우 FRF.11, 트래픽 쉐이
핑 및 FRF.11 Annex C 조각화 ***(예 2)****

interface S0

  encapsulation frame-relay

  frame-relay traffic-shaping

!

interface S0.1 point-to-point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vofr data 4 call-control 5

!--- For information on the vofr data command please

refer to vofr class frf11 !--- The class name "frf11" !-

-- was randomly selected. ! Dial-peer voice 1 vofr

destination-pattern 9....... session target serial0 100

!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88888888

port 3/0/0 map-class frame-relay frf11 no frame-relay

adaptive-shaping frame-relay voice bandwidth 48000

frame-relay cir 64000 frame-relay BC 1000 frame-relay be

0 frame-relay mincir 64000 frame-relay fragment 40

예3는 트래픽 셰이핑 및 조각화가 포함된 음성 및 데이터에 Cisco 독점 캡슐화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

음성 및 데이터를 위한 Cisco 독점 캡슐화 + 트래픽 셰이
핑 및 조각화 ***(예 3)***

interface S0

  encapsulation frame-relay

  frame-relay traffic-shaping

!

interface S0.1 point-to-point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vofr cisco

!--- For information on the vofr cisco command please

refer to vofr class vofr_cisco !--- The class name

"vofr_cisco" !--- was randomly selected. ! Dial-peer

voice 1 vofr destination-pattern 9....... session target

serial0 100 !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www.cisco.com/en/US/docs/ios/12_3/vvf_r/vrg_v1_ps1839_TSD_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html#wp1021435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d678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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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8888 port 3/0/0 ! map-class frame-relay vofr_cisco

no frame-relay adaptive-shaping frame-relay voice

bandwidth 48000 frame-relay cir 64000 frame-relay BC

1000 frame-relay be 0 frame-relay mincir 64000 frame-

relay fragment 40

MC3810 -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0.3T 이전

interface S0

  encapsulation frame-relay

!

interface S0.1 point-to-point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

dial-peer voice 1 vofr

  destination-pattern 9.......

  session target interface s0.1 100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3T 이전 MC3810 음성
및 데이터 + 트래픽 셰이핑 및 조각화를 위한 Cisco 독점
캡슐화 ***(예 4)***

interface S0

  encapsulation frame-relay

  frame-relay traffic-shaping

!

interface S0.1 point-to-point

ip address 192.168.1.1 255.255.255.0

  frame-relay interface-dlci 100

    voice-encap 40

    class vofr_cisco

!--- The class name "vofr_cisco" !--- was randomly

selected. ! Dial-peer voice 1 vofr destination-pattern

9....... session target interface s0.1 100 ! map-class

frame-relay vofr_cisco no frame-relay adaptive-shaping

frame-relay voice bandwidth 48000 frame-relay cir 64000

frame-relay BC 1000 frame-relay be 0 frame-relay mincir

64000

참고: 위의 모든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참조하십시오.

캡슐화

데이터 트래픽 캡슐화(IETF 및 Cisco)

음성 캡슐화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다중 프로토콜 캡슐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
다.VoFR 구현을 통해 데이터는 FRF.11 캡슐화 또는 다중 프로토콜 캡슐화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릴레이 프로토콜은 미국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 Q.922 Annex A 표
준 또는 ANSI T1.618을 기반으로 합니다.네트워크를 통해 가변 크기의 데이터 페이로드를 전달하
는 최소한의 스위칭 기능 집합을 제공합니다.

먼저, 프레임 릴레이 프레이밍은 LAF(Link Access Protocol for Frame bearer services)라고 하는 또
다른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유사한 프레이밍이며, Q.922에 정의된 기본 구조는 여기
에 나와 있습니다.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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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01111110
플래그(1바
이트)

주소
필드
(1, 2
또는
4바이
트)

데이터
(변수)

CRC(Cyclic
Redundanc
y
Check)(2바
이트)

01111110
플래그(1바
이트)

Address(주소) 필드에는 다음 필드가 포함됩니다.

DLCI(Data Link Channel/Connection Identifier)—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VC(Virtual Circuit)를
식별합니다.

●

Discard Eligible (DE) - 설정된 경우 혼잡이 발생한 경우 프레임을 먼저 폐기할 수 있음을 나타
냅니다.

●

FECN(Forwar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 네트워크가 프레임 흐름 방향으로 혼잡을 경
험합니다.이 알림은 수신자를 위한 것입니다.그 뒤에 있는 생각은 수신자가 감사의 말을 지연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일반적인 구현은 "Don't care"입니다.

●

Backwar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BECN) - 프레임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네트워크 정
체가 발생합니다.이 알림은 전송 속도를 늦춘 다음 재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발신자를 위한 것
입니다.

●

명령/응답(C/R) 비트 - 제어 및 관리 프레임에 사용됩니다.●

EA(Address field extension) - 주소 필드의 크기가 2, 3 또는 4바이트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
다.

●

플래그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프로토콜은 6개의 연속 "1"을 플래그에
서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이는 다른 모든 필드에 연속된 "1"이 5개 뒤에 "0"을 배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데이터 캡슐화 및 캡슐화 해제를 쉽게 구현하기 위해
RFC 1490을 개발했습니다.이 RFC는 데이터 필드가 여기에 설명된 대로 사용되도록 지정합니다.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데이터 필드 형식

컨트롤
UI 0x03

선택적
패드
0x00

NLPID(1바이트) 캡슐화된 상위
계층 데이터

Control Unnumbered Information (UI)(번호가 지정되지 않은 정보 제어(UI)) - 중요한 정보가 없
으므로 무시해도 안전합니다.

●

선택적 패딩 - 1바이트 패딩이 추가되어 프레임의 크기를 짝수로 조정합니다.●

NLPID(Network Level Protocol Identifier) - 이 바이트는 데이터가 해당하는 레이어 3 프로토콜
을 식별합니다.NLPID는 ISO TR 9577에 의해 정의됩니다.참고: NLPID는 1바이트 길이이므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참고: RFC 1490은 2바이트 주소 필드를 지정합니다(0~1023의 DLCI 값을 의미).

요약하면,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으로 캡슐화된 IP 패킷 I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임 릴레이 헤더
01111110 (플래그)
주소 필드...
...주소 필드



RFC 1490 헤더
컨트롤 UI(0x03)
선택적 패드(0x00)
NLPID

 
...
데이터(가변 크기)
...

프레임 릴레이 헤더
CRC
CRC

  01111110 (플래그)

참고: 위 다이어그램에서 각 상자는 1바이트를 나타냅니다.

Cisco 캡슐화(Frame Relay encapsulation Cisco(기본값))를 구성할 경우 프레임에는 RFC 1490 프
로토콜 헤더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DLCI와 이더 유형(2바이트)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에서 이 캡슐
화 유형을 다중 프로토콜 캡슐화라고 합니다.

참고: IETF RFC에 의해 강화된 기본 프레임 릴레이 프로토콜과 추가 계약을 통해 LAN 브리징, IP
라우팅, SNA(Systems Network Architecture)(FRF.1.1, FRF.1.2, FRF.3.1, FRF.9)와 같은 데이터 애
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성 및 음성 및 데이터 캡슐화

디지털 음성 페이로드를 전송하도록 프레임 릴레이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확장하려면 다른 캡슐화
기술이 필요합니다.FRF.11 구현 계약에서는 음성 전송에 필요한 프레임 형식 및 절차에 대해 설명
합니다.Cisco 라우터에 대한 초기 독점 VoFR 구현은 FRF.11에서 파생되었습니다.두 가지 모두 이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FRF.11 VoFR 캡슐화 및 절차

프레임 형식

FRF.11 구현에서는 프레임 형식과 프로시저를 정의하여 서로 다른 코덱으로 압축된 음성 트래픽을
전송하고, 팩스, 신호 정보, 다이얼된 숫자 및 데이터를 프레임 릴레이 회로로 전송합니다.이를 위해
FRF.11은 단일 가상 회로에서 하위 채널 멀티플렉싱을 지원하는 프레임 형식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채널은 G.729 압축 음성에, 하나는 신호 처리, 다른 하나는 데이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하위 채널 페이로드 유형은 하위 채널 헤더에 의해 정의됩니다.각 프레임에 하위 채널이 하나 이
상 있습니다.



채널 ID 0-3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최대 255개의 하위 채널을 멀티플렉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채널에서 다중 프로토콜 캡슐화 또는 FRF.11 캡슐화를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Cisco 구현은 한 프레임에서 서로 다른 페이로드 유형을 혼합하지 않지만 다른 벤더
VFRAD(Voice Over Frame Relay Access Device)에서 전송된 경우 이러한 프레임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

전송 구문

서로 다른 페이로드 유형(서로 다른 코덱스, 팩스,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시그널링
)에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페이로드 형식은 시퀀스 번호, 코덱형 및 음성 페이로드를 호출합니다.일부 코덱에서는 이 바이
트가 선택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CELP(Code Intrusted Linear Prediction Compression) 코덱의
경우 시퀀스 번호와 코덱은 선택 사항입니다.그러나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또는 PCM(Pulse Code Modulation) 코덱에는 이러한 바이트가 필요합니다.

●

채널 ID에 따라 프레임에 페이로드의 종류를 지정합니다.●

서로 다른 음성 압축 알고리즘의 고유한 요구 사항은 다른 전송 구문 정의에 반영됩니다.각 전송 구
문은 서로 다른 프레임 형식 및 프로시저를 정의하며 FRF.11 표준의 첨부물 중 하나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부록 A:다이얼된 숫자 전송 구문(고압축 코덱과 함께 사용하는 데 권장)●

부록 B:신호 비트 전송 구문입니다.●

부록 C:데이터 전송 구문(나중에 설명하는 조각화 포함)●

부록 D:팩스 릴레이 전송 구문입니다.●



부록 E-I:음성 전송 구문●

G.729 압축 음성의 경우 프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8   7   6   5   4   3   2   1   bits

+---+---+---+---+---+---+---+---+

|   DLCI high 6 bits    |C/R| 0 | Frame Relay Header

+---+---+---+---+---+---+---+---+  (Q.922 Address)

|DLCI low 4 bits| F | B |DE | 1 |

+---+---+---+---+---+---+---+---+

|EI |LI | CID (6 least sig bits)| FRF.11 header

+---+---+---+---+---+---+---+---+  (EI = 1 and LI = 0)

|CID MSB| 0 | 0 |Payload type0xf

|+---+---+---+---+---+---+---+---+

|   Telogy Header (proprietary) | Used for tandem switching

+---+---+---+---+---+---+---+---+ calls

|            ...                |

|  Fragment Payload / Data      | Voice samples

|            ...                |   (30 byte G729/G729a)

+---+---+---+---+---+---+---+---+

| Frame Check Sequence          | FCS (2 bytes)

|      (FCS)                    |

+---+---+---+---+---+---+---+---+

CID MSB - 가장 중요한 채널 ID입니다.

Cisco VoFR 전용 캡슐화 및 절차

이 절차는 FRF.11과 동일하지만 프레임 형식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능 측면에서 볼 때 Cisco 독점 솔루션과 FRF.11 솔루션은 동일합니다.독점적 구현은 임시 솔루션
이며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Cisco 확장



FRF.11 구현 계약 외에도 Cisco 구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연장이 있습니다.

지능형 통화 설정 프로토콜.●

홉별 연결 유지.●

다이얼 플랜 지원.●

사냥.●

VoFR, VoATM 및 VoHDLC를 통해 실행됩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단편화.●

조각화

FRF.11 Annex C 조각화

FRF.11이 데이터 캡슐화를 위해 구성된 경우 모든 채널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기본값
은 채널 4).

FRF.11 Annex C 조각화된 구조에 캡슐화된 데이터 프레임은 이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FRF.11 Annex C 프레임과 FRF.11 프레임의 차이점은 추가 2바이트 조각화 헤더가 있다는 것입니
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FRF.11 캡슐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조각화 절차를 보여 줍니다.



프래그먼트화는 프레임이 Weighted-Fair 큐에서 대기열에서 제거된 후(트래픽 셰이핑 후) 수행됩니
다. 프래그먼트화 후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전송됩니다.나머지는 실시간 프레임(음성)과 인터리빙
됩니다.

VoFR 프레임은 크기에 관계없이 프래그먼트화되지 않습니다.

프래그먼트가 시퀀스에서 벗어난 경우 패킷이 삭제됩니다.

참고: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VoIP와 VoFR 트래픽을 혼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FRF.11에
서는 VoIP 패킷이 데이터 패킷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각 프레임에는 패킷 오버헤드당 최소 2바이
트가 추가로 포함되며 프래그먼트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VoIP over Frame Relay에는 FRF.12 엔
드 투 엔드 단편화가 권장됩니다.



Cisco 독점 단편화

Cisco 전용 캡슐화의 경우 프래그먼트화 필드는 프레임 헤더의 일부이며 절차는 FRF.12와 동일합
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3T 이전 버전의 Cisco MC3810과 상호
운용하지 않는 한 FRF.11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MC3810 voice-encap 명령에는
Cisco 버그 ID CSCdp77029(등록된 고객만 해당)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프레임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독점 조각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p77029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FRF.12 엔드 투 엔드 조각화

FRF.12는 FRF.1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 릴레이 다중 프로토콜 캡슐화된 데이터 패킷에
대해 설계되었습니다. 음성이 FRF.11이고 데이터가 다중 프로토콜 캡슐화일 때 FRF.12 프레임 형
식과 프로시저가 사용됩니다.

참고: 비음성 프레임에 대해 VoFR 하위 프레임 데이터 페이로드(FRF.11)를 활용하는 영구 가상 회
로(PVC)는 FRF.12에 표시된 형식 대신 FRF.11의 부록 C에 정의된 데이터 전송 구문 페이로드 형
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FRF.12 단편화를 사용하면 프레임 릴레이 프래그먼트는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헤더 뒤에 추가 2바
이트의 프래그먼트화 헤더를 가져옵니다.

프래그먼트화가 필요한 프레임(정의된 제한보다 크고 Cisco 라우터에서 구성할 수 없음)만 조각화
헤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FRF 3.1 캡슐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FRF.12 프래그먼트화 프로시저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스위치 PVC의 FRF.12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2T에서만 지원됩니다.

균등성을 위해 FRF.12는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에서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이 조각화되고 프레임 릴레이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 조각화에 들어갈 때
리어셈블되는 사용자 대 네트워크 조각화 또는 인터페이스 조각화를 정의합니다.여기에서는 프레
임 형식도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조각화 헤더가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피어 DTE(Data Terminal Equipment) 디바이스 간의 엔드 투 엔드 단편화입
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프레임을 프래그먼트하는 UNI(User-Network Interface) 및 NNI(Network-to-
Network Interface) 프래그먼트화와는 달리, 종단간 프래그먼트화는 선택한 PVC의 프레임을 조각
화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표시된 것처럼 DTE 간에 사용하면 전송 및 수신 DTE 간의 프레임 릴레이 네트워크에 조각화 절차
가 투명합니다.전송 프레임 릴레이 DTE 프래그먼트는 긴 프레임을 짧은 프레임 시퀀스로 나눈 다
음 수신 DTE에 의해 원래 프레임으로 리어셈블됩니다.

관련 정보



   

QoS(Quality of Service)를 통한 VoIP over Frame Relay(조각화, 트래픽 셰이핑, LLQ/IP RTP
우선순위)

●

Cisco Technical Support를 위한 Cisco CallManager 추적 설정●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094af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094af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e8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index.html?c=26843601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products/index.html?c=278875240&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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