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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PT(Carrier Packet Transport)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PTF(Packet Transport
Fabric) 카드의 세부 기능과 장애 발생 시 기본적인 트러블슈팅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PTF 카드와 관련된 몇 가지 알려진 문제를 로그 컬렉션과 함께 트러블슈팅 단
계와 함께 게시했습니다.

참고:이 문서에서는 라인 카드가 아닌 패브릭 카드에만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Cisco는 레이어 2 전송: 캐리어 이더넷, MPLS-전송 프로파일(TP) 및 IP/MPLS-(TE)레이
어 2 및 레이어 2+ 서비스 아래에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캐리어 이더넷 - EPL,
EVPL, ELAN, EVPLANMPLS-TP - P2P 회로(VPWS), MPLS/IP, pls(TE) - P2P 회로(VPWS),
VPLS(Multipoint).

사용된 구성 요소 및 관련 제품:-Cisco CPT600-CPT-PTF256-10Gx4=-Cisco CPT200-Carrier
Packet Transport Platform Release 9.5 System Software와 함께 이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정보:

패킷 기반 서비스가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배하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 전송 네트워크를 TDM(time-division multiplexing) 네트워크에서 패킷 전송으로 마이그레이션

네트워크.통신 사업자는 새로운 메시, 멀티포인트, 다방향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차
세대 전송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통신 사업자는 패킷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계 멀티플렉싱, 동적 대역폭 할당, QoS(quality of service)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PT(Carrier Packet Transport) 시스템은 통신 사업자가 TDM 네트워크에서 패킷 전송 네트워크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CPT 시스템은 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패킷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패킷 전송 플랫폼입니다.



CPT 시스템은 표준 기반 멀티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된 최초의 P-OTS(Packet-Optical
Transport System)입니다.

MPLS-TP(Label Switching-Transport Profile) 기술CPT System은 패킷 및 전송 기술을 모두 통합하
므로 통신 사업자는 차세대 전송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CPT 시스템은 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패킷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기존 전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전송 애플리케이션
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PT 시스템은 MPLS-TP, IP/MPLS 및 캐리어 이더넷 전송을 지원하는 아키텍처 유연성을 제공하
는 플랫폼입니다.

CPT 플랫폼을 통해 통신 사업자는 가정용 및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모바일 백홀, 이더넷 서비스 및
TD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PT 시스템에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패브릭 카드●

라인 카드●

CPT 50 패널은 독립형 장치이며 CPT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CPT 50 패널에서는 CPT 시스
템의 포트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카드:

패브릭 카드는 10기가비트 이더넷 SFP+ 포트 2개와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가 포함된 단일 슬
롯 카드입니다.

XFP 포트.패브릭 카드의 XFP 포트는 OTN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패브릭 카드는

높은 스위칭 용량을 제공합니다패브릭 카드의 10GE XFP를 사용하므로 구축이 필요 없음

DWDM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추가 트랜스폰더

슬롯 호환성:

CPT 600 셸프에는 슬롯 4 및 5에 예비 패브릭 카드를 설치합니다. CPT 600 셸프에는 최대 2개의
패브릭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CPT 600 셸프의 패브릭 카드 2개는 둘 다 트래픽을 전달하는 두
카드가 모두 활성 모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CPT 200 셸프에서 슬롯 2 또는 3에 패브릭 카드를 설치합니다.

라인 카드:

라인 카드에는 4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SFP+ 포트가 있습니다.라인 카드는 다른 라인 및 패브릭
카드와 상호 연결하여 CPT 200 및 CPT 600 섀시의 I/O 용량을 확장합니다.캐리어급 안정성, 네트
워크 유연성,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용이성, OAM(Industrial Grade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을 제공합니다.

Cisco CPT 200 및 600 PTF(Packet Transport Fabric) 라인 카드는 MPLS(Unifi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 경제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가용성이 뛰어난 패킷 전송 서
비스를 제공하는 비차단 스위치 패브릭입니다.PTF 256 Gigabit 비차단 스위치 패브릭은 백플레인
을 통해 모든 패킷 전송 라인 카드를 상호 연결하는 동시에 확장성 및 고가용성 액티브-액티브 아키
텍처를 제공합니다.또한 PTF는 User-to-Network 인터페이스, Network-to-Network 인터페이스에 사



용할 수 있는 4개의 10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제공하며 CPT 50 위성 아키텍처를 통해 GE 인터페
이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PTF를 통해 Cisco CPT 200 및 600은 확장 가능한 프라이빗 라인,
비즈니스, 가정용, 모바일 백홀, 데이터 센터 및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MPLS-
Transport Profile(TP)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전체 라인 레이트 패킷 처리 및 트래픽 관리

256Ignon-blocking full duplex Switching Fabric

2x10GEG.709 XFP 활성화

2x10GUNI/NNI/Satellite Interconnect

그림 1 카드 보기

기능 및 이점:

Cisco CPT 200 및 600 PTF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256Gbps의 비차단 완전 이중화 스위칭 패브릭●

향상된 성능을 위한 분산 포워딩 및 컨트롤 플레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모듈화된 시스템 구성 요소로, 장애 및 결함을 하위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격리

●

패브릭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신호:스위치오버 시 패킷 손실이 거의 0에 가까운 지원●

RSP(Route Switch Processor), 스위치 패브릭, 컨트롤 플레인 섀시 제어 버스, 전원 공급 장치
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내장된 이중화를 통해 단일 장애 지점 방지

●

UNI, NNI 및 위성 아키텍처 확장으로 작동하는 10Gbps 이더넷 인터페이스 4포트●

전송 SLA 탐지 시간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반 BFD(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 처리
및 제어.

●



CPT 200 및 600 PTF 라인 카드는 셸프 컨트롤러 Stratum-3 하위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통합
동기화 회로 및 전용 백플레인 타이밍 추적을 통해 전송 클래스 네트워크 타이밍 전달 및 파생을 위
한 표준 기반 라인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여 모바일 백홀 및 TDM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등의 네
트워크 동기화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PTF는 G.709 OTN 레이어를 I.7 및 I.4 EFEC(Enhanced Forward Error Correction)와 통합하
여 Unified MPLS 전송 및 DWDM 네트워킹을 2개의 10GE 포트로 통합합니다.G.709는 DWDM 전
송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전송 레이어 및 DWDM 장애로부터 신속한 탐지 및 복구를 지
원하고 신호 저하가 탐지되면 G.709를 사전 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트래픽 손실 및 링크
중단을 방지합니다.Enhanced Forward Error Correction은 전송 레이어 성능을 확장하여 재생성 또
는 트랜스폰더 비용 없이 증폭 시스템을 통해 확장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명령:

텔넷/카드에 대한 PING:

#Test 플랫폼 텔넷(또는 ping) 192.168.191.<slot no> <활성 PTF에서 FOG를 포함한 모든 슬롯으로
텔넷>

#Test 플랫폼 텔넷(또는 ping) 192.168.190.225 <활성 PTF에서 슬롯 1 TNC로 텔넷>

#Test 플랫폼 텔넷(또는 ping) 192.168.190.226 <활성 PTF에서 슬롯 8 TNC로 텔넷>

활성 PTF 명령:

#show 이중화 config-sync 실패 prc <Config Sync:PRC 불일치로 인해 대량 동기화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에서 PRC 실패 전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172.16.50.26#빨간색 구성 동기화 실패 표시

#term mon <터미널에 로그 메시지를 활성화 >

#term no mon < 위의 실행 취소 >

경보

#Fmea 경보 <FMEA는 각 카드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진단 작업>

#Fmea 활성 덤프

PTF 카드에 대해 수집할 모든 IOS 로그:

#Show tech-support <로그 수집>

#Show logging < 4 reload reason 표시>

#Clear logging <로그 버퍼에 저장된 로깅을 지웁니다.

PPM 관련:

#test ppmagent sfpdump sfpdump <0-49> (이 기능은 플러그형 인벤토리 및 모든 ppm 관련 문제로
사용되므로 먼저 가져오십시오.)



관찰 및 일부 알려진 문제:

- CSCui18866:PTF 콘솔 "BCMSDK-3-BCM_ERR_MSG_ALERT"의 BCMSDK 오류 - 부분 수정.

- CSCub37662:PTF 카드 간헐적 오류 - FPGA Initb 오류입니다.

- CSCua68104:PTF는 며칠 동안 계속 전원이 켜지면 계속해서 재부팅됩니다.

- CSCuc64508:수동 SSO 이후 활성/대기 PTF에 대한 호스트 이름 변경.

- CSCug40521:DB 복원/듀얼 PTF 재설정 중 DB 손실이 발생합니다.

- CSCtz68644:간헐적인 PTF 오류입니다.

관련 링크:

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optical-networking/carrier-packet-transport-cpt-
system/data_sheet_c78-633749.html?cachemode=refresh

http://products.m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optical-networking/carrier-packet-transport-
cpt-system/qa_c67-635049.pdf

http://www.cisco.com/c/en/us/td/docs/optical/cpt/r9_3/configuration/guide/cpt93_configuration/cpt9
3_configuration_chapter_011.html

/content/en/us/td/docs/optical/cpt/r9_3/configuration/guide/cpt93_configuration/cpt93_configuration_chapter_011.html
/content/en/us/td/docs/optical/cpt/r9_3/configuration/guide/cpt93_configuration/cpt93_configuration_chapter_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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