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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ONS 15454에서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를 통해 최소 Cisco IOS®
Software 컨피그레이션을 ML(Multi-Layer) 카드에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ONS 15454●

Cisco ONS 15454 ML-Series Ethernet Card●

Cisco IOS 소프트웨어●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ONS 15454 릴리스 4.1.3 이상●

ML-Series 카드(ONS 4.1.3 릴리스의 일부로 번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19)EO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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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시작 구성 파일

ML-Series Card가 재설정될 때 기본 컨피그레이션 이상으로 작동하려면 최소 컨피그레이션이 포함
된 시작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필요합니다.TCC+/TCC2 플래시 메모리에 시작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없는 경우 카드가 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부팅됩니다.이러한 경우 ML-Series 카드에 시작 구성 파
일을 로드할 때까지 카드에 대한 텔넷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콘솔 포트를 통해서만 카드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콘솔 포트 및 Cisco IOS CLI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통해 시작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는 Cisco IOS에서 제공하는 샘플 시작 구성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C를 통해 샘플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ML-Series 카드용 최소 Cisco IOS 소프트웨어 구성

ML-Series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샘플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사용하여 최소 IOS 컨피그레이션을 로
드할 수 있습니다.최소 IOS 컨피그레이션 없이 ML-Series 카드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Password required, but none set.

ML-Series 카드의 최소 IOS 컨피그레이션에 액세스하려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hostname <host name>

enable secret <password>

line vty 0 4

password <password>

end

최소 구성 로드

최소 컨피그레이션을 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ML-Series Card(ML-Series 카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IOS 시작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그림 1 참조).그림 1 - IOS 시작 구성

그림 2 - Local(로컬) -> TCC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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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Local -> TCC 버튼을 클릭합니다(그림 2 참조).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그림 3 참조).그림 3 - 열기 대화 상자

2.

ML-Series 카드에 대한 최소 IOS 컨피그레이션이 포함된 config.txt라는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이동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작업을 확인하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그림 4 참조).그림 4 - 작업 확인4.



   

예를 클릭합니다.Transfer Successful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그림 5 참조).그림 5 - 전송 성

공 이 메시지는 최소 IOS 컨피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로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6.
ML 시리즈 카드를 다시 로드합니다.7.

관련 정보

초기 구성:Cisco ONS 15454 SONET/SDH ML-Series Multilayer Ethernet Card Software
Feature and Configuration Guide, 릴리스 4.1.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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