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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ONS 15454 플랫폼용 Cisco ML(Multi-Layer) Series 카드를 교체하는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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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징 및 IP 라우팅●

POS(Packet-over-SONET)●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ONS 릴리스 4.6.2을 실행하는 Cisco ONS 15454●

Cisco IOS Software 12.1(20)EO1을 실행하는 ML(ONS 4.6.2 릴리스의 일부로 번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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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폴로지

이 문서에서는 4개의 ONS 15454 노드, 즉 Studio Node 1, Studio Node 2, Studio Node 3 및 Studio
Node 4가 포함된 Lab 설정을 사용합니다(그림 1 참조). 이 네 개의 노드는 하나의 OC48
UPSR(Unidirectional Path Switched Ring)을 형성합니다.

참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노드를 노드 1, 노드 2, 노드 3 및 노드
4로 참조합니다.

그림 1 - 토폴로지

각 노드에는 하나의 ML 1000 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 4개의 ML 카드는 하나의 RPR(Resilient
Packet Ring)을 형성합니다. 그림 2에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

그림 2 - RPR 링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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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 시리즈 카드 1개 교체

이 절차에서는 노드 2의 ML 시리즈 카드를 새 카드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그림 2의
화살표 A 참조). 인접한 두 ML 카드의 두 POS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 1의 POS 0(그림 2의 화살표 C 참조).●

노드 3의 POS 1(그림 2의 화살표 B 참조).●

이 절차는 잠재적인 데이터 손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노드 2에서 ML 시리즈 카드를 교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노드 3의 ML 카드에 로그인합니다.1.
특별 권한 EXEC 모드를 시작합니다.2.
현재 실행 중인 IOS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려면 copy run 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3.
백업을 위해 구성 파일을 메모장 형식으로 유지합니다.또는 ML Card View(ML 카드 보기)에서
IOS > IOS Startup Config > TCC > Local(로컬)을 선택하고 현재 컨피그레이션을 백업합니다
.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 파일을 다시 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노드 1의 ML 카드에 로그인합니다.5.
특별 권한 EXEC 모드를 시작합니다.6.
POS 0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 pos 0

7.



   

shutdown

노드 3의 ML 카드에 로그인합니다.8.
특별 권한 EXEC 모드를 시작합니다.9.

POS 1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 pos 1

shutdown

10.

노드 2에서 ML 카드를 꺼냅니다(그림 2의 화살표 A 참조).11.
노드 2에 교체 ML 카드를 삽입합니다.12.
새 ML 카드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13.
새 ML 카드에 로그인하여 IOS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TCC는 현재 IOS 컨피그레이션을
ML 카드에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14.

노드 1의 ML 카드에 로그인합니다.15.
특별 권한 EXEC 모드를 시작합니다.16.
POS 0 인터페이스를 엽니다.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 pos 0

no shutdown

17.

노드 3의 ML 카드에 로그인합니다.18.
특별 권한 EXEC 모드를 시작합니다.19.
POS 1 인터페이스를 엽니다.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 pos 1

no shutdown

20.

각 ML 카드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show ip interface brief 명령을 실행하여 POS 상태
를 확인하고 프로토콜이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show interface POS 0 명령 또는 show
interface POS 1 명령을 실행하여 POS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및 오류 수를 확인합니다.카운
터를 지우려면 clear counters 명령을 실행합니다.clear counters 명령을 두 번 또는 세 번 다
시 실행하여 오류 카운터가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오류가 증가된 경우(예: CRC) show
controller POS 0 및 show controller POS 1 명령을 실행하고 오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NEWPTR 카운터가 증가하면 타이밍(타이밍)을 확인합니다.BIP(B3) 카운터가 증가하는 경
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활성 XC 카드를 재설정합니다.문제가 계속되면 ML을 재설정합
니다.문제가 더 지속되면 ML을 다시 선택합니다.마지막으로 문제가 계속되면 ML을 교체합
니다.ML을 교체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Cisco TAC로 서비스 요청을 엽니다.show ip
interface brief 명령을 실행하여 RPR에 대한 모든 회로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show
ons alarm 명령을 실행하여 경보를 확인합니다.

21.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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