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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동안 STM-4가 발생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는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isco ONS 15454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ONS 15454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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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4-4C라는 용어로 첫 번째 4는 VC-4 형식 유형을 나타내고 두 번째 4는 VC의 흐름 총 너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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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냅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 VC-4-4C

연속적인 연결은 오랫동안 TDM 사양의 일부였습니다.TDM 페이로드 컨테이너는 SDH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 모듈로 전송 및 전환됩니다.첫 번째 SDH 컨테이너 페이로드 포인터는 일반 모드로 설정
되고 후속 페이로드 포인터는 연결 모드로 설정되므로 모든 유닛을 함께 연결합니다.

문제

TCC2P 및 STM16 백본이 있는 ONS15454E 노드 2개는 ONS 15454 버전 6.0을 실행합니다. 통신
사업자의 SDH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STM-16을 생성하려고 하면
STM-16 네트워크가 서드파티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하지 못합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 토폴로지

솔루션

OC/STM 카드의 출력은 XC가 전송하는 모든 출력입니다.따라서 두 OC/STM 카드 간에 회로를 만
들면 그 출력만 카드에 전달됩니다.OC/STM 카드는 수신한 내용을 전달하며 오버헤드 및 페이로드
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회로가 ONS 노드에서 생성되는 대로 STM-16을 정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통신 사
업자가 STM-16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으면 첫 번째 회선만 작동합니다(그림 3 참조).

그림 3 - 잘못된 전송



이 경우에는 ONS15454를 연결하는 "명확한 채널" 범위가 없습니다.따라서 ONS15454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STM-16을 프로비저닝에 맞게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4c(AU-4-1~AU-
4-4)를 생성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업체는 STM-16에서도 이를 생성해야 합니다(그림 4 참조).

그림 4 - 올바른 전송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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