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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GE_XP, 10GE_XP, GE_XPE 및 10GE_XPE 카드에서 지원되는
MVR(Multicast VLAN Registration)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Cisco ONS 15454 MSTP(Multi-Service Transport Platform) 장비에 이더넷 및 GE_XP 카드
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Cisco ME3400 스위치●

ONS 15454 MSTP and Layer 3 Aggregation Services Router 9000(ASR9000) Router and IP
television (IPTV) 소스

●

"DWDM(Layer 2 over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모드의 GE_XP, 10GE_XP,
GE_XPE 및 10GE_XPE 카드

●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ONS 15454 MSTP●

GE_XP, 10GE_XP, GE_XPE 및 10GE_XPE●

배경 정보

XPonder의 MVR 기능은 XPonder의 모든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SVLAN(서
비스 VLAN)과 레이어 3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유효한 레이어 3 멀티캐스트
주소를 가진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스누핑된 패킷은 멀티캐스트 트래픽 전
용 사용자 정의 SVLAN에 배치됩니다.

MVR은 IPTV 멀티캐스트 트래픽 흐름을 지원하는 유일한 VLAN인 멀티캐스트 소스
VLAN(MVLAN)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

MVLAN의 일부가 아닌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를 MVR 수신기 포트라고 합
니다.

●

MVR 수신기 포트는 MVLAN의 포트에서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지만 MVLAN으로 트래픽을 보
낼 수는 없습니다.

●

MVR은 요청 호스트에 IPTV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서로 다른 VLAN의 호
스트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

MVR을 구성하는 동안 멀티캐스트 주소 범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MVLAN 자체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해당 MVLAN에 대한 MVR 수신기 포트가 될 수 없습니다. ●

MVR 기반 멀티캐스트 및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애플리케이션

Cisco ONS 15454 XPonder는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푸시 및
풀 모델을 모두 지원합니다.SVLAN 기반 Drop-and-continue 방식은 푸시 모델에 사용되며, 각 사이
트에서 모든 멀티캐스트 및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삭제됩니다.XPonder는
IGMPv2(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Version 2) 기능을 통해 멀티캐스트 스트림 또는 비
디오 채널을 최종 고객의 참여와 함께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풀 모델을 제공합니다.MVR은 서비스가
각 포트에서 제공되는 VLAN과 상관없이 멀티캐스트 VLAN이 네트워크에 예약된 비디오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멀티캐스트 VLAN에서 고객 VLAN으로 변환하
는 작업은 클라이언트 포트에서 발생합니다.

토폴로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네트워크에서는 GEXP(Gigabit Ethernet Xponder)/GEXPE(Gigabit Ethernet Xponder Enhanced)
카드가 사용되며, Access Side UNI(User-Network Interface) 및 Aggregation Side의 NNI(Network
Node Interface) 포트가 사용됩니다.

서비스당 VLAN이 포함된 DSLAM(데이터/음성/IPTV)(126개의 데이터, 227개의 음성, 328개의
IPTV).IPTV 서비스는 IPoE(Internet Protocol over Ethernet)이고, STB(Set-Top Box)는
CPE(Routed Customer Premise Equipment)에 뒤적이며, CPE는 PE(Provider Edge) 라우터에
IGMP 요청을 발행하여 멀티캐스트 TV 채널에 조인합니다.

●

ME3400 Access Switch는 DSLAM을 GE-XP Port1-1에 연결합니다. DSLAM과 DWDM을 향하
는 스위치 포트는 이 세 VLAN을 허용하는 레이어 2 트렁크 포트입니다.

●

ONS 15454 DWDM에서 GE_XP 카드는 "Layer 2 over DWDM" 모드에 있으며, GE 포트에는
SVLAN 100이, 멀티캐스트 트래픽에는 MVR VLAN 3300이 사용됩니다.

●

ASR9000은 레이어 3 PE 라우터와 첫 번째 레이어 3 홉의 역할을 합니다.여기서 IPTV 328은
BVI(Bridge Group Virtual Interface) 328 Layer 3 인터페이스 및 BVI 3300 Layer 3 인터페이스

●



의 MVR VLAN 3300으로 종료됩니다.

그림 1

기능 구성

Cisco Transport Controller의 MVR 세부 정보 설정



그림 2

카드의 MVR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고객 VLAN(CVLAN)에서 IGMP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멀티캐스트 SVLAN은 MVR VLAN ID를 설정합니다.모든 소스 포트는 이 VLAN에 속해야 합니
다.기본값은 VLAN ID가 가장 낮은 VLAN입니다.참고:VLAN은 카드의 모든 UNI 포트에서 QinQ
컨피그레이션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멀티캐스트 주소는 MVR을 활성화해야 하는 IP 멀티캐스트 그룹의 전역 범위를 정의합니다.유
효한 범위는 224.0.0.0- 239.255.255.255이며 IP 주소(224-239).0 및 128.0(0-255)을 제외합니
다. 예를 들어, 그림 2에는 멀티캐스트 주소 233.13.1.0이 있습니다. 명령에서 언급한 IP 주소로
전송된 모든 멀티캐스트 데이터는 해당 멀티캐스트 주소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선택한 모든
소스와 모든 수신기 포트로 전송됩니다.

●

카운트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의 범위를 설정합니다.카운트 범위는 1~256입니다. 단순성을
위해 256으로 설정됩니다(그림 2).

●

작동 모드

GE-XP UNI 포트1-1이 "투명"인 경우 MVR(그림 2)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3

1.



그림
4

그림 5이 설정에서는 VLAN 328(3단계)에서만 IGMP 가입 메시지를 볼 수 있으며 레이어 3
PE의 VLAN 3300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림 5의 7단계에서는 멀티캐스트 측에서 태그가 지
정된 단일 패킷을 전송하면 UNI 포트(투명)가 해당 태그를 제거한 후 이를 푸시하여 클라이언
트가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패킷을 받게 됩니다. 참고:IGMP 스누핑은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멀
티캐스트 디바이스가 있는 인터페이스로 전달될 때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플러딩을 제한합니
다.
GE-XP UNI port1-1이 "선택"인 경우 MVR(그림 2)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그림 6그림 5의 7단계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멀티캐스트 측에서 태그가 지정된 단일 패킷을
전송하면 UNI 포트가 해당 태그를 포싱하기 전에 유지하고 클라이언트에서 태그가 지정된 패
킷을 수신합니다.그림 6의 설정에서 UNI port1-1이 "Selective(선택)"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
쪽의 재작성 작업이 수행됩니다.GE-XP 카드에서 UNI 포트가 "Selective(선택)"로 설정된 경우
MVR 설정에서 CVLAN의 IGMP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그림 7을 참조하십

시오.
그림 7

요약

UNI 포트가 투명 모드로 설정된 현재 설정에서는 멀티캐스트 측에서 태그가 지정된 단일 패킷
을 전송하면 UNI 포트가 해당 태그를 제거한 후 푸시합니다.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태그가 지
정되지 않은 패킷을 수신합니다.

●

이 경우 태그를 수신하는 유일한 방법은 UNI 포트를 선택적 변환 모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변환 모드에서는 이 설정의 멀티캐스트에 대해 포트당 하나의 선택적 변환 항목만 가능
합니다.

●

어떤 VLAN을 통해 멀티캐스트 스트림 흐름을 보려면 Cisco CTC(Transport Controller) 카드 보
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Maintenance(유지 관리) > MAC addresses(MAC 주소) >
Multicast(SVLAN 옵션에서 * 제공)를 선택합니다. 그림 8과 같이 사용 가능한 항목을 나열하려
면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

●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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