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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ONS 15454 노드를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ed Ring)으로 구성할 때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BLSR 링을 구성하는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BLSR 링을 구성할 때 15454 노드를 추가, 제거 및 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ONS 15454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최대 32개의 15454개 노드가 있
는 2파이버 및 4파이버 BLSR을 지원합니다.BLSR은 보호를 위해 사용 가능한 파이버 대역폭의 절
반을 할당합니다.예를 들어 옵티컬 Carrier-48(OC-48) BLSR은 작동 중인 트래픽에
STS(Synchronous Transport Signs) 1-24를 할당하고 STS는 보호를 위해 25-48을 할당합니다.한
파이버 범위에서 중단이 발생하면 작동 중인 트래픽은 다른 파이버 스팬의 보호 대역폭(STS 25-
48)으로 전환됩니다.작동 중인 트래픽은 한 파이버 상에서 STS 1-24에서 한 방향으로, STS 1-24에
서는 두 번째 파이버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작동 및 보호 대역폭은 같아야 합니다.Optical
Carrier-12(OC-12)(2파이버 전용) 또는 OC-48 및 OC-192 BLSR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isco ONS 15454●

BL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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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이 문서에서는 초기 4노드 BLSR 링이 포함된 Lab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그림 1 참조).

이 섹션에서는 BLSR 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설명합니다.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최대
32개 노드 한도까지 모든 크기의 BLSR 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BLSR 링에 15454 노드를 추가하고 기존 회로가 추가되어 통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노드를 제거합니다.●

OC-48 트렁크 카드 중 하나를 1545 섀시의 다른 물리적 슬롯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1 - 초기 4노드 BLSR 링으로 Lab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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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포트에 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 SDCC(Data Communications Channel) 종단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East 포트의 Fiber는 인접 노드의 West 포트의 Fiber에 연결해야 합니다.마
찬가지로, West 포트의 Fibre는 인접 노드의 East 포트의 Fibre에 연결해야 합니다.

East-West 연결을 잘못 구성하는 경우(예: East-East 또는 West-West를 구성하는 경우) 오류 메시
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파이버가 고장나면 트래픽이 실패합니다.파이버 브레이크 양쪽의
노드가 STS 1-24의 양방향 작업 경로를 다시 STS 25-48의 보호 경로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래픽이 실패합니다.

오류를 방지하려면 시스템을 사용하여 BLSR 포트를 할당합니다.15454에서는 East 포트를 가장 먼
물리적 슬롯에서 오른쪽으로, West 포트는 가장 먼 물리적 슬롯에서 왼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슬롯 12는 East 포트이고 슬롯 6은 West 포트입니다.

SONET K1, K2 및 K3 바이트는 BLSR 보호 스위치를 제어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각 BLSR 노드는
K 바이트를 모니터링하여 SONET 신호를 대체 물리적 경로로 전환할 시기를 결정합니다.K 바이트
는 링 노드 간에 발생한 오류 조건 및 작업을 전달합니다.

경로 작업 및 보호

BLSR 링은 보호를 위해 사용 가능한 파이버 대역폭의 절반을 할당합니다.STS 1-24는 두 파이버 경
로의 작업 범위에 있는 트래픽에 할당됩니다.STS 25-48은 두 파이버 경로의 보호 범위에 있는 트래
픽에 할당됩니다.작동 및 보호 대역폭은 같아야 합니다.OC-12, OC-48 및 OC-192 BLSR만 프로비
저닝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BLSR 링에서 STS 1-24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이버 스팬 1과
2에서 모두 작동하는 트래픽에 사용됩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 파이버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BLSR 링

SONET 프레임의 라인 오버헤드 섹션에 있는 K1 및 K2 바이트는 다음 표에 표시된 것처럼 벨소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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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1 비트의 분석입니다.

요청 선점 우선 순위

비
트
1 -
4

비
트 우선 순위

1
1
1
1

보호 잠금(span) [LP-S] 또는 신호 실패(보호) [SF-
P]

1
1
1

강제 스위치(span) [FS-S]



0
1
1
0
1

강제 스위치(링) [FS-R]

1
1
0
0

신호 실패(span) [SF-S]

1
0
1
1

신호 실패(링) [SF-R]

1
0
1
0

신호 성능 저하(보호) [SD-P]

1
0
0
1

신호 성능 저하(span) [SD-S]

1
0
0
0

신호 성능 저하(링) [SD-R]

0
1
1
1

수동 스위치(span) [MS-S]

0
1
1
0

수동 스위치(링) [MS-R]

0
1
0
1

복원 대기 [WTR]

0
1
0
0

연습(스팬) [EXER-S]

0
0
1
1

연습(링) [EXER-R]

0
0
1
0

역방향 요청(span) [RR-S]

0 역방향 요청(벨소리) [RR-R]



0
0
1
0
0
0
0

요청 없음 [NR]

비
트
5
~
8

 

대상 노드 ID:이러한 비트는 K1 바이트의 목적지
가 되는 노드의 ID를 나타냅니다.대상 노드 ID는
항상 인접한 노드의 ID입니다(기본 APS 바이트 제
외).

다음은 K2 비트의 분석입니다.

비
트 설명

비
트
1 -
4

이러한 비트는 항상 요청을 소스가 되는 노드의 노드
ID를 나타냅니다.

비
트
3

이 비트는 브리지 요청 K1 비트 1에서 4 사이의 경로
가 짧은 경로 요청(0) 또는 긴 경로 요청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1)

비
트
6 ~
8

111 - 라인 AIS
110 - 라인 RDI
101 - 향후 사용 가능
100 - 향후 사용 가능
011 - 보호 채널의 추가 트래픽(ET)
010 - 브리지 및 스위치드(BR 및 SW)
001 - 브리지(BR)
000 - 유휴

파이버 중단이 발생하면 K1 및 K2 바이트가 경보를 보고합니다.K1 및 K2 바이트는 중단이 발생한
소스 및 대상 노드를 식별하며 작업 및 보호 채널이 루프됩니다.작동 중인 트래픽은 2, 3, 4에서 보
호 대역폭(STS 25-48)으로 전환됩니다.

그림 3 - 파이버 브레이크



그림 4는 노드 A와 D가 파이버 브레이크를 탐지하고 작동 중인 STS를 보호 경로 STS 25-48로 전환
한 후 BLSR 링이 2, 3, 4에 걸쳐 표시됩니다.

그림 4 - 노드 A와 D가 파이버 브레이크 탐지 후 BLSR 링 스팬 2, 3, 4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트래픽 중단은 50밀리초 미만입니다.

BLSR 링 주위로 이동하는 회로에 파이버 브레이크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그림 5의 시
나리오에서 회로가 링 양쪽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회로는 노드 A와 C에서 들어오
고 나가십시오.

그림 5 - 회로에 대한 파이버 브레이크의 영향



노드 A와 노드 D 간에 파이버 브레이크가 발생하면 노드 A와 노드 D 간의 파이버 상태를 반영하도
록 모든 K1 및 K2 바이트가 변경됩니다.STSs 1-24(링의 왼쪽)에서 이동하는 트래픽은 이제 링의 오
른쪽에 있는 STS 25-48을 사용합니다.STS 25-48의 트래픽은 노드 C로 이동됩니다. 그러나 트래픽
은 노드 D로 계속되어야 합니다.노드 D에서 트래픽이 브리지되고 노드 C로 다시 전환됩니다(그림
6 참조).

그림 6 - 트래픽을 브리지하고 노드 C로 전환



BLSR 링 구성

BLSR 링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옵티컬 캐리어 카드를 설치하고 파이버를 연결합니다.1.
카드에 DCC 종료를 생성합니다.2.
카드에 대한 포트를 활성화합니다.3.
BLSR 링을 구성합니다.4.
BLSR 링에서 노드의 타이밍을 설정합니다.5.

옵티컬 캐리어 카드를 설치하고 파이버 연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OC-12 또는 OC-48 카드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려면 154 User Documentation의 Card
Installation and Turn-Up 섹션의 절차를 사용합니다.OC-12 카드를 임의의 슬롯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OC-48 카드는 고속 슬롯 5, 6, 12 또는 13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1.

카드를 부팅하도록 허용합니다.2.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카드에 파이버를 연결합니다.설치한 카드의 ACT LED가 녹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합니다.3.

카드에 DCC 종료 생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BLSR의 첫 번째 노드에 로그인합니다.1.
Provisioning > Sonet DCC를 선택합니다.SDCC Terminations(SDCC 종료) 패널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그림 7 - SDCC 종료 패널

2.

SDCC Terminations 섹션에서 Create를 클릭합니다.Create SDCC Terminations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8 - Create SDCC Terminations 대화 상자 

3.



Ctrl 키를 누른 채 노드에서 BLSR 링 포트 역할을 해야 하는 두 개의 슬롯 또는 포트를 클릭합
니다.예를 들어, 슬롯 6(OC-48) 포트 1 및 슬롯 12(OC-48) 포트 1(그림 8 참조).참고: ONS
15454는 데이터 통신에 SONET 섹션 DCC(SDCC)를 사용합니다.ONS 15454는 DCC 행을 사
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라인 DCC는 ONS 15454 네트워크를 통해 서드파티 장비에서
DCC를 터널링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슬롯 또는 포트는 SDCC Terminations 섹션에 나열됩니다.그림 9 - 슬롯 또
는 포트가 나열됩니다.

5.

카드에 대한 포트 활성화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DCC 종료로 구성한 광 카드 중 하나를 두 번 클릭합니다.1.
프로비저닝 > 라인을 선택합니다.2.
상태 열에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그림 10 - In Service 옵션 선택3.



SDCC 종료로 구성된 다른 옵티컬 카드와 BLSR 링의 각 노드에 대해 1~3단계를 반복합니다.4.

BLSR 링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BLSR 노드 중 하나에 로그인합니다.1.
프로비저닝 > 벨소리를 선택합니다.BLSR 링용 옵티컬 카드의 모든 회로가 삭제되었는지 확
인합니다.BLSR 벨소리 비활성화로 시작해야 합니다.그림 11 - BLSR 링 사용 안 함으로 시작

2.



BLSR 섹션의 Node ID 필드에 노드의 식별자를 입력합니다.노드 ID는 BLSR 링에 대한 노드를
식별합니다.최대 16개의 서로 다른 노드 ID를 가질 수 있습니다.BLSR 링의 모든 노드에 고유
한 노드 ID를 할당해야 합니다.그림 12 - 각 노드의 고유 노드 ID 할당

3.



노드 ID를 선택합니다.다른 BLSR 필드가 표시됩니다.4.
다음 BLSR 속성을 설정합니다(그림 13 참조).Ring ID(벨소리 ID) - 벨소리 식별자를 할당합니
다.0~255 사이의 숫자인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BLSR의 모든 노드에 동일한 Ring ID를 사용해
야 합니다.Reversion time(복귀 시간) - 작업 트래픽이 원래 작업 경로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기본값은 5분입니다.East Port(동부 포트) -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포
트를 East 포트로 선택합니다.일반적으로 East Port는 15454 오른쪽에 있는 가장 높은 가용 슬
롯입니다.West Port(서부 포트) -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포트를 West 포트로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West 포트는 15454 왼쪽의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슬롯입니다.그림 13 - BLSR
속성 설정

5.



그림 14는 노드 A의 컨피그레이션을 보여줍니다.그림 14 - 노드 A 구성

Apply를 클릭합니다.BLSR Map Ring Change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15 - BLSR 맵 링6.



변경 대화 상자 
예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16 - BLSR 링 맵 대화 상자7.

Accept(수락)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BLSR 링 맵) 패널에는 BLSR 링의 첫 번째
15454 노드인 노드 A의 IP 주소 10.200.100.11이 표시됩니다.노드가 BLSR 링 맵에 추가됩니
다.기본 K 경보는 링의 모든 노드를 구성할 때까지 표시됩니다.그림 17 - 기본 K 경보

8.

4노드 BLSR 링을 구성하는 기타 3개 노드에 대해 2~6단계를 완료합니다.그림 18은 노드 B에
대한 BLSR 구성 창을 보여줍니다. 노드 ID는 다르지만 벨소리 ID는 동일합니다.그림 18 - 노드
B용 BLSR 컨피그레이션 창

9.



그림 19는 노드 B의 구성을 나타냅니다.그림 19 - 노드 B 구성

Apply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20 - BLSR 링에 두 번째10.



노드 추가 
Accept(수락)를 클릭합니다.11.
노드 C를 구성합니다.그림 21 - 노드 C의 BLSR 컨피그레이션

그림 22는 노드 C의 컨피그레이션을 나타냅니다.그림 22 - 노드 C 컨피그레이션

12.



Apply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23 - BLSR 링에 세 번째

노드 추가 

13.

Accept(수락)를 클릭합니다.14.
노드 D를 구성합니다.그림 24 - 노드 D의 BLSR 컨피그레이션15.



그림 25는 노드 D의 구성을 나타냅니다.그림 25 - 노드 D 구성

Apply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26 - BLSR 링에 네 번째16.



노드 추가 
Accept(수락)를 클릭합니다.17.
네트워크 보기로 전환하여 Default K 알람이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18.
일반적인 테스트 절차를 사용하여 BLSR을 테스트합니다.다음 몇 가지 단계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노드에 로그인하고 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MANUAL RING을 선택하고 Apply를 클릭합니다.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Clear를 선택하고 Apply를 클릭합니다
.West Operation에 대해 1~3단계를 반복합니다.한 노드에서 파이버를 잡아당겨 트래픽 스위
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9.

BLSR 링에서 노드의 타이밍 설정

SONET DCC를 구성한 후 노드의 타이밍을 설정해야 합니다.단계별 절차는 15454 User
Documentation의 Setup ONS 15454 Timing 섹션을 참조하십시오.ONS 15454 타이밍에 대한 일반
적인 정보는 ONS 15454 Timing Issues를 참조하십시오.

BLSR 노드 추가 및 삭제

이 섹션에서는 v2.x.x 소프트웨어 레벨에 대한 BLSR 노드를 추가 및 삭제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
니다.최신 v5.0 소프트웨어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 BLSR 노드를 추가 및 삭제하는 절차는 v5.0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서비스가 수행되는 범위에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강제 연산자를
사용하여 보호 스위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4노드 BLSR 링에 5노드 E를 중단 없이 구성하고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이 예
제는 또한 노드 E에 올바른 회로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림 27 - 5번째 노드 추가 예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027.shtml


또한 이 예에서는 BLSR 링에서 노드 E를 중단 없이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이 예에서는 원래
4노드 랩 설정으로 되돌아가 회로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참고: 한 번에 하나의 노드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노드 추가

BLSR 링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트래픽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컬로 로그인해야 합니
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BLSR에 추가할 ONS 15454에 옵티컬 카드를 설치합니다.파이버 케이블을 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카드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드를 통해 테스트 트래픽을 실행합니다.2.
East 포트(Lab 설정의 노드 D)를 통해 새 노드 E에 연결할 노드에 로그인합니다.3.
East 포트에 트래픽을 강제 적용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FORCE RING을 클릭합니다.그림 28 -
East Port에서 트래픽 강제 적용

4.



Apply를 클릭합니다.East 포트 OC-48 카드에 대해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가 생성됩니다.그림
29 -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는 정상입니다.주의: 보호 스위치 중에는 트래픽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West 포트(Lab 설정의 노드 A)를 통해 새 노드에 연결해야 하는 노드에 로그인합니다.
West 포트에 트래픽을 강제 적용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West Operation 목록에서 FORCE RING을 클릭합니다.그림 30 -
West 포트에서 트래픽 강제 적용

5.



Apply를 클릭합니다.트래픽이 올바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BLSR 링에서 East 및 West 포트 방
향이 올바르게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31 - 확인 메시지

East 포트 OC-48 카드에 대해 강제 스
위치 요청 경보가 생성됩니다.그림 32 -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는 정상입니다.주의: 보호 스위치 중에는 트래픽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새 노드에 로그인하고 다음 BLSR 설정 단계를 완료합니다.SONET DCC를 프로비저닝합니다
.그림 33 - SONET DCC 프로비저닝

6.



BLSR 타이밍을 구성합니다.그림 34 - BLSR 타이밍 구성



BLSR 포트를 활성화합니다.그림 35 - BLSR 포트 활성화



BLSR 링을 구성합니다.그림 36 - BLSR 링 구성



새 노드 E에 직접 연결하는 노드 D 및 노드 A에서 파이버 연결을 제거합니다.새 노드 E(슬롯
6)의 West 포트에 연결해야 하는 노드 D(슬롯 12)에서 East Fiber를 제거합니다.새 노드 E(슬
롯 12)의 동부 포트에 연결해야 하는 노드 A(슬롯 6)에서 West 파이버를 제거합니다.

7.

제거된 파이버를 새 노드 E에 연결된 파이브로 교체합니다. West 포트를 East 포트에 연결하
고 East 포트를 West 포트에 연결합니다.

8.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에서 로그아웃합니다.9.
CTC에 다시 로그인합니다.10.
BLSR Ring Map Change 대화 상자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참고: BLSR Ring Map
Change(BLSR 벨소리 맵 변경)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Ring(벨소리)을 선택하고 Ring Map(벨소리 맵)을 클릭합니다.그림 37 - BLSR 링 맵 변경 대

화 상자 

11.

예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38 - BLSR 링 맵 대화 상자12.



Accept(수락)를 클릭합니다.13.
Network(네트워크) 보기로 돌아가 Circuits(회선) 탭을 클릭합니다.네트워크에서 모든 회로를
검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새 노드를 통과하는 회로는 불완료로 표시됩니다.회선 창에는 회
로의 총 스팬 수보다 한 개의 스팬(span)이 표시됩니다.그림 39 - 총 스팬 수보다 작은 하나의
스팬

14.

노드 E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에서 회로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그
림 40 - 회로 업데이트

15.



Circuits Update(회선 업데이트)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며 노드 E에 추가된 네트워크 수를 나
타냅니다.그림 41 - 회선 업데이트 확인 메시지

회선 탭을 선택하고 네트워크에 불완전한 회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16.



회로를 선택하고 Map을 클릭합니다.17.
회로가 새 노드 E를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42 - 회로가 새 노드 E를 통과하는지 확인18.

보호 스위치를 지웁니다.새 노드 E에 연결하기 위해 East 포트를 사용하는 노드 D의 보호 스
위치를 지워야 하며, West 포트를 사용하여 새 노드 E에 연결하는 노드 A의 경우 다음 단계
를 완료해야 합니다.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CLEAR를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43 - East 포트에서 보호 스위치 지
우기

19.



West Operation 목록에서 CLEAR를 선택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44 - West 포트에
서 보호 스위치 지우기



노드 제거

주의: 이 절차는 노드를 삭제할 때 트래픽 중단을 최소화합니다.그러나 제거하는 노드에서 시작되
거나 종료된 회로를 삭제하고 재생성하면 트래픽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제거할 노드를 선택하고 해당 노드에서 시작 또는 종료되는 모든 회로를 삭제합니다.예를 들
어 Lab 설정에서 노드 E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회선 탭을 클릭합니다.Ctrl
키를 누른 채 삭제해야 하는 여러 회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삭
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45 - 회로 삭제

1.



예를 클릭합니다.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46 - 회로 삭제 확인 메시지

멀티드롭 회로에 제거할 노드에 드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dit를 클릭합니다.드롭을 제거합



니다.참고: 제거할 노드에 로그인하지 마십시오.참고: 회로에 여러 개의 드롭이 있는 경우 노드
E에서 종료되는 삭제만 삭제합니다.
제거할 노드 옆의 노드 포트에서 트래픽을 수동으로 전환합니다.노드가 제거되면 인접한 노드
의 연결이 끊어집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노드 D를 엽니다. 이 노드는 노드 E에 동부
포트를 통해 연결됩니다.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FORCE RING을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47 - East Port에서
트래픽 강제 적용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예를 클릭합니다.그림 48 - 작동 확인

노드 A를 엽니다. 이 노드는 West 포트
를 통해 노드 E에 연결됩니다.West Operation 목록에서 FORCE RING을 선택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49 - West 포트에서 트래픽 강제 수행

2.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50 - 작동 확인

주의: 보호 스위치 중에는 트래픽이 보
호되지 않습니다.
노드 E와 그 인접 디바이스, 노드 A와 노드 D 간에 존재하는 모든 파이버 연결을 제거합니다.3.
인접한 두 노드를 다시 연결합니다.4.
BLSR Map Ring Change 대화 상자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참고: BLSR Map Ring
Change(BLSR 맵 벨소리 변경)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Ring(벨소리)을 선택하고 Ring Map(벨소리 맵)을 클릭합니다.그림 51 - BLSR 맵 링 변경 대화

5.



상자 
예를 클릭합니다.BLSR Ring Map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52 - BLSR 링 맵 대화 상자6.

Accept(수락)를 클릭합니다.7.
노드 E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된 각 회로를 하나씩 삭제하고 다시 생성합니다.8.
인접한 노드에서 보호 스위치를 지웁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East 포트에서 보호 스위
치를 사용하여 노드 D를 엽니다.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CLEAR를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53 - East Port에서 보호
스위치 지우기

9.



West 포트에서 보호 스위치가 있는 노드를 엽니다.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West Operation 목록에서 CLEAR를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54 -
West 포트에서 보호 스위치 지우기



각 노드에서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클럭이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BIT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기화가 인접 노드에서 동부 또는 서쪽 바인딩 BSR 중 하나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제거한 노드(노드 E)가 BITS 타이밍 소스인 경우 새 노드를 BITS
소스로 사용합니다.또는 다른 모든 노드에서 타이밍을 파생시킬 수 있는 한 노드에서 내부 동
기화를 선택합니다.

10.

회선 탭을 선택하고 불완전한 회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그림 55 - 불완전한 회로가 없는지
확인

11.



Map 탭을 클릭합니다.12.
회로가 올바르게 라우팅되었는지 확인합니다.그림 56 - 회로가 올바르게 라우팅되었는지 확
인

13.

BLSR 트렁크 카드 이동



참고: 트렁크 카드를 다시 정렬하려면 현재 BLSR 링에서 노드를 하나씩 삭제해야 합니다.이 절차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며 카드가 슬롯을 변경하는 모든 BLSR 노드에 적용됩니다.계속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검토합니다.

그림 57의 4노드 OC-48 BLSR 랩 설정에서 활성 BLSR 링에서 노드 D가 일시적으로 제거됩니다.또
한 슬롯 6의 OC-48 카드가 슬롯 5로 이동되고 슬롯 12의 OC-48 카드가 슬롯 6으로 이동됩니다.

그림 57 - 4노드 OC-48 BLSR Lab 설정

BLSR 트렁크 카드를 1545 섀시의 다른 슬롯으로 이동

이 섹션에서는 하나의 BLSR 트렁크 카드를 다른 슬롯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이동
할 각 카드에 대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OC-48 BLSR 트렁크 카드에 대한 절차이지만 OC-12 카드
에 동일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ONS 15454 노드는 CTC Release 2.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OC-48 또는 OC-12 카드 또는
BLSR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활성 경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트렁크 카드를 전환하려는 노드에서 트래픽을 강제로 분리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트렁크 카드를 이동할 노드 D로 East 포트를 통해 연결된 노드 C에 로그인합니다
.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East Operation 목록에서 FORCE
RING을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58 - East Port에서 트래픽 강제 적용

1.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59 - BLSR 작동 확인

예를 클릭합니다.강제 스위치를 수행
하면 수동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가 생성됩니다.그림 60 - 수동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



강제 스위치 요청 경보는 정상입니다.주의: 보호 스위치 중에는 트래픽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트렁크 카드를 이동하려는 West 포트를 통해 노드 D로 연결된 노드 A에 로그인합니다
.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을 선택합니다.West Operation 목록에서 FORCE
RING을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61 - West 포트에서 트래픽 강제 적용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62 - BLSR 작동 확인

예를 클릭합니다.
이동할 OC-48 트렁크 카드가 설치된 노드 D에 로그인합니다.2.
회선 탭을 클릭합니다.그림 63 - 노드 D의 회로 탭 선택3.



영향을 받는 회로의 프로비저닝 정보를 기록합니다.회로를 나중에 복원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
합니다.

4.

이동할 카드를 통과하는 회로를 삭제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Ctrl 키를 누른 채 필요
한 회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삭제를 따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그림 64 - 노드 D의 회로 삭제

5.



예를 클릭합니다.
이동할 카드의 SONET DCC 종료를 삭제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Provisioning >
Sonet DCC를 선택합니다.SDCC Terminations 섹션에서 필요한 Sonet DCC를 선택합니다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그림 65 - SONET DCC 종료 삭제

6.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66 - SDCC 종료 삭제 확인

예를 클릭합니다.
이동할 노드에서 링을 비활성화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프로비저닝 > 벨소리를 선
택합니다.노드 ID 목록에서 Ring Disabled를 클릭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그림 67 - 노드
D에서 링 비활성화

7.



삭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68 - 삭제 확인

프로비전 > 타이밍을 선택하고 OC-48 카드가 타이밍 소스인 경우 타이밍을 내부 클럭으로 설
정합니다.그림 69 - 내부 클럭으로 타이밍 설정

8.



카드에 있는 포트를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둡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카드를 두 번 클
릭합니다.프로비저닝 > 라인을 선택합니다.Status 열에서 각 포트에 대해 Out of Service를 선
택합니다.그림 70 - 각 포트의 서비스 중단

9.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예를 클릭합니다.그림 71 - 작업 확인

슬롯 12에서 OC-48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슬롯 5의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10.
카드를 새 슬롯에 삽입하고 카드가 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11.
원래 슬롯 12에서 OC-48 카드 세부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노드 보기에서 카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해야 합니다.그림 72 - 원래 슬
롯에서 OC-48 카드 삭제

삭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73 - 삭제 확인

12.

슬롯 5 포트에 OC-48 카드를 다시 연결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카드를 마우스 오
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카드 열기를 선택합니다.그림 74 - 카드 열기

13.



프로비저닝 탭을 클릭합니다.상태 열에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Apply를 클릭합니다
.그림 75 - In Service 옵션을 선택하여 카드를 다시 서비스 상태로 만듭니다.

이 문서의 BLSR 링 구성 섹션에 나열된 단계를 완료하여 동일한 OC-48 카드(새 슬롯에 있음
)와 East와 West용 포트를 사용하는 BLSR 벨소리를 활성화합니다.

14.



삭제한 회로를 수동으로 다시 입력합니다.회로 프로비저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S
15454 User Documentation의 Creating and Provisioning Circuit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5.

라인 타이밍을 사용하고 이동한 카드가 타이밍 참조인 경우 카드의 타이밍 매개변수를 다시
활성화합니다.그림 76 - 타이밍 매개변수 활성화

16.

BLSR 벨소리 관련 경보

이 섹션에는 BLSR 벨트와 연결된 경보가 나열됩니다.

기본 K 바이트 경보

BLSR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DFLTK(Default K Byte Received) 경보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4노드 BLSR에 UPSR(Unidirectional Path Switched Ring)으로 구성된 노드가 1개 있을 때 경
보가 발생합니다.UPSR 또는 선형 컨피그레이션의 노드는 BLSR에 대해 구성된 2개의 유효한
K1/K2 APS(Automatic Protection System) 바이트를 전송하지 않습니다.BLSR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보낸 바이트 중 하나를 잘못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 장비는 링크 복구 정보를 위해 K1/K2 바이
트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림 77 - DFLTK(Default K Byte Received) 경보

새 링 맵이 수락되지 않은 새 노드를 추가하면 경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DFLTK 문제 해결 절차
는 BLSROSYNC 문제 해결 절차와 자주 유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15454 사용자 설명서의 DFLTK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BLSR 동기화 중단 경보

그림 78 - BLSROSYNC 경보

BLSROSYNC(BLSR Out of Sync) 경보는 매핑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경보를 지
우려면 수락해야 하는 새 링 맵을 만들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15454 사용자 설명서의
BLSROSYNC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Cisco ONS 15454 참조 설명서, 릴리스 3.3 - 9장, SONET 토폴로지●

Cisco ONS 15454 참조 설명서, 릴리스 5.0 - 11장, SONET 토폴로지 및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technical_reference_list.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technical_reference_list.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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