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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ONS 15454에서 회로를 구성할 때 Cisco에서 권장하는 몇 가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는 랩 설정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여 줍니다.

참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끊긴 회로가 미완료 상태입니다.회로를 삭제하려고 하면 대역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모범 사례는 회로의 엔드포인트를 학습하고 회로를 다시 ACTIVE 상태로 변경
하기 위해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에서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
니다.회선이 ACTIVE 상태로 복원될 때만 회로를 삭제합니다.회로를 ACTIVE 상태로 가져올 수 없
는 경우 회로의 불완전한 세그먼트를 모두 삭제하고 회로를 다시 구성합니다.

참고: Lab 설정에서 STS-1(Synchronous Transport Signal-1) 회로는 노드 A에서 노드 E로 구성됩
니다.랩 설정에서는 다음 방법을 보여 줍니다.

노드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회로가 ACTIVE에서 INCOMPLETE 상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로를 다시 ACTIVE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미완료 상태의 회로는 미완료 상태에서 불완전한 세그먼트를 모두 삭제해야 합
니다.

●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isco ONS 15454●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ONS 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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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이 문서에서는 다음 Lab 설정을 사용합니다.

그림 1 - 랩 설정

회로는 일반적으로 활성 상태입니다.비정상적인 조건에서 회로는 INCOMPLETE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로는 CTC 애플리케이션이 회로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결을 끊으면 미완료 상태로 전환될 수 있
습니다.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일부가 손실되거나(보호되지 않는 파이버 브레이크), 네트워크 토폴로
지의 일부를 추가하면 CTC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TC가 이전에 학
습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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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료 상태의 회로를 삭제하려고 하면 대역폭을 스트링하고 1545에서 리소스를 구성할 수 없게 만
들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는 회로의 엔드포인트를 학습하기 위해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가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회로를 다시 ACTIVE 상태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회선이 ACTIVE 상태로 복원될 때만 회로를 삭제합니다.

회로가 손상되어 ACTIVE 상태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해 회로의 전체 경로
를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런 다음 회로의 불완전한 세그먼트를 모두 삭제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모범 사례를 따르지 않으면 제어 블록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제어 블록은
XC(Cross Connect) 및 XC-VT(Cross Connect Virtual Fasures) 카드를 통해 이동할 경로에 대한 회
로를 지시합니다.그런 다음 이러한 경로를 사용하는 STS 및 VT 회로는 15454에서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XC 및 XC-VT 카드를 통한 대역폭 및 스위칭 용량이 감소합니다.

자동 프로비저닝(A~Z) 완전 보호 회로

샘플 랩 설정에서 회로는 노드 A에서 노드 E로 프로비저닝됩니다.회로는 완전히 보호되고 자동으
로 라우팅됩니다.15454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A-Z 프로비저닝입니다.A-Z 프로비저닝을 사
용하면 소스 및 목적지 포트를 지정할 수 있으며 15454 노드에서 회로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그림 2 - 회로가 노드 A에서 노드 E로 프로비저닝됨

자동으로 프로비저닝된 완전 보호 회로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네트워크 레벨 보기에서 Circuits 탭을 선택하여 자동(A-Z) 프로비저닝으로 단방향, 완전 보호
회로를 생성합니다.

1.

Create를 클릭합니다.[회선 생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그림 3 - A-Z 프로비저닝을 사용하
여 단일 양방향 완전 보호 회로 생성

2.



관련 필드에 회선 이름, 유형 및 크기를 지정합니다.3.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4.
STS-1 회로를 만들려면 노드 A의 슬롯 1에 DS1 카드의 소스 포트를 지정합니다.그림 4 -
STS-1 회로의 소스 포트 지정

5.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6.
STS-1 회로의 목적지 포트를 노드 E의 슬롯 1에 있는 DS1 카드로 지정합니다.그림 5 - STS-1
회로의 대상 포트 지정

7.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회선 확인 화면에서 소스 및 대상 포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표시
합니다.그림 6 - 회선 정보 화면

8.

마침을 클릭합니다.네트워크 레벨 보기에서 새로 생성된 회로의 오른쪽에는 15454의 A-Z 프
로비저닝 기능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스팬이 표시됩니다.노드 A에서 노드 B로 연결되는
UPSR(Unidirectional Path Switched Ring) 링에 대해 작동 및 보호 스팬 3과 4를 확인합니다
.그림 7 - 15454의 A-Z 프로비저닝 기능에 의해 생성된 스팬

9.



회로 > 맵을 선택합니다.네트워크 토폴로지는 회로가 사용하는 자동 프로비저닝 경로를 표시
합니다.회로는 경로를 따라 임의의 스팬에서 단일 파이버 브레이크를 통해 완전히 보호됩니
다.그림 8 - 자동 프로비저닝된 회로 경로

10.



보호 경로 제거

Node D에서 Node E로의 선형 1+1 경로는 슬롯 16의 OC-12 카드를 작동 경로로, 슬롯 17의 OC-12
카드를 보호 경로로 사용합니다.보호 경로는 노드 E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림 9 - 노드 E에서 보호 경로가 제거됨

노드 E에서 보호 경로 제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Provisioning > Protection을 선택합니다.1.
OC-12 보호 그룹을 선택합니다.2.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3.
삭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클릭합니다.그림 10 - 노드 E에서 보호 그룹 삭제4.



보호 경로를 제거하면 노드 E가 SLMF(Signal Label Mismatch Failure) unequalure 경로 경보
를 보냅니다.노드 D는 활성 경보 화면에서 SLMF 경보를 보고합니다.그림 11 - SLMF 경보

참고: 선형 1+1 보호는 선형 1+1 범위의 노드 E 및 D 모두에서 보호를 제거할 때까지 제거되지 않습



니다.노드 A에서 노드 D로 회선을 생성한 경우 완전히 보호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림 12 - 노드 D 및 E에서 보호 경로가 제거됨

노드 D에서 보호 그룹 제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노드 E에서 보호 경로 제거 절차의 1~4 단계를 반복하여 노드 D에서 보호 그룹을 제거합니다.

그림 13 - 노드 D에서 보호 그룹 삭제



경로 보호 부족으로 인한 회로 생성 실패

Configure an Automatically Provisioned Fully Protected Circuit 섹션에 설명된 단계를 반복하여 노
드 A에서 노드 E로 회로를 생성합니다.15454는 더 이상 노드 D에서 노드 E로 네트워크 범위에서
완전히 보호되는 경로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회선 생성에 실패합니다.

그림 14 - 회로 생성 실패



파이버 브레이크 때문에 불완전한 회로

구성된 회로의 엔드 투 엔드 연결이 끊어지면 INCOMPLETE 상태가 됩니다.

그림 15 - 회선이 불완전한 상태로 전환됨

미완료 회로 시뮬레이션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Provisioning > Sonet DCC를 선택합니다.1.
필요한 SDCC 종료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파이버 브레이크를 시뮬레이션하
려면 노드 D 및 E에서 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 SDCC(Data Communications
Channel) 종료를 제거합니다.그림 16 - SDCC 종료 제거

노드 E에서 SDCC 종료를 제거하면 SDCC 종료 오류가 생성됩니다.노드 D는 SDCC 종료 오
류를 수신하고 활성 경보 화면으로 전송합니다.네트워크 레벨 보기에서 노드 D와 노드 E를 연
결하는 녹색 선이 사라집니다.그림 17 - SDCC 종료 실패

2.



노드 A에서 노드 E로 생성한 회로는 엔드 투 엔드 연결이 끊기고 미완료 상태가 됩니다.이제
회선 디스플레이의 오른쪽에서 노드 D에서 노드 E로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림 18 -
회로가 미완료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레벨 보기에서 Circuit > Maps를 선택합니다.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자동으로 프로비
저닝된 회선 경로를 설정하며, 이 경로를 사용합니다.그러나 이제 노드 D에서 노드 E로의 범
위가 없으며 회로는 노드 D에서 종료됩니다.그림 19 - 노드 D에서 회로 종료

3.

회로를 활성 상태로 되돌리기

CTC 연결이 회로의 양쪽 엔드포인트에 복원되면 회로는 ACTIVE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림 20 - 회로가 활성 상태로 되돌림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노드 D 및 E에서 SDCC 종료를 다시 구성합니다.이제 노드 D와 노드 E 사이의 녹색 선이 다시
나타납니다.또한 SDCC 종료 실패 경보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그림 21 - SDCC
Termination Failure Alarms White Out

1.

회선 탭을 클릭합니다.그림 22는 노드 A에서 노드 E로의 회로가 노드 D에서 노드 E로의 범위
에 대한 정보를 오른쪽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엔드 투 엔드 연결이 복원되면 회로는 활성
상태로 돌아갑니다.그림 22 - 엔드 투 엔드 연결이 복원되고 회선이 활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2.



회로를 선택하고 Map을 클릭합니다.회로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과하는 경로가 표시됩니
다.그림 23 -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과하는 회선 경로

파이버브레이크의 반대쪽에서 동일한 동작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드 E에서

3.



CTC 세션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경우, 처음에 CTC는 이 세션 및 그 세션에서 종료된 미완료 회
로를 파악합니다.그림 24 - 파이버브레이크의 반대쪽에서 동일한 동작

노드 E에서 SDCC 종료를 구성합니다. 노드 E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
니다.참고: 이 단계에서 회로는 여전히 미완료 상태입니다.그림 25 - 노드 E에서 SDCC 종료
구성

4.



노드가 계속 초기화되면 노드 E는 불완전한 회로의 대상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그림 26 -
Node E Learned About the Destination for the Incomplete Circuit(불완전한 회로의 목적지에
대해 노드 E 학습)



다음으로, CTC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 및 회로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경로를
학습합니다.그런 다음 회로는 ACTIVE 상태로 돌아갑니다.그림 27 - 회로가 활성 상태로 되돌
림

회선 간 대역폭 삭제

Node E에 대한 연결이 끊어진 동안 CTC 세션이 닫히면 CTC는 재연결 후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일
부에 있는 4개의 노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CTC는 노드 E와 유효한 연결이 설정될 때까지 노드
E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CTC가 학습하고 구축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그림 28 - CTC가 구축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회로 삭제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회선 탭에서 필요한 회로를 선택합니다.1.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회로가 미완료 상태입니다.노드 E에 회로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
보가 없으므로 CTC가 회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회로를 삭제하려고 하면 회선이 활성 상
태이면 트래픽이 손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29 - 회로를 삭제
하려고 할 때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

2.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삭제 시 대역폭이 차단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두 번째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그림 30 - 두 번째 경고 메시지

3.

다시 예를 클릭합니다.회로가 삭제됩니다.그림 31 - 회로 삭제 확인4.



그러나 노드 E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다른 부분에 있는 회로가 삭제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노드 E에 대한 CTC 세션을 시작하고 SDCC 종료를 다시 구성할 경우, CTC 애플리케이션은
노드 E에서 외부 탐색하여 네트워크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회로를 삭제할 때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CTC 애플리케이션 보기에 노드 E가 없습니다.따라서 노드 E는 부분적으로 삭제
된 회로를 복원하고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회로는 노드 E에서 미완료 상태로 유지됩니다.그림
32 - 회선이 노드 E의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음



회로가 손상되었다.이를 확인하려면 회로의 지도 보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Map을 클릭합니다.그림 33 - 손상된 회로의 지도 보기

Cisco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례는 손상된 회로를 삭제하고 회로를 다시 생성하는 것입니다.

5.



라이브 트래픽이 손실되고 대역폭이 중단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
합니다.삭제 완료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누릅니다.그림 34 - 삭제 확인 프롬프트

6.

회로를 새로 구성합니다.단계별 지침은 자동 프로비저닝된 완전 보호 회로 구성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그림 35 - 다시 회로 구성

7.



   

관련 정보

회선 및 VT 터널 생성●

회선 및 터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installation_guides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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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