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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ONS 15454에서 타이밍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서는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4노드 ONS 15454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모범 사례의
예를 제공합니다.이 문서에서는 다음 영역을 다룹니다.

외부 타이밍 참조용 BITS 백플레인 핀●

타이밍 경보 유형●

타이밍 개념●

Simple Timing Topology Lab 설정●

모범 사례 타이밍 토폴로지 랩 설정●

외부 타이밍 구성 화면●

외부 타이밍 구성 시 경보 화면●

라인 타이밍 구성 화면●

라인 타이밍 구성 시 경보 화면●

링이 끊어질 때 타이밍 토폴로지가 변경됩니다.●

경보 화면을 사용하여 토폴로지 재동기화 시간 설명●

경보 화면을 사용하여 토폴로지 복구(복귀) 시간 설명●

이 문서는 Cisco ONS 15454 User Documentation의 ONS 15454 Timing(ONS 15454 타이밍 설정)
섹션에서 사용합니다.사용되는 실습 설정은 사용자 설명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그러나
이 문서를 독립형 구성 및 문제 해결 가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각 ONS 15454에 대해 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 타이밍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타이밍은 외부, 라인 또는 혼합 노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ONS 15454 네트워크
에서 한 노드는 외부로 설정되고 다른 노드는 선으로 설정됩니다.외부 노드는 BITS 백플레인 핀에
연결된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소스에서 타이밍을 수락합니다.BITS 소스는
ST1(Stratum 1) 클럭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신호와 같은 기본 참조 소스(PRS)에서
타이밍을 가져옵니다.라인 노드는 옵티컬 캐리어 카드에서 타이밍을 수락합니다.보호를 위해 최대
3개의 타이밍 참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두 BITS 레벨 또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
조입니다.내부 참조는 모든 ONS 15454 TCC(Timing Communication and Control) 카드에 제공되는
ST3(Stratum 3) 클럭입니다.

표 1은 클럭 정확성 및 ST3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ONS 15454가 중단되고 자체 내부 클럭에서 타이
밍이 오는 경우 타이밍 출처는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 허용치 내에 있어야 합니다.

표 1 - 클럭 정확도

계층 정
확도

조
정
범
위

풀인 범위 안정
성

첫 번째
프레임 슬
립 시간

1 x 1개 10-
1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2일

2 1.6x 10-
8

+/-1.6 x 10-8 1 x 의 정
확도로 클럭과 동기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10/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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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4.6 x 10-
6

+/-4.6 x 10-6 1 x의 정
확도로 클럭과 동기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8/일 17시간

3 4.6x 10-
6

+/-4.6 x 10-6 3.7 x 의
정확도로 클럭과 동기
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7/일 23분

SONET
최소 클
럭 20 x

10-
6

+/-20 x 10-6의 정확도
로 클럭과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
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4E 32 x 10-
6

+/-32 x 10-6의 정확도
로 클럭과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
도와
동일

지정되지
않음

4 32 x 10-
6

+/-32 x 10-6의 정확도
로 클럭과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
도와
동일

지정되지
않음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타이밍 개념

타이밍 참조가 ONS 15454 노드에서 인접한 노드로 제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수입니
다.각 노드는 다음 소스 중 하나에서 고유한 타이밍 참조를 독립적으로 수락합니다.

ONS 15454 백플레인의 BITS 입력 핀●

ONS 15454에 설치된 옵티컬 캐리어 카드●

TCC/TCC+/TCC2 카드의 내부 ST3 클럭●

타이밍이 BITS 입력 핀에서 오는 경우 ONS 15454를 외부 타이밍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ONS
15454는 옵티컬 캐리어 카드에서 타이밍(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본 타이밍 소스는
내부 ST3 클럭입니다.ONS 15454는 외부, 라인, 혼합 또는 내부 타이밍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S 15454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허용되는 타이밍 소스별로 배가됩니다.

참고: 트래픽 링크를 통해 전달되는 DS-1은 적합한 BITS 소스가 아닙니다.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제어 전표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주파수 DS-1에 대한 SONET 보상은 지터를 초래하기 때문입
니다.

혼합 모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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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목록 옵션에는 2개의 BITS 소스와 외부 타이밍 모드의 내부 시계가 포함됩니다.참조 목록 옵
션에는 라인 타이밍 모드의 모든 옵티컬 포트 및 내부 시계가 포함됩니다.혼합 모드 타이밍을 사용
하여 외부 및 라인 타이밍 소스를 동기화 참조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혼합 모드 타이밍을 사용
하는 경우 실수로 타이밍 루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Cisco Transport
Controller(Cisco Transport Controller) 창에는 혼합 모드 타이밍이 프로비저닝되는 방식이 표시됩
니다.

참고: 참조 목록에는 타이밍 소스로 BITS 및 옵티컬 포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내부(자유 실행) 동기화

ONS 15454는 TCC/TCC+/TCC2에 더 높은 품질 참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클록을 갖추고
있습니다.클럭은 노드 격리 시 대기 시간 또는 자유 실행 클럭 소스를 제공합니다.내부 시계는 다음
과 같은 Stratum 3E 사양과 일치하는 향상된 기능을 갖춘 인증된 ST3 클럭입니다.

자유 실행 정확도.●

홀도버 주파수 이동●

방랑의 허용치.●

유더 세대●

풀인 및 보류●

참조 잠금/정합 시간●

일시적인 단계(공차 및 생성)●

일반적으로 회선 타이밍 예는 링의 각 노드에 있는 포트가 링의 다른 노드에 대한 기본 및 보조 타이
밍 참조로 구성된 경우입니다.그런 다음 기본 타이밍 참조가 링 주위의 한 방향으로 수락되고 보조
타이밍 참조가 반대 방향으로 수락됩니다.

이 권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 주위에 기본 타이밍을 시계 방향으로 구성하고 링 주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조 타이밍을 구
성합니다.그림 1은 타이밍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1 - 타이밍 토폴로지 다이어그램



노드 3-1은 이 타이밍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의 BITS 1 핀에 대한 외부 ST1 참조를 수락합니다.노드
3-1은 선 타이밍을 사용하는 다른 노드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기본 및 보조 타이밍 참
조를 수락하는 마스터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노드가 각각 백플레인 BITS 핀에 있는 별도의 ST1 기본 타이밍 참조에서 시간 초
과되는 것도 동일하게 유효한 타이밍 토폴로지입니다.

참고: BITS 소스의 데이지 체이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즉, 하나의 BITS 소스가 동일한 와이어 랩
핀에서 여러 노드를 시간 지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타이밍 소스의 각 타이밍 라인 카드는 일
반적으로 한 타이밍 입력 세트에 핀 출력을 제공합니다.이중화 및 타이밍 보호를 위해 다른 BITS 입
력에 대해 보호 카드나 다른 타이밍 라인 카드를 사용합니다.

ONS 15454는 해당 옵티컬 카드에 선 타이밍을 수행하고 옵티컬 카드 중 하나에서 기본 타이밍 참
조를 수락하면 반대 방향으로 "Don't Use for Synchronization (DUS)" SSM 메시지를 보냅니다.그림
2는 이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이는 자동 시나리오가 아닙니다.라인 카드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는 라인 카드에 체크된 DUS를 사용하여 타이밍하는 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림 2 - DUS를 사용한 시간



에서는 (DUS) 소스 특정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ONS 15454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한 경우 ONS 15454에서 다른 ONS 15454로의 동일한 타이밍 참조 원이
ONS 15454로 표시되므로 SSM 메시지가 표시됩니다.따라서 타이밍 루프가 발생합니다.노드 3-
1은 회선 타이밍과 달리 백플레인 BITS 핀에서 외부 시간 초과하므로 DUS SSM 메시지를 받지 않
습니다.

노드 3-1은 인접 노드 4-1에 대한 라인 타이밍을 제공하기 때문에 슬롯 5, 포트 1에 DUS SSM 메시
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롯 5는 노드 3-1에서 기본, 보조 또는 세 번째 타이밍 참조 중 하나
가 아니므로 DUS SSM 메시지를 보고하지 않습니다(노드 3-1 타이밍 참조는 BITS 1, BITS 2 및
internal). 마찬가지로, 노드 4-1 및 4-2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슬롯 5)를 제거하면 DUS SSM 메시지
가 사라집니다.

DUS SSM 메시지는 Cisco Transport Controller 내의 활성 경보 창에 기록됩니다.로깅된 DUS SSM
메시지를 통해 타이밍 토폴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ONS 15454가 해당 타이밍을 수락하는 방
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 기본 타이밍 참조 및 시계 반대 방향 보조 타이밍 참조 타이밍 토폴로지는 논리적이고 이
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납니다.그러나 Node 4-2를 사용하여 반대 방향에서 수락되도록 3-line
timed 노드 기본 타이밍 참조 중 하나를 전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3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현재 노드 4-1과 달리 노드 3-2에서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해야 함을 노드에 지시합니다.

그림 3 - 노드 3-2에서 기본 타이밍 참조 수락



그림 3에서 세 줄 시간 제한 노드 각각은 1차 및 2차 시간 참조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토폴
로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또한 노드 4-1과 노드 4-2 사이의 타이밍 루프인 것 같습니다. 노드
4-1이 기본 타이밍 참조를 잃고 보조 타이밍 참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이밍 루프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DUS SSM 메시지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림 4 - DUS SSM 메시지의 중요성



DUS SSM 메시지는 보조 타이밍 참조를 사용하는 노드 4-1 때문에 타이밍 루프 대신 타이밍 참조
에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드 4-2에 알려 줍니다.그림 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노드 4-
1의 보조 타이밍 참조와 달리 노드 4-2는 기본 타이밍 참조가 손실된 경우 내부 ST3E 클럭의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해야 합니다.

그림 5 - 내부 ST3E 클럭의 기본 타이밍 참조



이제 이 복잡한 타이밍 토폴로지를 시계 방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타이밍 참조 및 반시계
방향 보조 타이밍 참조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이 생깁
니다.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더 큰 토폴로지로 확장합니다.

그림 6 - 네트워크가 더 큰 토폴로지로 확장되는 경우



각 노드는 이 8노드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 Ring) OC(Optical Carrier)(BLSR OC 48) 링에
서 시계 방향 및 보조 타이밍 참조를 반시계 방향으로 받습니다.

이 타이밍 토폴로지의 문제는 기본 타이밍 참조가 노드 8에 의해 수락될 때까지 6번 재생성되었다
는 것입니다.기본 타이밍 참조가 전체 벨소리를 따라 줄 시간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 대규모 네트워
크에서 슬립과 같은 타이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기본 타이밍 참조가 링 주위의 양방향으로 수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즉,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 타이밍 참조는 링에서 반만 이동해야 합니다.

그림 7 - 1 차 타이밍 참조가 링 중간에 이동합니다.



그림 7에서 기본 타이밍 참조는 링 중간 부분만 수락해야 합니다. 노드 간 링크가 끊어진 경우에도
보조 타이밍 참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완전한 논의는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그러나 이 섹션에서는 ONS 15454의 타이
밍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동기화 모드

ONS 15454는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다음 동기화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합니다.

일반 모드:시스템 클록이 참조 소스에 동기화됩니다.클럭의 출력 빈도는 장기적으로 입력 참조
빈도와 동일합니다.TCC/TCC+/TCC2 및 XC/XCVT/XC10G 카드의 SYNC LED는 정상 모드를
나타냅니다.

●

빠른 시작 모드:빠른 시작은 참조 클럭의 빠른 '풀인'에 사용되며 내부 참조 빈도가 외부 참조 클
럭에서 오프셋될 때 활성화됩니다.30초마다 주파수가 2ppm(ppm per million) 이상 오프셋되면
보조 참조 소스가 선택됩니다("wander threshold"). 노드는 지정된 임계값 내에 있을 경우(예:
+/- 15 ppm) 기본 참조 소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스위칭 프로세스 중 Fast Start 모드의 내부 클
럭입니다.Fast Start는 "Acquire State"라고도 합니다.

●

Holdover 모드:ONS 15454는 사용 가능한 마지막 참조가 손실되고 노드가 140초 이상 해당 참
조에 동기화될 때 보류됩니다.내부 클럭은 노드가 이 기간 동안 참조 클럭에 계속 동기화될 때
PLL(phase lock loop) 매개변수의 마지막 알려진 값에 유지됩니다.홀도버 주파수 값이 손상된
경우 ONS 15454는 자유 실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

자유 실행 모드:ONS 15454는 자체 내부 클럭에서 작동할 때 리런 모드로 간주됩니다.ONS
15454 및 대부분의 SONET 노드의 자유 실행 정확도는 ST3입니다. 모든 SONET 노드의 최소
정확도는 +/- 20ppm인 SONET SMC(Minimum Clock)보다 높아야 합니다.

●



외부 타이밍 참조에 BITS 백플레인 핀 사용

ONS 15454 백플레인은 2개의 BITS 시계 핀 필드를 지원합니다.처음 4개의 BITS 핀(3행과 4행)은
첫 번째 외부 타이밍 디바이스의 출력과 입력을 지원합니다.마지막 4개의 BITS 핀(1 및 2 행)은 두
번째 외부 타이밍 디바이스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BITS 타이밍 핀 필드의 핀 할당은 표
2를 참조하십시오.

표 2 - BITS 타이밍 핀 필드의 핀 할당
외부 장치 연락처 팁 및 링 함수

첫 번째 외부 장
치

A3(BITS 1
Out)

기본 링(-
)

외부 장치에 출
력

B3(BITS 1
Out)

기본 팁
(+)

외부 장치에 출
력

A4(BITS 1In) 보조 링(-
)

외부 장치의 입
력

B4(BITS 1In) 보조 팁
(+)

외부 장치의 입
력

보조 외부 장치

A1(BITS 2
Out)

기본 링(-
)

외부 장치에 출
력

B1(BITS 2
Out)

기본 팁
(+)

외부 장치에 출
력

A2(BITS 2In) 보조 링(-
)

외부 장치의 입
력

B2(BITS 2In) 보조 팁
(+)

외부 장치의 입
력

그림 8 - BITS 입력 및 출력

그림 9 - 15454 백플레인



타이밍 경보 이해

ONS 15454는 다양한 경보를 표시하는 활성 경보 창을 사용하여 현재 상태를 요약합니다.모든 타이
밍 조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이는 이전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경보로 표시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 알림 메시지 또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새 타이밍 이벤트 알림 경보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타이밍 이벤트 알림(예: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이 표시되면 이전 타이밍 이벤트 알림 경보는 만료되고 흰색으로 바뀝니다.그런 다음 경보 표시 창
이 새로 고쳐지면 제거됩니다.

이 섹션에는 타이밍 이벤트 알림 유형 코드의 요약이 표시됩니다.

그림 10 - BITS-1 유형 코드

BITS 1 유형 코드는 ONS 15454의 BITS 1 인터페이스가 타이밍 이벤트 알림을 생성함을 나타냅니



다.

그림 11 - BITS-2 유형 코드

BITS 2 유형 코드는 ONS 15454의 BITS 2 인터페이스가 타이밍 이벤트 알림을 생성함을 나타냅니
다.

그림 12 - SYNC-NE 유형 코드

SYNC-NE 유형 코드는 TCC 카드의 동기화가 ONS 15454에 대한 타이밍 이벤트 알림을 생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림 13 - FAC-6-X-Y 유형 코드

FAC-6-X-Y 유형 코드는 슬롯 X, 포트 Y의 기능이 ONS 15454에 대한 타이밍 이벤트 알림을 생성함
을 나타냅니다.

그림 14 - SYNC-BITS 1 유형 코드

SYNC-BITS 1 유형 코드는 TCC 카드의 동기화가 BITS 1 인터페이스에 대한 타이밍 이벤트 알림을
생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림 15 - SYNC-BITS 2 유형 코드

SYNC-BITS 2 유형 코드는 TCC 카드의 동기화가 BITS 2 인터페이스에 대한 타이밍 이벤트 알림을
생성함을 나타냅니다.

모범 사례 타이밍 토폴로지 랩 설정

이 Lab 설정은 ONS 15454의 일반적인 타이밍 설정을 보여줍니다. 이 설정은 BLSR OC 48 링에서
4개의 ONS 15454 노드로 구성된 Lab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이 랩 설정에서는 다음을 보여줍니
다.

한 노드가 BITS 1 외부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는 방법●

마스터 역할을 하는 노드가 링에 있는 다른 노드에 대해 회선 타이밍(line timing)을 사용하여 시
계 방향 기본 타이밍 참조를 적용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동기화하는 방법

●

그 반지가 의도적으로 부러졌다는거●



이 Lab 설정은 노드가 시계 반대 방향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여 시간을 복구하고 재동기화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그런 다음 링이 복구되고 노드가 다시 시간을 재동기화하여 시계 방향 기본 타
이밍 참조를 적용합니다.

Lab 설정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그림 16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6 - 모범 사례 타이밍 토폴로지 랩 설정

그림 17의 Cisco Transport Controller 네트워크 보기를 통해 동일한 타이밍 토폴로지가 표시됩니다.
라인 타이밍 상태인 모든 노드는 시계 방향 기본 타이밍 참조를 허용하도록 동기화됩니다.

그림 17 - CTC 네트워크 보기



첫 번째 노드의 외부 타이밍

타이밍 시 구성할 첫 번째 노드는 노드 3-1입니다. Cisco Transport Controll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여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통해 타이밍 창으로 이동합니다.ONS 15454는
라인(옵티컬 카드 중 하나) 또는 외부 BITS 1 소스에서 타이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타이밍 모드에
대해 외부를 지정합니다.노드 3-1은 외부 를 지정할 때 기본 타이밍 소스를 수용하기 위해 BITS 백
플레인 핀을 사용하도록 지시됩니다.

그림 18의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예는 NE Reference REF 1 필드가 BITS 1로 설정된 것을 보여줍니
다. 이렇게 하면 노드 3-1이 BITS 1 IN 백플레인 핀을 사용하여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도록 지
시합니다.BITS 1 STATE 필드는 BITS 1 핀을 활성화하기 위해 IS(In Service)에 배치됩니다.

노드 3-1은 노드 3-1이 초기화될 때 BITS 1 IN 백플레인 핀을 기본 타이밍 참조 소스로 사용합니다
.노드 3-1은 BITS 1 백플레인 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TCC 카드에서 실행되는 내부 ST3 클럭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를 받습니다.이 작업이 실패할 경우 세 번째 타이밍 참조(내부 ST3 시계)를 수락합
니다.

Node 3-1은 Node 3-1이 2차 또는 3차 타이밍 소스를 수락하도록 초기화하지만 나중에 기본 타이밍
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Node 3-1에서 동기화를 수락하도록 전환합니다.이는 컨피그레이션 창
에서 되돌리기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5분의 복귀 시간이 설정되는데, 이는 Node 3-1이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Node 3-1이 BITS 1 핀을 기본 타이밍 참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Node 3-1의 모든 인터페이스 카
드는 ST1 클럭에 의해 시간 지정됩니다.그렇지 않으면 Node 3-1은 보조 또는 세 번째 타이밍 참조



를 사용하며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는 ST3 클럭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NS 15454 User
Documentation의 ONS 15454 타이밍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8 - 첫 번째 노드가 외부에서 시간 초과된 구성 예

첫 번째 노드의 외부 타이밍 경보



그림 1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부 BITS 1 타이밍 참조를 허용하도록 Node 3-1을 구성할 때 3개의
경보가 생성됩니다.Cisco Transport Controller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경보를 보려면 경보 탭을
통해 경보 창으로 이동합니다.경보는 Node 3-1:

ST1 추적 가능 PRS가 탐지됨●

ST1 추적 가능 PRS로 전환했습니다.●

BITS 1 백플레인 핀에서 수신됨●

참고: 경보의 심각도는 모두 Not Reported(NR) 또는 Not Threat(NA)입니다. 이는 경보가 정보 제공
용임을 나타냅니다.

그림 19 - 첫 번째 노드가 외부 시간 초과될 때 생성되는 3개의 경보

두 번째 노드의 라인 타이밍



타이밍을 위해 구성된 다음 노드는 노드 3-2입니다. Cisco Transport Controller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여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통해 타이밍 창으로 이동합니다.타이밍 모드
의 줄을 지정합니다.Node 3-2는 1차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기 위해 슬롯 6의 옵티컬 카드를 살펴보
고, 라인 지정 시 슬롯 5에 2차 타이밍 참조를 승인하도록 지시됩니다.

NE Reference REF 1 필드가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슬롯 6, 포트 1로 설정되었습니다.여기서
Node 3-2에 기본 타이밍 소스를 찾기 위해 슬롯 6의 OC 48 광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
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NE Reference REF 2 필드가 슬롯 5, 포트 1로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서 Node 3-2는 슬롯 5의 OC
48 광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을 검토하여 보조 타이밍 소스를 찾도록 노드 3-2에 지시
합니다.

노드 3-2는 슬롯 6의 OC 48 카드를 사용하여 노드 3-2가 초기화될 때 기본 타이밍 참조를 적용합니
다.노드 3-2는 이 OC 48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슬롯 5의 OC 48 카드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를
받습니다.노드 3-2는 기본 및 보조 타이밍 소스를 모두 수락할 수 없는 경우 TCC 카드에서 실행되
는 내부 ST3 클럭에서 세 번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Node 3-2가 보조 또는 세 번째 타이밍 소스를 초기화하도록 허용하지만 나중에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Node 3-2 스위치가 이를 수락합니다.이는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되돌리기 옵션
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5분의 복귀 시간이 설정되는데, 이는 Node 3-2가 기본 타이밍 참조로
부터 대기하여 이를 수락하기 위해 전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드 3-2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는 경우 노드 3-2의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는 슬롯 6의 OC 48
카드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노드 3-2가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는 경우 슬롯 5의 OC 48 카드
에 의해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가 시간 조정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가 내부 ST3
클럭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NS 15454 User
Documentation의 ONS 15454 타이밍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0 - 두 번째 노드가 행 시간 초과일 때의 구성 예



두 번째 노드의 라인 타이밍 경보



그림 2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인 타이밍에 대해 노드 3-2를 구성할 때 라우트 경보가 생성됩니다
.Cisco Transport Controller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경보를 보려면 Alarms 탭을 통해 경보 창으로
이동합니다.알람에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노드 3-2가 ST1 추적 가능 PRS로 전환되었습니다.●

ST1 Traceable PRS는 슬롯 6, 포트 1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3-2에서 ST1 추적 가능 PRS를 감지했습니다.●

ST1 추적 가능 PRS는 슬롯 5, 포트 1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보의 심각도는 모두 NR 또는 NA입니다.이는 경보가 정보 제공용임을 나타냅니다.

그림 21 - 두 번째 노드가 행 시간 초과일 때 생성되는 경보



세 번째 노드의 라인 타이밍

타이밍에 대해 구성된 다음 노드는 노드 4-1입니다. Cisco Transport Controller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여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통해 타이밍 창으로 이동합니다.타이밍 모드
의 줄을 지정합니다.Node 4-1은 슬롯 6의 Optical Card(옵티컬 카드)를 확인하여 기본 타이밍 참조
를 수락하고, 슬롯 5는 라인을 지정할 때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도록 지시됩니다.

NE Reference REF 1 필드는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슬롯 6, 포트 1로 설정됩니다.여기서
Node 4-1에 기본 타이밍 소스를 찾기 위해 슬롯 6의 OC 48 광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
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NE Reference REF 2 필드는 슬롯 5, 포트 1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노드 4-1은 슬롯 5의 OC 48 광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을 검토하여 보조 타이밍 소스를 찾도록 합니다.

노드 4-1은 슬롯 6의 OC 48 카드를 사용하여 노드 4-1이 초기화될 때 기본 타이밍 참조를 적용합니
다.노드 4-1은 이 OC 48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슬롯 5의 OC 48 카드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를
받습니다.기본 및 보조 타이밍 소스를 모두 수락할 수 없는 경우 노드 4-1은 TCC 카드에서 실행되
는 내부 Stratum 3 클럭에서 세 번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Node 4-1은 보조 또는 세 번째 타이밍 소스를 수락하는 초기화를 하지만 나중에 기본 타이밍 참조
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Node 4-1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를 승인합니다.이는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되돌리기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5분의 복귀 시간이 설정되는데, 이는 Node 4-1이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노드 4-1이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는 경우 노드 4-1의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는 슬롯 6의 OC 48
카드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노드 4-1이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면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는 슬
롯 5의 OC 48 카드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가 내부 ST3 클럭
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NS 15454 User
Documentation의 ONS 15454 타이밍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2 - 세 번째 노드가 행 시간 초과일 때의 구성 예



세 번째 노드의 라인 타이밍 경보

노드 4-1에 대해 노드 3-2에 대해 DUS SSM 메시지를 제외하고 동일한 경보가 보고됩니다.이 경보
는 네트워크 내의 타이밍 토폴로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ONS 15454가 라인 타이밍
(line timing)이고 광 카드의 특정 수신 회로를 기본 타이밍 참조로 사용하는 경우 타이밍 루프를 방
지하기 위해 해당 인터페이스를 다시 DUS SSM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DUS SSM 메시지는 라인 카드의 Provisioning(프
로비저닝) 탭 아래에서 해당 기능을 확인한 경우에만 전송됩니다.DUS SSM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벨소리가 끊어질 때 시간 토폴로지 변경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3 - 세 번째 노드가 라인 타임에 있을 때 생성되는 경보

네 번째 노드에서 BITS OUT 타이밍 참조 제공

마지막으로 구성된 노드는 노드 4-2입니다. Cisco Transport Controll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통해 타이밍 창으로 이동합니다.타이밍 모드의 줄
을 지정합니다.노드 4-2는 슬롯 6에서 옵티컬 카드를 확인하여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고, 라인
지정 시 슬롯 5의 옵티컬 카드를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도록 지시됩니다.

BITS OUT 핀과 ONS 15454 자체에는 사용할 타이밍 참조를 지정하는 별도의 필드가 있습니다.이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BITS 1 OUT, REF 1 필드는 슬롯 6, 포트 1로 설정됩니다. 그러면 노드 4-2는 슬롯 6의 OC 48
옵티컬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을 백플레인의 BITS 1 OUT 핀에 대한 기본 타이밍
참조로 수락합니다.

●

BITS 1 OUT, REF 2 필드는 슬롯 5, 포트 1로 설정됩니다. 다시, 이를 통해 노드 4-2는 슬롯 5의
OC 48 옵티컬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을 백플레인의 BITS 1 OUT 핀에 대한 보조
타이밍 참조로 수락합니다.

●

BITS 1 STATE 필드는 BITS 1 핀을 활성화하려면 IS에 배치됩니다.●

NE Reference REF 1 필드는 슬롯 6, 포트 1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노드 4-1은 슬롯 6의 OC 48
광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을 검토하여 주요 타이밍 소스를 찾도록 노드 4-1에 지
시합니다.

●

NE Reference REF 2 필드는 슬롯 5, 포트 1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노드 4-1은 슬롯 5의 OC 48
광 카드의 125마이크로초 SONET 패킷을 검토하여 보조 타이밍 소스를 찾도록 합니다.

●

노드 4-2는 슬롯 6의 OC 48 카드를 사용하여 노드 4-2가 초기화될 때 기본 타이밍 참조를 적용합니
다.노드 4-2는 이 OC 48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슬롯 5의 OC 48 카드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를
받습니다.노드 4-2는 기본 및 보조 타이밍 소스를 모두 수락할 수 없는 경우 TCC 카드에서 실행되
는 내부 ST3 클럭에서 세 번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Node 4-2는 보조 또는 세 번째 타이밍 소스를 수락하여 초기화하지만 나중에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Node 4-2 스위치가 이를 수락합니다.이는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되돌리기 옵션
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5분의 복귀 시간이 설정되는데, 이는 Node 4-2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노드 4-2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는 경우 노드 4-2의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는 슬롯 6의 OC 48
카드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노드 4-2가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면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는 슬
롯 5의 OC-48 카드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가 내부 ST3 클럭
에 의해 시간 조정됩니다.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NS 15454 User
Documentation의 ONS 15454 타이밍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4 - 4번째 노드가 행 시간 초과이고 BITS Out 참조를 제공한 경우의 예





라인 타이밍 및 네 번째 노드에서 BITS OUT 타이밍 참조 제공 경보의 경보

DUS SSM 메시지는 다음 hop Node 3-2가 라인 타이밍이고 인터페이스 슬롯 5, 포트 1을 노드 4-
2에 대한 기본 타이밍 참조로 사용하므로 다시 표시됩니다. ONS 15454는 ONS 15454가 특정 광학
카드를 타이밍 참조로 사용하는 경우 타이밍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인터페이스 아래로 DUS
SSM 메시지를 보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벨소리가 끊어질 때 시간 토폴로지 변경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BITS 1 백플레인 핀에 대한 LOS(신호) 경보의 손실도 표시됩니다.BITS 1 백플레인 핀이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핀에 물리적으로 와이어가 래핑된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BITS 1 IN 백플레인
핀에 수신 신호가 없습니다.

그림 25 - 4번째 노드에 대해 생성된 경보



4노드 ONS 15454 랩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OC 48 BLSR 링 토폴로지에 4개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노드 3-1은 마스터 역할을 하며 수신 BITS 1 IN 백플레인 핀을 통해 ST1 타이밍 참조를 제
공합니다.

링의 나머지 세 노드는 노드 3-1의 각 행 타이밍입니다. 노드 4-2는 또한 BITS 1 OUT 백플레인 핀을
통해 ST1 타이밍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 타이밍 참조가 링 주위에 시계 방향으로 수락되고 보조 타이밍 참조가 링 주위에 반시계
방향으로 수락된 간단한 타이밍 토폴로지입니다.

링이 끊어질 때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그림 2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PRS가 Lab 설정에서 링 주위에 시계 방향으로 인식되어 링을 안정적
으로 유지합니다.

그림 26 - PRS가 링 주위에 시계 방향으로 적용

그 반지는 이제 의도적으로 부러졌다.이렇게 하려면 노드 4-1과 노드 4-2 사이의 OC 48 링크를 해
제합니다.다음 섹션에서는 알람 창을 사용하여 링이 어떻게 복구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림 27은 Node 4-1과 Node 4-2 간의 링크가 끊어진 후 링의 재동기화 타이밍 토폴로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림 27 - 노드 4-1과 노드 4-2 간의 링크가 끊어진 경우의 토폴로지



노드 3-1은 백플레인의 BIT 1 핀을 통해 ST1 기본 타이밍 참조를 계속 허용합니다.이는 노드 3-1이
외부 시간, 라인 타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노드 3-1은 벨소리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드 4-1은 파이버 브레이크 업스트림이며 시계 방향 기본 타이밍 참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4-2는 파이버 브레이크로부터 다운스트림이며 시계 반대 방향 보조 타이밍 참조를 허용하도록
전환해야 했습니다.

또한 노드 3-2는 파이버 브레이크로부터 다운스트림이며 시계 반대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해야
합니다.

알람 화면을 사용하여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사항 설명

링이 중단된 후 개별 노드의 타이밍 변경 사항을 이해하려면 먼저 변경된 타이밍 토폴로지의 네트
워크 레벨 Cisco Transport Controller 보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28 - 수정 타이밍 토폴로지



이제 개별 노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노드의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각 ONS 15454에는 3개의 타이밍 소스(기본, 보조 및 3번째)가 있습니다.노드 3-1은 외부 타이밍에
대해 구성되며 다음 항목의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기본 —ONS 15454 백플레인의 BITS 1 핀●

보조 —TCC 카드의 내부 ST3 클럭●

세 번째 —TCC 카드의 내부 ST3 클럭●

기본 타이밍 참조 소스가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BITS 1 IN 백플레인 핀에 직접 연결되므로
노드 3-1은 링의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 3-1은 변경되지 않습
니다.

그림 29 - 노드 3-1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보 화면



두 번째 노드의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노드 3-2는 라인 타이밍에 대해 구성되며 다음 항목의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기본 —슬롯 6, 포트 1 옵티컬 캐리어 OC 48 라인 카드입니다.●

보조 —슬롯 5, 포트 1 옵티컬 캐리어 OC 48 라인 카드입니다.●

세 번째 —TCC 카드의 내부 ST3 클럭입니다.●

노드 3-2는 이 컨피그레이션의 벨소리 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이는 링에 삽입된 브레이크를 통해
링 주위에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본 타이밍 참조 소스의 타이밍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노드 3-2는 기본 타이밍 소스 손실을 감지하고 보조 타이밍 소스로 전환합니다.

그림 30 - 노드 3-2가 기본 타이밍 소스의 손실을 감지함



세 번째 노드의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노드 4-1은 라인 타이밍에 대해 구성되며 다음 항목의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기본 —슬롯 6, 포트 1 옵티컬 캐리어 OC 48 라인 카드입니다.●

보조 —슬롯 5, 포트 1 옵티컬 캐리어 OC 48 라인 카드입니다.●

세 번째 —TCC 카드의 내부 ST3 클럭입니다.●

노드 4-1은 이 컨피그레이션의 벨소리 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이는 링에 삽입되는 브레이크가 시
작되기 전에 노드 3-2에서 링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본 타이밍 참조에서 타이밍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벨소리가 링 중단에 대해 보고됩니다.

그림 31 - 벨울림에 고장 시 보고된 경보



네 번째 노드의 타이밍 토폴로지 변경

노드 4-2는 라인 타이밍에 대해 구성되며 다음 항목의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

Primary(기본) - 슬롯 6, 포트 1 OC 48 라인 카드입니다.●

Secondary - 슬롯 5, 포트 1 OC 48 라인 카드●

세 번째 - TCC 카드의 내부 ST3 클럭입니다.●

노드 4-2는 벨소리 중단의 영향을 받고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보조 타이밍 소스로 전환합니
다.이는 링에 도입된 브레이크 사이에 노드 3-2에서 링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본 타이밍 참조
에서 타이밍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경보가 울립니다.

그림 32 - 링 브레이크의 영향을 받는 노드 4-2



토폴로지 복구 시간(복귀)

각 노드에는 Lab 설정의 Cisco Transport Controller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되돌리기 옵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노드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손실하여 전환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할 때
보조 또는 세 번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해야 합니다.나중에 기본 타이밍 참조를 복구하는 경우 다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노드의 복귀 타이머도 5분으로 설정되었습니다.복귀 타이머는 노드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다시 유지한 후 다시 전환하여 허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랩 설정의 파이버 브레이크를 이제 복구했습니다.노드는 중단이 복구되었음을 인식하지만 복귀 타
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타이밍 토폴로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복귀 타이머는 5분 후 만료되며, 타이



밍 토폴로지는 각 노드가 노드 3-2의 BITS 1 핀에서 링을 시계 방향으로 왕복하는 ST1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는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림 33은 Fibre Break가 복구된 후 3분 후에 타이밍 토폴로지에 대한 Cisco Transport Controller 네
트워크 보기를 보여줍니다.노드는 파이버 중단이 복구되었지만 복귀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에 2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림 33 - Fiber Break가 복구되고 3분 후 타이밍 토폴로지의 Cisco Transport Controller Network
View

이러한 메시지는 노드별로 정렬됩니다.노드 4-1과 노드 4-2 간의 파이버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MN), 주(MJ) 및 위험(CR) 경보는 이제 흰색으로 표시됩니다.이는 노드 4-1 및 노드 4-2가 파이버
브레이크가 복구되었음을 감지했음을 나타냅니다.

노드 4-1의 DUS SSM 메시지도 흰색입니다.이는 노드 4-2가 노드 3-2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
하고 DUS를 노드 3-2로 다시 보내기 때문입니다. 노드 4-2는 이제 노드 4-1에서 복구된 파이버 링
크를 통해 노드 4-1에서 들어오는 유효한 기본 타이밍 참조를 가지고 있지만 복귀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노드 4-2가 다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ONS 15454는 타이밍을 수락하는 인터페이스에서 DUS만 다시 전송합니다.

그림 34는 5분 복귀 타이머가 만료된 직후에 창을 보여 줍니다.

그림 34 - 5분 복귀 타이머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노드별로 정렬됩니다.각 노드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Node 3-1 - BITS 1 핀에서 기본 타이밍 참조를 허용하므로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타이밍 토폴
로지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노드 3-2 — 파이버 브레이크가 발생할 때 기본 타이밍 참조 소스가 손실되었습니다.이것은 노
드 3-1의 시계 방향 기본 타이밍 참조에서 다운스트림이기 때문입니다. 노드 3-1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는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려면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노드 4-2는 파이버 브레
이크의 다운스트림이기 때문에 보조 타이밍 참조로 변경해야 합니다.노드 4-2는 노드 3-2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공된 보조 타이밍 참조를 수락합니다.노드 3-2의 첫 번째 경보는 DUS입
니다.이것은 노드 4-2가 시계 방향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하도록 전환했고 더 이상 노드 3-
2의 반시계 방향 보조 타이밍 참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ONS 15454는 타
이밍을 수락하는 인터페이스에 DUS만 다시 보냅니다.노드 3-2에 흰색으로 표시되는 두 번째
경보는 SWTOSEC(Switch To Secondary)입니다. 이는 Node 3-2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사용하
기 위해 탐지되고 다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

Node 4-1— Node 4-1의 경우 흰색으로 표시되는 유일한 타이밍 경보는 FAC 5-1(Facility)의
PRS입니다. 노드 4-2는 이제 노드 4-1이 전송하는 링 주위에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기본 타
이밍 참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DUS를 다시 보내는 이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드 4-1은 더 이상 이 인터페이스를 타이밍 참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ONS 15454는 타이밍을 수락하는 인터페이스에서 DUS만 다시 전송합니다.

●

Node 4-2 - Node 3-2에서 보조 타이밍 소스를 수락하도록 전환할 때 흰색으로 표시되는 처음
두 개의 타이밍 경보(SWTOSEC 및 PRS)가 발급됩니다. 이제 Node 4-2가 기본 타이밍 참조를
수락하도록 다시 전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보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흰색인 세 번째 타이밍

●



알람(SWTOSEC)은 노드 4-2의 BITS 1 인터페이스에서 보조 타이밍 참조로 전환되었음을 나
타냅니다.노드 4-2의 BITS 1 인터페이스도 이제 기본 타이밍 소스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메시지
는 이제 흰색으로 표시됩니다.Node 4-2 자체와 BITS 1 인터페이스에서 흰색으로 표시되는 마
지막 2개의 타이밍 알람(SYNCPRI)입니다.이는 둘 다 기본 타이밍 참조를 손실했음을 나타냅
니다.기본 타이밍 참조가 복원되었으므로 이러한 메시지는 이제 흰색으로 표시됩니다.그림
35는 모든 경보가 지워진 후 최종 활성 경보 창을 보여줍니다.

그림 35 - 최종 활성 경보 창

타이밍 토폴로지가 원래 컨피그레이션으로 되돌아간 경우 각 노드는 링 주위에 기본 타이밍 참조를
시계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림 36 - 각 노드가 링 주위에 시계 방향으로 1 차 타이밍 참조 수락



알람/조건 및 문제 해결 시간(소프트웨어 레벨에 따라 다름)

이 섹션에서는 알람 및 조건의 타이밍에 대해 설명합니다.또한 문제 해결 또는 해결을 위한 팁과 절
차를 제공합니다.

FRNGSYNC

FRNGSYNC(Free-run Synchronization)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류입니다.

보고 ONS 15454는 자유 실행 동기화 모드에 있습니다.외부 타이밍 소스가 비활성화되고 노드가 내
부 시계를 사용하거나 ONS 15454에서 지정된 BITS 타이밍 소스를 손실했습니다.

FRNGSYNC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ONS 15454가 자체 내부 시계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경보를 무시하십시오.1.
ONS 15454가 외부 타이밍 소스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경우 BITS 타이밍 소스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BITS 타이밍 소스의 일반적인 문제로는 뒤집어진 배선 및 잘못된 타이밍 카드가
있습니다.

2.

FSTSYNC

FSTSYNC(Fast Start Synchronization)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경보입니다.



FSTSYNC 모드는 ONS 15454가 새 타이밍 참조를 선택함을 의미합니다.이전 타이밍 참조가 실패
했습니다.이 정보 경보는 약 30초 후에 사라집니다.

HLDOVERSYNC

HLDOVERSYNC(Holdover Synchronization)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보입니다.

기본 또는 보조 시간 참조가 손실되면 HLDOVERSYNC 경보가 발생합니다.타이밍 입력의 라인 코
딩이 ONS 15454의 컨피그레이션과 다를 때 타이밍 참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노드
참조 클록을 선택할 때도 발생합니다.이 경보는 ONS 15454가 중단된 후 ST3 레벨 타이밍 디바이
스인 ONS 15454 내부 참조 시계를 사용함을 나타냅니다.기본 또는 보조 타이밍이 다시 설정되면
경보가 지워집니다.

HLDOVERSYNC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타이밍과 관련된 추가 경보를 확인합니다.1.
로컬 사이트 사례에 따라 기본 및 보조 타이밍 소스를 다시 설정합니다.2.

LOF(TCC+)

LOF(Loss of Frame)(TCC+)는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보입니다.

TCC+ BITS 입력의 포트는 수신 BITS 타이밍 참조 신호에서 LOF를 탐지합니다.LOF는 수신 ONS
15454에서 수신 데이터의 프레임 설명이 손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절차에서는 BITS 타이밍 참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합니다.또한 노드가 켜지는
동안 경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TCC+에서 LOF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라인 프레이밍 및 라인 코딩이 BITS 입력과 TCC+ 간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1.
Cisco Transport Controller에서 경보를 보고하는 슬롯 및 포트를 확인합니다.2.
외부 BITS 타이밍 소스의 코딩 및 프레이밍 형식을 찾습니다.외부 BITS 타이밍 소스 또는 타
이밍 소스 자체에 대한 사용자 문서에 있습니다.

3.

Provisioning > Timing 탭을 클릭하여 General Timing 창을 표시합니다.4.
코딩이 BITS 타이밍 소스(B8ZS 또는 AMI)의 코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5.
코딩이 일치하지 않으면 메뉴를 표시하려면 Coding을 클릭합니다.적절한 코딩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Cisco ONS 15454 트러블슈팅 및 참조 설명서 36페이
지78페이지/12576-01 2001년 6월 PalmOS용 경보 문제 해결

6.

프레이밍이 BITS 타이밍 소스의 프레이밍(ESF 또는 SF [D4])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7.
프레이밍이 일치하지 않으면 메뉴를 표시하려면 프레이밍(Framing)을 클릭합니다.적절한 프
레이밍을 선택합니다.참고: B8ZS 코딩 필드는 일반적으로 타이밍 하위 탭의 프레이밍 필드에
서 ESF와 페어링되며 AMI 코딩 필드는 일반적으로 프레이밍 필드의 SF(D4)와 페어링됩니다.

8.

라인 프레이밍 및 라인 코딩이 BITS 입력과 TCC+ 간에 일치할 때 경보가 지워지지 않으면
TCC+ 카드를 교체합니다.참고: 카드를 동일한 유형의 카드로 교체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변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스투



STU(동기화 추적 알 수 없음)가 경고되지 않았습니다.

STU 경보는 보고 노드가 SSM(Synchronous Status Messaging)을 지원하지 않는 참조로 시간 초과
될 때 발생합니다.SSM은 타이밍 소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SONET 프로토콜입니다
.SSM 메시지는 SONET 라인 레이어의 S1 바이트에서 전달됩니다.SSM을 사용하면 SONET 장치
가 최고 품질 타이밍 참조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타이밍 루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ONS 15454는
SSM을 지원합니다.이 경보는 보고 노드가 SSM을 활성화했지만 타이밍 소스가 SSM을 지원하지
않거나 보고 노드가 SSM을 활성화하지 않았지만 타이밍 소스가 SSM을 지원함을 나타냅니다.

STU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선택합니다.1.
[동기화 메시징]을 선택한 경우 선택을 취소합니다.Sync Messaging(동기화 메시징)을 선택하
지 않은 경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Apply를 클릭합니다.3.

스와토트리

Switched to Primary(SWTOFRI )는 경고되지 않습니다.

ONS 15454가 기본 타이밍 소스로 전환되었습니다(참조 1). ONS 15454는 3개의 순위 타이밍 참조
를 사용합니다.타이밍 참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BITS 레벨 또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조입니
다.

참고: 이것은 경보가 아니라 조건입니다.정보 전용이며 트러블슈팅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SWTOSEC

Switched to Secondary(SWTOSEC)는 경고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

Cisco ONS 15454 트러블슈팅 및 참조 설명서 56페이지●

78페이지/12576-01 2001년 6월 PalmOS용 경보 문제 해결●

ONS 15454가 보조 타이밍 소스로 전환되었습니다(참조 2). ONS 15454는 3개의 순위 타이밍 참조
를 사용합니다.타이밍 참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BITS 레벨 또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조입니
다.

SWTOSEC을 지우는 SYNCPRI 경보 등 기본 소스의 장애와 관련된 경보를 조회하고 트러블슈팅합
니다.

SWTOTHIRD

Switched to Third(3으로 전환)(SWTOTHIRD)는 경고되지 않습니다.

ONS 15454가 세 번째 타이밍 소스로 전환되었습니다(참조 3). ONS 15454는 3개의 순위 타이밍 참
조를 사용합니다.타이밍 참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BITS 레벨 또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조입
니다.

SYNCPRI 및 SYNCSEC 경보와 같은 기본 및 보조 참조 소스의 장애와 관련된 경보를 찾아 트러블
슈팅하여 SWTOTHD를 지웁니다.



SYNCPRI

SYNCPRI(Loss of Timing on Primary Reference)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보입니다.

ONS 15454에서 기본 타이밍 소스(참조 1)가 손실되면 SYNCPRI 경보가 발생합니다. ONS
15454는 세 가지 순위 타이밍 참조를 사용합니다.타이밍 참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BITS 레벨 또
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조입니다.SYNCPRI가 발생할 경우 ONS 15454는 보조 타이밍 소스(참
조 2)로 전환해야 합니다.이 스위치는 SWTOSEC 경보도 트리거합니다.

TCC+ 카드에서 SYNCPRI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보고 TCC+ 카드의 카드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선택합니
다.

1.

NE Reference의 REF-1에 대한 현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2.
기본 참조가 BITS 입력인 경우 41페이지의 "LOS(OC-N)" 섹션에 있는 절차를 수행합니다.3.
기본 참조 클럭이 ONS 15454의 수신 포트인 경우 기본 참조 시계를 확인합니다.4.

SYNCSEC

SYNCSEC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

Cisco ONS 15454 트러블슈팅 및 참조 설명서의 57페이지●

Palm OS 78-12576-01에 대한 경보 문제 해결 2001년 6월●

ONS 15454에서 보조 타이밍 소스(참조 2)가 손실된 경우 SYNCSEC(Asternary Reference)에서 타
이밍 손실이 발생합니다. ONS 15454는 3개의 순위 타이밍 참조를 사용합니다.타이밍 참조는 일반
적으로 두 개의 BITS 레벨 또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조입니다.SYNCSEC가 발생할 경우 ONS
15454는 ONS 15454에 대한 유효한 타이밍을 얻으려면 세 번째 타이밍 소스(참조 3)로 전환해야 합
니다. 이 스위치는 SWTOTHIRD 경보도 트리거합니다.

TCC+ 카드에서 SYNCSEC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보고 TCC+ 카드의 카드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선택합니
다.

1.

REF-2의 현재 컨피그레이션에서 NE Reference를 확인합니다.2.
보조 참조가 BITS 입력인 경우 41페이지의 "LOS(OC-N)" 섹션에 있는 절차를 수행합니다.3.
보조 타이밍 소스가 ONS 15454의 수신 포트인 경우 보조 타이밍 소스를 확인합니다.4.

동기화

SYNCTHD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보입니다.

ONS 15454에서 세 번째 타이밍 소스(참조 3)가 손실되면 Loss of Timing on Third Reference
(SYNCTHD) 경보가 발생합니다. ONS 15454는 세 가지 순위 타이밍 참조를 사용합니다.타이밍 참
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BITS 레벨 또는 라인 레벨 소스와 내부 참조입니다.SYNCTHIRD가 발생
하고 ONS 15454에서 소스 3에 대한 내부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 TCC+ 카드가 실패했을 수 있습니
다.ONS 15454는 SYNCTHD 이후에 FRNGSYNC 또는 HLDOVERSYNC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TCC+ 카드에서 SYNCTHROD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보고 TCC+ 카드의 카드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Timing(타이밍) 탭을 선택합니
다.

1.

REF-3의 현재 컨피그레이션에서 NE Reference를 확인합니다.2.
세 번째 타이밍 소스가 BITS 입력인 경우 41페이지의 "LOS(OC-N)" 섹션에 있는 절차를 수행
합니다.

3.

세 번째 타이밍 소스가 ONS 15454의 수신 포트인 경우 타이밍 소스를 확인합니다.4.
세 번째 타이밍 소스가 내부 ONS 15454 타이밍을 사용하는 경우 TCC+ 카드에서 소프트웨어
재설정을 수행합니다.Cisco Transport Controller 노드 보기를 표시합니다.알람을 보고하는 슬
롯 위에 커서를 놓습니다.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RESET CARD(카드 재설정)를 선택
합니다.

5.

이 작업에서 알람을 지우지 못할 경우 TCC+ 카드를 물리적으로 재설정합니다.6.
재설정이 경보를 지우지 못할 경우 TCC+ 카드를 교체합니다.7.

자세한 내용은 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Cisco ONS 15454 문제 해결 가이드 2장 - 릴리스 4.1.x 및 릴리스 4.5(경보 문제 해결)●

참고: 카드를 동일한 유형의 카드로 교체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 월차트

이 PDF 월차트를 사용하여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warp/customer/127/Timing/time-wallchart1.pdf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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