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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ONS 15454 셸프에서 AIP(Alarm Interface Panel) 보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주의: E 시리즈 카드에서 종료되는 멀티 카드(연동) 프로비저닝된 이더넷 회로는 복구되지 않으며
이러한 특정 회로를 삭제하고 생성해야 합니다.이는 이 절차를 수정할 때 2.2.0에서 4.6까지 모든 소
프트웨어 릴리스에 적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경

AIP는 15454 노드의 MAC 주소를 저장합니다.이 주소는 모든 회로에 대한 참조 역할을 합니다
.AIP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노드의 MAC 주소를 변경하고 이 새 주소를 회선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IP 보드는 아래와 같이 하단 후면판 덮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지 보수 기간 동안 이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있고 회선 목록이 컴퓨터에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경보 인터페이스 패널 교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해당 노드의 이전 MAC 주소를 가져옵니다(0일 수 있음).참고: MAC 주소는 노드 레벨 프로비
저닝 > 네트워크 탭에 나타납니다.

1.

해당 노드의 AIP 카드를 변경합니다.ONS 15454 백플레인의 하단 부분에는 6-32 x 1/2인치 나
사 5개로 고정되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보호기가 있습니다.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이 항목을 제
거합니다.AIP에서 투명 플라스틱 덮개를 분리합니다.AIP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 2개를 나사로
고정합니다.양쪽의 패널을 잡습니다.후면판에서 패널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팬 트레이 어셈
블리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새 AIP에 팬 트레이 어셈블리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DIN(Deutsche Industrial-Norm) 커넥터를 사용하여 후면판에 패널을 연결하여 새 AIP를 백플
레인에 배치합니다.창을 백플레인에 고정시키는 나사를 교체합니다.

2.

타이밍, 통신 및 Control Plus(TCC+) 카드를 한 번에 하나씩 재설정합니다.참고: 첫 번째
TCC+ 카드가 경보 없이 완전히 다시 작동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두 번째 TCC+
카드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3.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4.
회로 검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복구가 필요한 회선을 제외하고 모든 회선이 "활성"입니
다.참고: 이러한 단계를 모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복구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5.

회로를 수리한다.CTC 메뉴에서 도구 > 회로 복구를 선택합니다.이 창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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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AIP 카드를 교체한 노드를 선택합니다.7.
새 AIP 보드의 이전 MAC 주소(1단계)와 새 MAC 주소(노드 보기, 프로비저닝 > 네트워크)를
입력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8.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이 창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

9.



   

마침을 클릭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10.

다음을 확인합니다.

회선 목록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든 항목은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

이 프로세스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관련 정보

옵티컬 기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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