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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ONS 15454 Release 3.10 소프트웨어(릴리스 3.10-001K-17.01)를 실행하는
UPSR(Unidirectional Path Switched Ring) 및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ing Ring) 토폴로지에
대해 VT(가상 지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VT Matrix 기능에 대한 설명과 예는 15454 XC 및 XC-VT Switching Matrix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Cisco ONS 15454 Troubleshooting and Maintenance Guide에는 XC(Cross Connect),
XCVT(Cross Connect Virtual Destination) 및 XC10G 카드의 세부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카드를 설치하기 전에 회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ONS 15454를 사용하면 트래픽 카드를 설
치하기 전에 슬롯과 회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빈 슬롯을 프로비저닝하려면 카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에서 카드를 선택합니다.그러나 카드를 설치하고 포트에 연결
할 때까지 회로는 트래픽을 전달하지 않습니다.절차에 대해서는 카드 프로비저닝 문서에서 옵티컬,
전기 및 이더넷 카드를 설치하고 포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카드를 설치한 후 포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회로가 트래픽을 전달하기 전에 포트를 작동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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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합니다.카드가 설치되고 포트가 작동 중이면 신호가 수신되는 즉시 회로가 트래픽을 전달합
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ONS 15454 Release 3.10 소프트웨어(릴리스 3.10-001K-17.01)를 기반으
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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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 및 VTT 터널 생성

참고: 일관성 있는 대역폭 관리를 염려하는 경우 터널이 각 노드를 변환하고 각 노드에서 VT 매트릭
스를 최대화하도록 하려면 수동으로 두 개의 VTT 터널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UPSR 터널 시나리오 - 4노드 UPSR 링

이 예에서는 노드 B에서 D로 생성된 터널이 있는 4노드 UPSR으로 시작합니다.

Circuits(회선) 아래에서 회로를 생성하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 Type(유형)을 선택합니다.이 경
우 VT 터널입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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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노드를 선택한 다음 대상 노드를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소스 노드 B의 VTT가 대상 노
드 D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

이 시점에서는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상자를 선택 취소하여 수동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
니다.이 예에서는 자동으로 라우팅합니다.계속하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

3.

회로가 생성되면 회선 목록에서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

4.



이때 OC(Optical Carrier) 카드에 UNEQ-P 알람이 표시됩니다.이 예에서는 OC48 카드를 사용
합니다.이 경보는 터널에 라이브 신호가 발생하면 지워집니다
.

5.

네트워크 보기에서 스팬 라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ircuits를 선택하여 터널을
확인하고 어떤 STS(Synchronous Transport Signal)가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 경
우에는 STS 1입니다

.

6.

회선 목록에서 VTT를 강조 표시한 다음 Edit(편집) 및 check detailed map(세부 맵)을 선택하7.



면 회로 경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두 번째 터널 생성

두 번째 터널은 수동으로 생성됩니다.두 번째 터널은 링의 반대쪽 주위의 동일한 STS에 생성해야
합니다.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동으로 라우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시스템이 두 번째 터널
을 자동으로 라우팅하도록 허용할 경우 다음 순차적 STS에 설정합니다.이러한 경우 VT를 자동으로
만들면 다른 STS에서 작업 및 보호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터널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확인합니다.이를 생성한 후에는 회선 목록에서 볼 수 있습
니다.

스팬 라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ircuits(회선)를 선택하여 두 번째 터널이 어떤
STS를 타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UPSR에서 수동으로 터널 생성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2단계의 지침을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Route Automatically(자동 경로)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
고 Next(다음)를 클릭하여 터널을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

1.

스팬 라인을 화살표로 변경하려면 소스 노드를 선택합니다

.

2.

방향을 선택하면 선이 흰색으로 바뀝니다.Add Span을 클릭합니다

.

3.

범위를 추가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어 다음 방향 범위를 지정합니다4.



.
다음 범위를 클릭하고 추가합니다

.

5.

마침을 클릭합니다.이 시점에서 터널이 회선 목록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트워
크 보기에서 스팬 라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터널이 있는 STS를 확인합니다
.보호 측면 터널로 이동하여 반대쪽 링 주위의 동일한 STS에서 생성되도록 하려면 범위를 추
가하기 전에 STS를 선택합니다.이렇게 하면 각 터널을 처리하기 위해 동일한 STS를 받게 됩
니다
.

6.

이제 터널의 28개 VT를 모두 채우기 위해 VT1.5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회로로 이동하
여 VT를 생성합니다.참고: 터널이 서로 다른 STS에 있는 경우 한 터널에서 하나의 경로를 얻

7.



고 두 번째 경로는 동일한 STS에서 계속됩니다.하지만 터널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터널은 대
역폭을 최대화하기 위해 터널 사용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참고: Cisco ONS 15454 Installation
and Operations Guide의 Circuit and Tunnels 장을 참조하십시오.

4단계:자동으로 VT 회로 생성

VT 회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이 절차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여기에서 B/s3/S1/V1-1에서 D/s13/S1/V1-1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와 대상이
있는 경우 Next를 클릭합니다.회선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다시 체크 인하고 마침을 클
릭합니다
.

1.

이 시점에서 전송 노드에 VT 터널을 생성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VT를 기존 터널로 전
환하려면 No를 클릭합니다
.

2.



회로가 생성되면 스팬 회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VT가 어떤 터널을 사용하는

지 확인합니다. 이 예
에서는 VTC_B::26이 TUN_B::24. STS1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3.

스팬 라인의 다른 방향을 보면 어떤 터널과 어떤 STS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예에서는 VTC_B::26이 STS1에도 있음을 보여 줍
니다

4.



.

5단계:대체 시나리오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2단계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새 VTT를 생성하고 해당 특정 터널에 VT1.5를 배치합니다.

스팬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면 VT가 배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터널 TUN_B::28이 생성되고 VTC_B::29가 터널 내부에 배치됩니다.

참고: 새 터널을 생성하려면 Yes(예)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존재하는 두 개의 터널을 채울 때까지 새



터널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6단계:수동으로 VT 회로 생성

VT를 수동으로 생성하여 터널 내부에 배치하고 보호 및 작업할 STS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ircuits > Create > VT를 선택하여 이 절차를 시작한 다음 포트와 함께 소스 및 대상을 선택하
고 Route Automatically 상자를 선택 취소합니다
.

1.

전송 VTT를 생성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No(아니요)를 클릭하고 터널을 선택할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스팬 라인을 화살표로 전환하려면 소스 노드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3.



.
노드 B에서 D를 가리키는 두 개의 화살표는 터널을 나타냅니다.화살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작동 중인 터널 경로입니다.Add Span을 클릭합니다

.

4.

다른 화살표를 선택합니다.VT의 보호 경로입니다5.



. 회로가 생성되
면 회로 목록에 VTC_로 표시됩니다
.

올바른 STS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선 정보를 가져오려면 범위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로 클릭합니다.참고: UPSR 토폴로지에서 VT와 VTT를 정리하려면 VTT를 동일한 STS에 수동
으로 생성한 다음 터널 내에 VT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생성
할 수 있습니다.

6.

7단계:BLSR에서 VTT 생성

BLSR 컨피그레이션에서 VTT를 생성할 때는 보호 경로가 상속되므로 하나의 터널만 생성해야 합니
다.BLSR과 함께 경로 자동 기능을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B에서 D로 터널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Circuits > Create를 선택하고 VT 터널을 선택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

1.

BLSR에서는 시스템이 사용자가 통과하는 전체 노드에서 완전히 사용 가능한 STS에 회선만
생성하므로 터널을 자동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2.

Review Route Before Creation(생성 전 경로 검토)을 선택하면 회선 계획이 수행할 경로를 시
각적으로 확인하고 이 시점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로 목록에 회로를 추가하려면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

4.

터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로를 표시하려면 Network(네트워크) 보기에서 범위를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참고: 터널을 수동으로 생성하도록 선택한 경우 유일한 차이
점은 Route Automatically(자동 경로)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고 이전 단계처럼 진행한다는 것입
니다

.

5.

8단계:터널에 VT 자동 추가

터널에 VT를 자동으로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Circuits > Create(회선) 아래에서 VT를 선택하고 소스 및 대상 노드의 슬롯과 포트를 선택합니
다.이 예에서는 B/s3/S1/V1-1에서 D/s13/S1/V1-1로 이동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

1.



경로를 자동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면 Finish를 클릭합니다
.

2.

회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회선 목록과 스팬을 Network(네트워크) 보기로 확인합니다
.참고: Route Automatically(자동 라우팅)를 선택하면 VT가 여유 공간이 있는 첫 번째 순차적
STS에 배치됩니다.STS를 채우면 시스템은 VT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다음 STS 터널로
이동합니다.

3.

회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Network view span 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4.



다.
VT를 터널 내부에 배치하고 선택한 범위를 선택하려면 수동으로 VT를 생성합니다.동일한 시
간 로트에 있지 않은 범위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5.

9단계:VTT를 생성하는 기타 방법



VTT를 만들려면 먼저 VT를 만듭니다.

전송 노드에서 VTT를 생성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하여 VTT를 생성하고 VT를
그 안에 넣습니다
.

1.

회로를 확인하려면 회선 목록을 확인합니다
.

2.

또는 네트워크 보기에서 스팬 라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회로를 살펴봅니다

.

3.

이 지점에서 No를 클릭하면 터널 없이 VT가 추가됩니다
.

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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