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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링을 모니터링하는 양방향 회로를 만드는 간단한 절차를 보여 주는 랩 설정을 제공
합니다.회로는 DS1 또는 DS3 보드에 있는 포트의 전송 레그에서 시작하여 링을 통과합니다.동일한
보드의 두 번째 포트에서 원래 포트의 반환 레그로 물리적으로 루프됩니다.이 문서의 절차는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ed Ring) 및 UPSR(Unidirectional Path Switched Rings)의 회로에
사용됩니다.

참고: 모니터링 회로는 양방향 내장 회로에서만 수행됩니다.모니터링은 DS1/DS3/EC1 카드에서 테
스트 집합에 대한 단방향 회로 경로를 구축합니다.단방향(단방향 회로)을 모니터링할 브로드캐스트
비디오와 같은 드롭 회로를 생성합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토폴로지에서 모니터링 회로의 엔드포인트는 동일
한 노드의 같은 보드에 있습니다.이 절차는 엔드포인트가 별도의 노드에 있는 별도의 보드에 있는
경우 동일하게 작동합니다.이 절차는 UPSR, BLSR, Linear와 같은 다양한 토폴로지 유형에 대해 수
행됩니다.모니터 회로는 EtherSwitch 유형 회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ONS 15454 링/토폴로지 구성●

ONS 15454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 GUI 사용●

Tberd DLI 또는 유사한 테스트 집합을 사용합니다.●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분석용 옵티컬 분석기(OSA(Optical
Spectrum Analyzer)는 사용되지 않음)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모든 Cisco ONS 15454 Software Versions 2.x 이상에 적합합니다.그러나 이 소프
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ONS 15454 Software 버전 3.0.3, 3.1.x, 3.2.x, 3.3.x 및 3.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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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십시오.

모니터링 회선 연결, 테스트 및 생성

이러한 절차에서는 테스트 집합이 포트 2에 연결됩니다. 포트 1은 클래스 5 스위치에 연결된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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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입니다.연결 및 신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두 포트(포트 1 라이브 트래픽)에서 (포트 2 모
니터 회로) 사이에 일시적으로 로컬 단방향(단방향) 회로가 생성됩니다.회로가 링을 통과한다.그런
다음 모니터링 회로가 포트 2에 생성됩니다. 테스트 세트는 테스트 세트의 수신 입력과 DSX 패널의
모니터 또는 전송 잭 사이에 직접 연결됩니다.포트 1의 라이브 트래픽과 일치하도록 올바른 코딩 및
형식을 사용하도록 테스트 세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isco ONS 15454 참조 가이드,
릴리스 3.4에서 얻은 이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보조 회로를 설정하여 기본 양방향 회로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이 그림은 모니터 회
로의 예를 보여줍니다.노드 1에서는 EC1-12 카드의 포트 1에서 VT1.5가 삭제됩니다.VT1.5 트래픽
을 모니터링하려면 테스트 장비가 EC1-12 카드의 포트 2에 연결됩니다.포트 2에 대한 모니터 회로
는 CTC에서 프로비저닝됩니다.회로 모니터는 단방향입니다.이 그림의 모니터 회로는 EC1-12 카드
의 포트 1에서 수신한 VT1.5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EtherSwitch 회로는 모니터 회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드 1에서 모니터링 회로는 포트 2의 전송 레그를 통해 슬롯 2의 테스트 세트(DS1-14/DS3/EC1)
카드의 수신 측으로 시작합니다. 라이브 양방향 신호가 링을 통과합니다.노드 2를 통과하고 DS1-
14/DS3/EC1 카드의 포트 2에서 수신 레그에 도착합니다.회로는 물리적으로 루프되거나 포트 2
DS1/DS3/EC1 카드의 원엔드 노드 2에서 소프트웨어가 루프됩니다.그런 다음 신호가 다시 루프를
반복하고, 리턴하고, 링을 반대 방향으로 통과하여 노드 1로 이동합니다.

비트 오류율 테스트 집합 연결

이 단계를 완료하여 포트 2의 분석기를 연결하고, 원거리의 노드 2에 있는 슬롯 2에 있는 DS1-14 카
드의 포트 1을 물리적으로 루프합니다.

노드 1에서 분석기는 슬롯 2의 DS1-14 카드의 포트 2에 연결됩니다.분석기가 포트 2에 접속되
면 노드 1에 루프백을 삽입하지 않고 포트 1에 AIS(Alarm Indication Signal)-DS1 조건이 표시
됩니다.참고: AIS는 테스트 세트에 대한 올인원 출력입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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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1에서 슬롯 2의 DS1-14 카드에 있는 포트 2를 물리적으로 루프합니다.2.

연결된 장치 테스트

DS1-14 카드의 포트 1 및 2에서 연결 간의 임시 테스트 회로를 생성하여 연결을 테스트합니다.임시
회로의 이름은 TEST1입니다.

DS1-14 카드에 이러한 포트를 In-Service로 배치하여 포트 1 및 2를 활성화합니다
.

1.



DS1-14 카드의 포트 1 및 2가 활성화되면 AIS-DS1 조건이 표시됩니다
.

DS1-14 카드의 포트 1 및 2가 사용 중일 때 AIS 경보가 생성됩니다
.

2.



DS1-14 카드의 노드 1, 슬롯 2, 포트 1에서 노드 2, 슬롯 2, 포트 1에 대한 연결 및 노드 1, 포트
2(테스트 세트에 대한 단방향 회로)에서 모니터 회로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테스트 회로의 소스(노드 1)는 DS1-14 카드의 포트 1입니다.회선 유형 및 DS#을 선택합니다

3.



. 테스트 회로의
대상(노드 1)은 DS1-14 카드의 포트 2입니다.회선 유형 및 DS#을 선택합니다

.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임시 테스트 회로 생성을 확인합니다.단방향 회로는 테스트 세트 모니터링 잭(수신
잭)에 구축됩니다

.
2단계에서 생성된 AIS 경보가 이제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4.



포트 2에서 물리적 루프를 열면 다음과 같이 신호 손실(LOS) 경보가 발생합니다
.

포트 2에서 물리적 루프를 닫으면 AIS 경보가 지워집니다
.

5.



이제 임시 테스트 회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6.

링 주위에 모니터링 회로를 구축하기 전에 경보 목록을 확인하여 오류 조건이 없는지 확인합
니다
.

7.



3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회로 예 생성

모니터링 회로는 4개의 수동으로 구성된 상호 연결(XC/XCVT)을 사용합니다. 노드 1의 두 XC는 슬
롯 2의 DS1-14 카드에 있는 포트 1과 2에서 슬롯 5와 13에 있는 OC-48(Optical Carrier-48) 카드로
이동합니다. 노드 2와 3에 있는 XC/XCVT는 슬롯 5와 13에 있는 OC-48 카드에서 이동합니다. 모니
터링 회로를 TEST2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웃바운드 모니터링 경로를 보여 줍니다. 회로가 링을 돌
립니다.

참고: 모니터링 회로(단방향 회로)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수동으로 구성됩니다.



노드 3에서 모니터링 회로를 수동으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첫 번째 XC는 슬롯 2에 있는
DS1-14 카드의 포트 1에서 슬롯 5에 있는 OC-48 카드의 포트 1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슬롯 2, 포트 1, STS 1, VT 1에서 슬롯 5, 포트 1, STS 1, VT 1입니다
.

1.

노드 2에서 두 번째 XC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XC는 슬롯 5의 OC-48 카드의 포트 1에서 슬
롯 13의 OC-48 카드의 포트 1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슬롯 5, 포트 1, STS 1, VT 1에서
슬롯 13, 포트 1, STS 1, VT 1입니다
.

2.



노드 1에서 세 번째 XC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XC는 슬롯 5의 OC-48 카드의 포트 1에서 슬
롯 13의 OC-48 카드의 포트 1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슬롯 5, 포트 1, STS 1, VT 1에서
슬롯 13, 포트 1, STS 1, VT 1입니다
.

3.

XC를 생성하는 동안 여기에 표시된 경보와 같이 일부 경보가 생성됩니다.경보 LOS 및 AIS-
VT를 무시합니다
.

4.



노드 3에서 최종 XC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XC는 슬롯 2의 DS1-14 카드의 포트 2에서 슬롯
13의 OC-48 카드의 포트 1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슬롯 2, 포트 2, STS 1, VT 2에서 슬
롯 13, 포트 1, STS 1, VT 1입니다
.

모니터링 회로가 생성되고 루프백이 제자리에 배치되고 포트가 In-Service에 배치된 후, 4단계
의 경보를 지웁니다
.

5.



테스트 세트에 생성된 경보도 지워집니다
.

테스트를 수행하여 모니터링 회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노드 3에서 슬롯 2의 DS1-14
카드에 있는 포트 2에서 물리적 루프를 제거하면 AIS 경보가 나타납니다
.

6.



Network View(네트워크 보기)에서 모니터링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경보가 지워집니다
.

7.



   

이제 모니터링 회로 구성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회선을 사용하여 링을 모니터링할 준비가 되
었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ONS 15454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릴리스 3.1●

Cisco ONS 15454 문제 해결 및 유지 관리 가이드, 릴리스 3.1●

Cisco ONS 15454 릴리스 정보●

ONS 15454 Product Support 페이지●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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