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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는 Cisco CTM(Transport Manager)를 EMS(Element Management System)로 사용하여 Cisco
ONS 15454의 트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하며, 네트워크 전반의 결함 및 경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Cisco CIC(Information Center)를 NMS(Network Management System)로 권장합니다.이 문서
를 Hewlett-Packard OpenView(HPOV)와 같은 기존 결함 관리 플랫폼과 함께 기본 인터페이스로 사
용하여 결함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ONS 15454가 트랩을 전송하는 방법, 트랩 내용 및 HPOV와 같은 결함 관리 플랫폼
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트랩을 해독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ONS 15454의 다양한 릴리스에서
이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차이점을 강조 표시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트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트랩을 정의하는 MIBS(Management Information Base System)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합
니다.

이 문서는 ONS 15454 User Documentation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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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ONS 15454 Traps에 대한 설명

ONS 15454는 SNMP 트랩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작동 중에 발생한 경보 상태를 상위 레
벨 관리 시스템에 알립니다.ONS 15454 Software Release 2.2용 MIBS는 다음 세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urrentRegistry.mib●

현재TC.mib●

ceent454.mib●

이러한 파일의 이름은 ONS 15454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릴리스 4.6 이후 MIBS 모듈의 이름을 나타
내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다음 MIBS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CURRENT-GLOBAL-REGISTRY.mib●

CERENT-TC.mib●

CERENT-454-MIB.mib●

CERENT-GENERIC-MIB.mib(ONS 15327에만 해당)●

CISCO-SMI.mib●

CISCO-VOA-MIB.mib●

CERENT-MSDWDM-MIB.mib●

CISCO-OPTICAL-MONITOR-MIB.mib●

CERENT-FC-MIB.mib●

참고: CiscoV2 디렉토리의 CERENT-MSDWDM-MIB.mib 및 CEENT-FC-MIB.mib는 64비트 성능 모
니터링 카운터를 지원합니다.그러나 CiscoV1 디렉토리의 각 SNMPv1 MIB는 64비트 성능 모니터
링 카운터를 포함하지 않지만 해당 64비트 카운터의 하한 및 더 높은 단어 값을 지원합니다
.CiscoV1 및 CiscoV2 디렉토리에 있는 다른 MIB 파일은 컨텐츠와 동일하며 형식만 다릅니다.

참고: 서로 다른 MIB 파일은 각각 ONS 15454(또는 ONS 15454 SDH) 및 ONS 15327에 사용됩니다
.CERENT-454-MIB.mib 파일에는 ONS 15454(SONET 및 SDH 플랫폼 모두)와 관련된 객체 및 트
랩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CERENT-GENERIC-MIB.mib 파일에는 ONS 15327과 관련된 개체 및 트
랩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ONS 15454 또는 ONS 15454 SDH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프로
비저닝할 때 CERENT-454-MIB.mib 파일을 사용하십시오.ONS 15327에 대한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프로비저닝할 때 CERENT-GENERIC-MIB.mib 파일을 사용합니다.

SNMP의 고유한 기능은 MIBS의 특정 버전이 항상 동일한 파일의 모든 이전 버전과 호환된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 릴리스 3.0 배포 CD의 CERENT-454-MIB.mib 파일은 소프트웨어 버전 릴리스
2.2.3, 2.2.1, 2.0 등과 호환됩니다.모든 SNMP MIBS의 필수 속성입니다. Cisco OTBU(Optical
Transport Business Unit) 전용 MIBS 파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ONS 15454에서 트랩 구조

ONS 15454의 트랩은 current454.mib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릴리스 3.0의 CERENT-454-
MIB.mib 파일입니다. ONS 15454에서 생성된 트랩은 경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개체 ID를 포함합
니다.엔티티 식별자는 어떤 엔티티가 알람을 생성했는지 고유하게 식별합니다(슬롯, 포트,
STS[Synchronous Transport Signal], VT[Virtual Fasourage],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ed
Rings], STP[Spanning-Tree Protocol] 등). 트랩은 경보의 심각도(중대, 주, 부, 이벤트 등)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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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보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트랩
에는 경보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을 나타내는 날짜/시간 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ONS
15454는 경보 조건이 지워질 때 각 경보에 대한 트랩을 생성합니다.각 SNMP 트랩에는 10개의 가
변 바인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ONS 15454 트랩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ONS
15454 번
호에 대
한
SNMP
트랩 변
수 바인
딩

이름 설명

1 sysUp시간
SNMPv2-Trap-PDU의 변수 바
인딩 목록의 첫 번째 변수 바인
딩입니다.

2 SNMP트랩
OID

SNMPv2-Trap-PDU의 변수 바
인딩 목록에 있는 두 번째 변수
바인딩입니다.

3 현재 노드 시
간

이 변수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
간을 제공합니다.

4 현재454경보
상태

이 변수는 경보 심각도 및 서비
스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지정
합니다.심각성은 경미하고, 중
대하며, 중대하다.서비스에 영
향을 미치는 상태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현재
454AlarmObje
ctType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엔
터티 형식을 제공합니다
.NMS는 이 값을 사용하여 경보
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폴링
할 테이블을 결정해야 합니다.

6
현재
454AlarmObje
ctIndex

모든 경보는 특정 테이블의 객
체 항목에 의해 제기됩니다.이
변수는 각 테이블에 있는 객체
의 인덱스입니다.경보가 인터
페이스와 관련된 경우 인터페
이스 테이블에 있는 인터페이
스의 인덱스입니다.

7 cetrent454Ala
rmSlotNumber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개
체의 슬롯을 나타냅니다.슬롯
이 경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슬
롯 번호는 0입니다.

8
cetrent454Ala
rmPortNumbe
r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개
체의 포트를 제공합니다.포트
가 경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포
트 번호는 0입니다.

9 현재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개



454AlarmLine
Number

체 회선을 제공합니다.회선이
경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라인
번호는 0입니다.

10 현재454경보
개체 이름

이 변수는 시스템에서 개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TL1 스타일
사용자 표시 이름을 제공합니
다.

ONS
15327
Number에
사용된
SNMP 트
랩 변수 바
인딩

이름 설명

1
sysU
p시
간

이 테이블에는 현재 발생한 모든 경보
가 포함됩니다.경보가 발생하면 테이
블에 새 항목으로 나타납니다.경보가
지워지면 테이블에서 해당 경보는 제
거되고 모든 후속 항목이 한 행씩 위로
이동합니다.

2
SNM
P트
랩 ID

이 변수는 경보 테이블의 각 항목을 고
유하게 식별합니다.경보 테이블의 경
보가 지워지면 지워진 경보 다음에 위
치한 각 경보에 대해 경보 인덱스가 변
경됩니다.

3
현재
노드
시간

이 변수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제
공합니다.

4
일반
경보
상태

이 변수는 경보 심각도 및 서비스에 영
향을 주는 상태를 지정합니다.심각성
은 경미하고, 중대하며, 중대하다.서비
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5

일반
일반
경보
개체
유형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엔터티 형
식을 제공합니다.NMS는 이 값을 사용
하여 경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폴
링할 테이블을 결정해야 합니다.

6

일반
경보
개체
색인

모든 경보는 특정 테이블의 객체 항목
에 의해 제기됩니다.이 변수는 각 테이
블에 있는 객체의 인덱스입니다.경보
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경우 인터페
이스 테이블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인
덱스입니다.

7

일반
경보
슬롯
번호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개체의 슬
롯을 나타냅니다.슬롯이 경보와 관련
이 없는 경우 슬롯 번호는 0입니다.

8 일반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개체의 포



일반
경보
포트
번호

트를 제공합니다.포트가 경보와 관련
이 없는 경우 포트 번호는 0입니다.

9

일반
경보
회선
번호

이 변수는 경보를 발생시킨 개체 회선
을 제공합니다.회선이 경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라인 번호는 0입니다.

10

일반
경보
개체
이름

이 변수는 시스템에서 개체를 고유하
게 식별하는 TL1 스타일 사용자 표시
이름을 제공합니다.

RFC(Request for Comments)라고 하는 IETF 표준 문서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MIB 객체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정의는 RFC에서 추출되며 CD의 MIB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FC는 공식 IETF 웹 사이트와 같은 여러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CD에 포함된 표준 MIB 파일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로드해야 합니다.표준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

ONS 15454 및
ONS 15327
SNMP 에이전
트 RFC#에 구
현된 IETF 표준
MIB

모듈 이름 제목/설명

  IANAifType-
MIB.mib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fType

1213 1907

RFC1213-MIB-
rfc1213.mib,
SNMPV2-MIB-
rfc1907.mib

TCP/IP 기반 내부 네트
워크의 네트워크 관리
를 위한 관리 정보 베이
스:SNMPv2(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버전 2의
MIB-II 관리 정보 베이
스

1253 RFC1253-MIB-
rfc1253.mib

OSPF 버전 2 관리 정보
기반

1493 BRIDGE-MIB-
rfc1493.mib

브리지에 대한 관리 객
체 정의이는 LAN(Local
Area Network) 세그먼
트 간의 IEEE 802.1D-
1990 표준을 기반으로
MAC 브리지를 관리하
기 위한 MIB 객체를 정
의합니다.

1757 RMON-MIB-
rfc1757.mib

원격 네트워크 모니터
링 관리 정보 기반

2737 ENTITY-MIB-
rfc2737.mib 엔티티 MIB(버전 2)

http://www.ietf.org/
http://www.ietf.org/
http://www.ietf.org/


2233 IF-MIB-
rfc2233.mib

SMIv2를 사용하는 인
터페이스 그룹 MIB

2358 EtherLike-MIB-
rfc2358.mib

이더넷과 유사한 인터
페이스 유형에 대한 관
리 객체 정의

2493
PerfHist-TC-
MIB-
rfc2493.mib

15분 간격 기반 성능 기
록을 사용하는 MIB 모
듈에 대한 텍스트 표기
규칙

2495 DS1-MIB-
rfc2495.mib

DS1, E1, DS2 및 E2 인
터페이스 유형에 대한
관리 객체 정의

2496 DS3-MIB-
rfc2496.mib

DS3/E3 인터페이스 유
형에 대한 관리 객체 정
의

2558 SONET-MIB-
rfc2558.mib

SONET/SDH 인터페이
스 유형에 대한 관리 객
체 정의

2674

P-BRIDGE-MIB-
rfc2674.mib Q-
BRIDGE- MIB-
rfc2674.mib

트래픽 클래스, 멀티캐
스트 필터링, 가상 LAN
확장을 이용한 교량 관
리물체의 정의

ONS 15454는 일반 및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트랩을 지원합니다.표준 카테고리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IETF 및 IANA 표준 MIB 파일로 구성됩니다.

다음 표에는 ONS 15454에서 지원되는 트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ONS
1545
4 트
랩에
서 지
원되
는 트
랩

RFC#
MIB에
서

설명

콜드
시작

RFC19
07-
MIB

상담원 가동, 콜드 스타트

따뜻
한 시
작

RFC19
07-
MIB

상담원 가동, 준비 시작

인증
실패

RFC19
07-
MIB

커뮤니티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새 루
트

RFC14
93/
BRIDG
E-MIB

전송 에이전트는 스패닝 트리의 새 루트입
니다.

토폴 RFC14 브리지의 포트가 Learning에서



로지
변경

93/
BRIDG
E-MIB

Forwarding 또는 Forwarding에서
Blockin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성
변경

RFC27
37/
ENTIT
Y-MIB

entLastChangeTime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

dsx1
라인
상태
변경

RFC24
95/
DS1-
MIB

인스턴스 dsx1LineStatusChange 트랩은
인스턴스 dsx1LineStatus 값이 변경될 때
전송됩니다.NMS가 폴링을 트리거하는 데
트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DS-3과 같이
라인 상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변경되면
DS-1에 대한 트랩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dsx3
라인
상태
변경

RFC24
96/
DS3-
MIB

dsx3LineStatus의 인스턴스 값이 변경되면
dsx3LineStatusLastChange 트랩이 전송
됩니다.이 트랩은 NMS에서 폴링을 트리거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인 상태가
변경되면 DS-1과 같은 하위 레벨 라인 상
태가 변경되므로 하위 레벨에 대한 트랩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상승
경보

RFC17
57/
RMON
-MIB

경보 엔트리가 상승 임계값을 초과하고 엔
트리가 SNMP 트랩 전송을 위해 구성된 이
벤트를 생성할 때 생성되는 SNMP 트랩.

하락
경보

RFC17
57/
RMON
-MIB

경보 엔트리가 떨어지는 임계값을 초과하
고 엔트리가 SNMP 트랩 전송을 위해 구성
된 이벤트를 생성할 때 생성되는 SNMP 트
랩.

트랩 심각도 확인

수신된 트랩 유형만으로는 트랩의 심각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트랩의 심각도를 확인하려면 트랩
의 내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경보/트랩 심각도는 ONS 15454에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OID(Object Identifier) current454AlarmState는 경보의 심각도와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지정
합니다.현재454AlarmState의 가능한 값은 기타(1), 중요(10), 관리(20), 진단(30), 지워짐(40),
minorNonServiceImpacting(50), majorNonServiceImpacting(60), criticalNonServiceImpacting(70),
minorServiceImpacting(80), major0)(majorService0)(majorServiceService0)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major9Service0)입니다(9ServiceServiceService0)에 영향을 주는(90)입니다. 중요 서비스 영향
(100). Release 2.2 및 Release 3.0에 대한 현재 구현에는 유형별로 중요한 진단 기능이 있는 트랩
이 없습니다.

HPoV에서 수행할 작업

이러한 단계는 HP NM(Network Node Manager) 버전 6.1에 대해 작성됩니다. MIB를 컴파일하는 방
법과 trapd.conf 파일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NNM 버전의 사용자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다음 절차를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HPoV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순서로 ceentRegistry.mib, currentTC.mib 및
current454.mib를 컴파일합니다.

1.



   

현재 trapd.conf를 trapd.conf.old로 복사합니다.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항상 파일 이름을 되돌리고 원래 설정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trapd.conf 파일에서 NO FORMAT DEFINED 문자열을 $N $2 Object:$3 Index:$4 Slot:$5
Port:$6, 텍스트 편집기(VI, Emacs, Wordpad 등)를 사용하여 바꿉니다. 이 교체는 Cisco
OTBU 전용 MIBS 파일에서 로드된 트랩에 대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3.

trapd.conf 파일에서 텍스트 편집기(VI, Emacs, 워드패드 등)를 사용하여 LOGONLY 문자열을
Error Alarms로 바꿉니다. 이 교체는 Cisco OTBU 전용 MIBS 파일에서 로드된 트랩에 대해서
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4.

이렇게 하면 15454에서 수신한 모든 트랩이 경보 브라우저에 적절하게 표시됩니다.5.
HPoV를 저장하고 다시 시작합니다.6.

관련 정보

옵티컬 기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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