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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간단한 테스트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Cisco ONS 15454에서 ML(Multi-Layer) 카드 문
제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록 섹션에서는 몇 가지 기본 구성 명령과 자세한 토폴로지 정보를 제
공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ML 카드와 관련된 네트워크 결함을 이해하기 위해 경험적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
다.이 테스트에서는 알려진 결함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삽입하여 예상 결과를 캡처하고 분석합니다
.Fault Isolation Case Study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따릅니다.이 문서에서는 증상을 제시하고 관련 결함 격리 단
계를 설명하고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ONS 15454●

Cisco ONS 15454 ML-Series Ethernet Card●

Cisco IOS●

브리징 및 IP 라우팅●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1(13)E13을 실행하는 Cisco 라우터 7603●

Cisco ONS 릴리스 4.1.3을 실행하는 Cisco ONS 15454●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19)EO1을 실행하는 ML(ONS 4.1.3 릴리스의 일부로 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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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기계 학습 아키텍처

ONS 15454 플랫폼용 Cisco ML-Series 카드는 레이어 2 및 레이어 3에서 SONET/SDH를 통한
10/100/1000 Mbps 이더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섀시의 각 ML 카드는 하나의 독립적인 IOS 이미지
를 실행합니다.ML 포트 간에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에서 교차 연결 회로를 생성하면 가상
백엔드 POS(Packet over SONET) 포트가 생성됩니다.소프트웨어 릴리스 4.6 이상에서는 POS 포
트가 항상 생성되지만 CTC에서 교차 연결 회로 생성이 발생할 때만 포트가 나타납니다.

ML1000-2 카드에는 POS 포트 2개(0 및 1)가 있습니다. 각 포트에는 최대 STS(Synchronous
Transport Signal)-24c 대역폭과 카드당 총 STS-48c가 있습니다.각 POS 포트는 VLAN 트렁킹을 허
용하는 하위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POS 포트를 옵티컬 포트에 물리적으로 매핑하는 작업은 회
선 생성 단계 중에 수행되며, 옵티컬 스팬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로의 두 끝에 있는
두 개의 POS 포트는 피어이며 해당 컨피그레이션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더넷 포트와 POS 포트 간의 매핑은 토폴로지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레이어 2 스위칭 토폴
로지는 이 두 유형의 포트를 동일한 브리지 그룹 번호와 연결합니다.레이어 3 토폴로지는 이러한 인
터페이스 간에 패킷을 라우팅합니다.

기본 테스트 토폴로지

그림 1은 테스트 토폴로지를 나타냅니다.

그림 1 - 테스트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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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토폴로지를 설정하려면

기가비트 이더넷을 통해 두 Cisco 7603 라우터를 ONS 노드에 연결하고 두 라우터의 두 포트
가 동일한 IP 서브넷에 있는지 확인합니다.여기에서는 각 ONS 노드에 슬롯 12에 ML1000-2
카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1.

두 ONS 노드에서 Gig0 및 POS0에 대해 bridge-group 100을 구성합니다.참고: 이 테스트에서
는 POS1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두 ML POS0 포트 사이의 회로는 STS-12c입니다.

2.

ML 카드에서 IP 라우팅을 비활성화합니다.3.
두 ONS 노드 간에 OC12 1+1 보호를 프로비저닝합니다.관련 정보는 그림 1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두 ONS 노드는 모두 Cisco ONS Release 4.1.3을 실행합니다.

4.

결함 삽입 사례 연구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알려진 결함 및 일부 공통 작업의 결과를 살펴봅니다.각 사례 연구에서는 작
업 및 ML 및 ONS에 대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일반 정보

ML IOS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관련 명령

show ons alarm

show ip interface brief

clear counters

show interface summary

show interface



버퍼 로깅을 위해 올바른 타임스탬프를 사용하고 TCC(Timing Communication and Control)가 올바
른 날짜와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다음은 ML의 샘플 컨피그레이션 출력입니다.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localtime

 logging buffered 4096 debugging

이러한 경보는 POS 링크 상태 변경을 자동으로 트리거합니다.

PAIS

PLOP

PTIM

PUNEQ

PRDI

PPLM

PPDI

BER_SF_B3

참고: ONS 15454 플랫폼은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하여 경보를 보고합니다.예를 들어, API는
IOS(ML)에, AIS-P는 CTC에 나타납니다.PAIS와 AIS-P는 동일한 유형의 경보를 나타냅니다.

CTC의 공통 확인

Alarms

Conditions

History

Circuit

Inventory

Port PM counters

Diagnostics file

Audit trail

ML 카드:유지 보수/성능 이더 포트:오류를 확인합니다.유지 보수/성능 POS 포트:오류를 확인합
니다.

●

OC12 작업 카드:프로비저닝/SONET STS에서 IPPM을 활성화합니다.성능:오류를 확인합니다.●

사례 연구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잠재적 장애 지점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더넷 연결 끊기

이 경보는 이더넷 케이블을 당기면 .225에 나타납니다.

.225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None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CARLOSS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참고: ML GigE 인터페이스를 강제 실행하면 ML은 링크가 중단되었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25의 CTC에 동일한 경보가 나타납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 CTC의 경보

7603a에 대한 CDP(Cisco Discovery Protocol) 인접 디바이스의 손실이 문제를 확인해 줍니다.

참고: GigE 0의 상태는 POS 0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인터페이스가 아직 작동/작동
중).

OC12 보호 스위치

OC12 보호 스위치는 경보 또는 오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두 OC12 OOS(Out of Service)

.252 노드의 OC12 포트가 모두 OOS로 변경되면 .225는 AIS-P를 보고하여 POS 0 인터페이스가
다운되고 TPTFAIL로 이어집니다.

.225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RUNCFG-SAVENEED

Port Alarms

  POS0  Active: TPTFAIL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PAIS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XC 사이드 스위치

이 로그 항목은 XC가 전환된 노드의 ML에 나타납니다.XCON B는 슬롯 10 XC입니다.

May 24 09:55:27.402: %CARDWARE-5-XCON_SWITCH: Switched XCON to B

May 24 09:55:27.406: %CARDWARE-6-BTC_DRV: Init BTC, BTC Rev = 2, Backplane = 0,

Port = 0

TCC 사이드 스위치



그림 3에는 등록된 경보가 표시됩니다.

그림 3 - TCC 측 스위치 경보

참고: CTC 또는 역텔넷을 사용하여 ML 카드에 연결하는 경우 ML 카드에 대한 연결이 끊어집니다.

몇 분 후에 알람이 해제되어야 합니다.다음 로그 항목은 ML에 나타납니다.

May 24 10:29:09.258: %CARDWARE-5-SOCKET_INFO: closed socket to TCC:

changed active TCC

May 24 10:29:09.766: %ONS-6-VTY: All Vty lines cleared

May 24 10:29:14.762: %CARDWARE-5-SOCKET_INFO: cannot connect socket to TCC: B

May 24 10:29:20.270: %CARDWARE-5-SOCKET_INFO: cannot connect socket to TCC: B

May 24 10:29:25.770: %CARDWARE-5-SOCKET_INFO: cannot connect socket to TCC: B

May 24 10:29:31.270: %CARDWARE-5-SOCKET_INFO: cannot connect socket to TCC: B

May 24 10:29:36.370: %CARDWARE-5-SOCKET_INFO: open socket to TCC: B

May 24 10:29:41.166: %CARDWARE-6-BTC_DRV: Init BTC, BTC Rev = 2, Backplane = 0,

Port = 0.

현재 활성 TCC도 이 출력에 나타납니다.슬롯 11 TCC는 TCC B이고 슬롯 7은 TCC A입니다.

.252ML12#show ons equipment-agent status

EQA ---- phySlot: 12, eqptType: EQPT_L2SC, eqptID: 0x2403 ----

     curTCC: Tcc B

linkStatus:    Full    dbReq/Recv: 7  /  7   msgVerToEQM: 2

   socketFd:       0    pipeMsgAct:   No     hdrSizeToEQM: 28

  connTries:       0 connTimerFast:   No   hdrSizeFromEQM: 28

timingProv:   No

clock auto 1

회로 제거 및 생성

교차 연결 회로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 항목이 생성됩니다.

May 27 17:40:48.459: %VIRTUAL_PA-6-PAREMOVED:

POS interface [0] has been removed due to circuit deletion

May 27 17:40:48.511: %CARDWARE-6-BTC_DRV: Init BTC, BTC Rev = 2,

Backplane = 0, Port = 0.

포트 컨피그레이션은 ML에서 볼 때 변경됩니다.

.225ML12#show ons provisioning-agent m ports all

  ----- Backend Port (00) Data -----

  prov:  no   sts: xx   vt: xx   type: xxx   name: xxxxx

  ----- Backend Port (01) Data -----

  prov:  no   sts: xx   vt: xx   type: xxx   name: xxxxx

STS3c 회로를 생성하면 ML의 포트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회로 크기는 POS 0 컨트롤러 출력에도
나타납니다.

.225ML12#show ons provisioning-agent m ports all

  ----- Backend Port (00) Data -----

  prov: yes   sts: 00   vt: 255   type: DOS   name:



  ----- STS (00) Term Strip -----

  Admin State: IS        Direction: TX_RX_EQPT

  Type: 3 Sf: 1E-4 Sd: 1E-7 C2 tx/exp: 0x01 / 0x01

  PathTrace Format: 64Byte  Mode: OFF

   expected: (not valid)

   send: valid: "\000\000\000\000"

  ----- VT (255) Term Strip not provisioned -----

  ----- STS (00) Xc Strip -----

  rate: 3  Admin: IS

  Src  Port/STS: 0x09/0x00  STS Eqpt: 0x01

  Dest Port/STS: 0x06/0x00  UPSR STS Cont Dest: 0x00

  Prev STS Stich Dest Port/STS: 0xFF/0x00

  Next STS Stich Dest Port/STS: 0xFF/0x00

  ----- Backend Port (01) Data -----

  prov:  no   sts: xx   vt: xx   type: xxx   name: xxxxx

다음과 같은 로그 항목이 나타납니다.

May 27 17:47:08.711: %VIRTUAL_PA-6-PAPLUGGEDIN:

POS interface [0] has been created due to circuit creation

May 27 17:47:08.715: %CARDWARE-6-BTC_DRV: Init BTC, BTC Rev = 2,

Backplane = 0, Port = 0.

May 27 17:47:08.915: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7 17:47:09.927: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루프백

.225의 활성 OC12 포트에 시설 루프를 적용하면 .225 ML에서 TPTFAIL 경보를 보고합니다.이 경보
는 ML 경보 목록에도 나타납니다.

참고: 활성 경로에서 루프백을 활성화하면 트래픽 손실이 발생합니다.

.225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TPTFAIL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PAIS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참고: 이 테스트에서와 같이 1+1 OC-12 대신 RPR(Resilient Packet Ring)을 사용하는 경우 루프백
을 활성화하기 전에 POS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이러한 RPR의 루프백은 보호 경로가 트래픽을
다시 라우팅하지 않으므로 트래픽 손실을 유발합니다.

날짜 및 시간 변경

TCC의 잘못된 날짜 및 시간 설정이 로그에 이 항목을 만듭니다.



2d23h: %CARDWARE-5-CLOCK_ERR: cannot set time-of-day,

(invalid IOS time set on TCC)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면 이 항목이 ML 로그에 나타납니다.

2d23h: %CARDWARE-5-CLOCK_INFO: system clock, timezone,

and summertime configured

TCC의 시계를 기준으로 IOS 시스템 클럭에서 자동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show clock 명령을 통
해 이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service timestamp 명령을 사용하여 새 시계 정보를 사용하도록 디버그 및 로그 타임 스탬프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OS 인터페이스 1개 종료

.225 ML의 POS 0 인터페이스가 종료되면 일부 경보와 조건이 발생합니다(그림 4 참조).

그림 4 - POS 0 인터페이스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경보 및 조건

AIS-P는 .252의 두 OC12 포트에 대해 모두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TPTFAIL은 .252의 ML에 대해
발생합니다. 반환 경로에서 .225는 OC-12 포트 모두에 대해 PPDI-P(Path Payload Defaults
Indication)를 보고하고 작업 OC-12 포트에 대해 RFI-P를 보고합니다.

.225 ML에서 다음 경보가 나타납니다.

.225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RUNCFG-SAVENEED

Port Alarms

  POS0  Active: None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PRDI PPDI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이러한 로그 항목은 .225에도 나타납니다.

May 24 10:52:01.802: %LINK-5-CHANGED: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administratively down

May 24 10:52:02.801: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down

May 24 10:52:04.021: %SONET-4-ALARM:  POS0: PRDI

May 24 10:52:04.269: %SONET-4-ALARM:  POS0: PPDI

0.252에서 다음 경보가 발생합니다.



.252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TPTFAIL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PAIS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마찬가지로, .252의 로그 항목은 POS 0 중단 이벤트의 이유를 PAIS로 나타냅니다.이는 CTC가 보
고하는 알람 또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May 24 10:51:48.969: %VIRTUAL_PA-6-UPDOWN:

POS0 changed to down due to PAIS defect trigger changing state

May 24 10:51:49.169: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down

May 24 10:51:50.169: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down

May 24 10:51:51.169: %SONET-4-ALARM:  POS0: PAIS

다음 출력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2ML12#show contro pos 0 | inc Active

Active Alarms : PAIS

Active Defects: PAIS

POS 0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면 다음 로그 항목이 .252 ML에 나타납니다.

May 24 11:16:17.509: %VIRTUAL_PA-6-UPDOWN:

 POS0 changed to up due to PAIS defect trigger changing state

 May 24 11:16:17.709: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4 11:16:18.709: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4 11:16:27.309: %SONET-4-ALARM:

 POS0: PAIS  cleared

다음은 .225 ML의 로그 항목입니다.

May 24 11:16:30.607: %VIRTUAL_PA-6-UPDOWN:

POS0 changed to up due to PPDI defect trigger changing state

May 24 11:16:30.807: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4 11:16:31.555: %SYS-5-CONFIG_I:

Configured from console by vty0 (127.0.0.100)

May 24 11:16:31.807: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4 11:16:40.175: %SONET-4-ALARM:  POS0: PRDI  cleared

May 24 11:16:40.415: %SONET-4-ALARM:  POS0: PPDI  cleared

이제 트래픽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POS CRC 불일치

CRC가 동일한 회로의 두 POS 포트(예: 한 쪽 16비트, 다른 쪽 32비트)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TCC나 ML에서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두 POS 포트가 모두 아직 작동 중이지만 트래픽이 플로
우되지 않습니다.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두 POS 인터페이스 입력 오류 카운터가 모두 CRC로 인해 100%로 증가합니다.이 경우,
CRC는 .225 ML에서 16비트로 변경되고 .252 ML에는 여전히 기본 32비트 CRC가 있습니다
..252 ML의 POS0 인터페이스에는 유사한 입력 및 CRC 오류 카운트가 표시됩니다.
.225ML12#show int pos 0

POS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address is 000f.2475.8c00 (bia 000f.2475.8c00)

  MTU 1500 bytes, BW 622080 Kbit, DLY 100 usec,

     reliability 149/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ONS15454-G1000, crc 16,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Scramble enabled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6:57, output never,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00:04:28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0 packets input, 11190 bytes

   Received 0 broadcasts (0 IP multicast)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parity      138 input errors,

   138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178 packets output, 15001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applique, 0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0 carrier transitions

1.

POS 컨트롤러 입력 CRC 오류 수가 증가합니다.
.225ML12#show contro pos 0 | inc input

8841 total input packets,  46840204 post-HDLC bytes

0 input short packets,  46840993 pre-HDLC bytes

0  input long packets , 3893  input runt packets

2165  input CRCerror packets , 0  input drop packets

0 input abort packets

0 input packets dropped by ucode

2.

옵티컬 경로를 통한 CDP 인접 디바이스 삭제POS0이 작동 중이고 CDP가 작동하더라도
POS0의 네이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25ML12#show cdp neighbor

Capability Codes: R - Router, T - Trans Bridge, B - Source Route Bridge

                  S - Switch, H - Host, I - IGMP, r - Repeater, P - Phone

Device ID        Local Intrfce     Holdtme    Capability  Platform  Port ID

7603a            Gig 0              170         R S I     Cat 6000  Gig 1/1

.225ML12#show cdp int | be POS0

POS0 is up, line protocol is up

  Encapsulation

  Sending CDP packets every 60 seconds

  Holdtime is 180 seconds

3.



POS 스크램블링 불일치

PPP 캡슐화를 사용하면 SPE 스크램블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SPE 스크램블은 비활
성화됨). 이 예에서 .225ML POS0은 스크램블이 활성화되고 .252ML POS0은 기본 설정이 있습니
다.

.225ML12#show int pos 0 | in Scramble

   Scramble enabled

뒤틀기 불일치가 C2 값을 변경합니다.스크램블을 활성화하면 POS 인터페이스는 C2 값 0x16을 사
용합니다. 스크램블을 비활성화하면 POS 인터페이스는 0xCF의 C2 값을 사용합니다..252 POS 0
포트에서 스크램블을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225 POS 0 컨피그레이션은 변
경되지 않음).

.252ML12#show contr pos 0 | in C2

C2 (tx / rx)           : 0x16 / 0xCF

.252 노드에서 PLM-P는 CTC의 활성 OC12 포트에 대해 발생한 다음 POS0 포트에 대해 발생합니
다.그러면 POS0 포트가 다운되어 TPTFAIL 경보가 발생합니다.

.252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RUNCFG-SAVENEED

Port Alarms

  POS0  Active: TPTFAIL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PPLM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225 노드에서 CTC의 두 OC12 포트에 대해 PDI-P가 발생합니다.이 경보는 .252에서 POS0이 다운
된 결과로 발생합니다. POS0에 대해 동일한 경보(IOS의 PPDI[Path Payload Defaults
Indication])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터페이스가 0xFC의 C2 값을 받기 때문입니다(이 문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참조).

.225ML12#show control pos 0 | inc C2

C2 (tx / rx)           : 0xCF / 0xFC

PPDI 경보는 POS0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그러면 다운 POS0 인터페이스가 TPTFAIL을 발생시
킵니다.

.225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RUNCFG-SAVENEED

Port Alarms

  POS0  Active: TPTFAIL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PPDI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POS C2 바이트 변경

기본 C2 값은 LEX 캡슐화의 경우 0x01(POS의 기본 캡슐화), PPP/HDLC 캡슐화의 경우 0xCF입니
다.이 값을 다른 값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하면 PLM-P 및 TPTFAIL 경보가 발생하여 서비스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동일한 회로의 두 POS 포트 모두 동일한 C2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외는
0xFC입니다.0xFC 값은 경로 페이로드 결함을 나타냅니다.따라서 C2 값이 일치하더라도
(0xFC/0xFC) PDI-P가 발생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POS C2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s c2 flag <value in decimal>

실제 C2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16진수 형식).

.225ML12#show contro pos 0 | inc C2

C2 (tx / rx)           : 0x16 / 0x16

이 경우 두 C2 값이 모두 일치합니다.따라서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선 상태를 OOS로 변경

OC-12 회로를 OOS로 변경하면 TCC 또는 ML에서 경보가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선 상
태는 CTC의 회선 창에 OOS를 표시합니다.로그 항목이 ML에 삽입됩니다.

.225ML12#show log …

May 27 14:22:15.114: %CARDWARE-6-CIRCUIT_STATE:

Circuit state on POS 0 change from IS to OOS_AS

May 27 14:22:15.114: %CARDWARE-6-BTC_DRV:

Init BTC, BTC Rev = 2, Backplane = 0, Port = 0.

POS 포트는 Up/Down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TPTFAIL 경보는 양쪽 끝에서 발생합니다
.트래픽이 예상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Stuck PDI-P 경보

때때로 경보가 정지되고, 경보를 일으킨 상태가 사라진 후에도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PPDI(또는 PDI-P)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May 27 18:41:15.339: %CARDWARE-6-CIRCUIT_STATE:

Circuit state on POS 0 change from IS to OOS_AS

May 27 18:42:11.871: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down

May 27 19:17:48.507: %SYS-5-CONFIG_I:

Configured from console by vty2 (127.0.0.100)

May 28 11:57:33.387: %CARDWARE-6-CIRCUIT_STATE:

Circuit state on POS 0 change from OOS_AS to IS

May 28 11:57:33.391: %CARDWARE-6-BTC_DRV:



Init BTC, BTC Rev = 2, Backplane = 0, Port = 0.

May 28 11:57:35.879: %VIRTUAL_PA-6-UPDOWN:

POS0 changed to down due to PPDI defect trigger changing state

May 28 11:57:36.079: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down

May 28 11:57:36.279: %SONET-4-ALARM:

POS0: PPDI

이전 회로 상태가 OOS로 변경되면 회로가 IS(In-Service) 상태로 반환된 후에도 .225 POS가
PPDI를 보고합니다.따라서 POS0 인터페이스는 다운됩니다.CTC는 .225 노드에서 PDI-P도 보고합
니다..225에서 OC12 인터페이스의 PM 카운터에 오류가 표시되지 않고 OC-12 경로가 정상임을 나
타냅니다.

이 출력은 PPDI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합니다.

.225ML12#show contro pos 0

Interface POS0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PATH

  PAIS      = 0         PLOP      = 0         PRDI    = 0         PTIM = 0

  PPLM      = 0         PUNEQ     = 0         PPDI    = 0

  BER_SF_B3 = 0         BER_SD_B3 = 0         BIP(B3) = 0          REI = 0

  NEWPTR    = 0         PSE       = 0         NSE     = 0

Active Alarms : PPDI

Demoted Alarms: None

Active Defects: PPDI

Alarms reportable to CLI:

PAIS PRDI PLOP PUNEQ PPLM PTIM PPDI BER_SF_B3 BER_SD_B3

Link state change defects:

PAIS PLOP PTIM PUNEQ PRDI PPLM PPDI BER_SF_B3

Link state change time   : 200 (msec)

DOS FPGA channel number  : 0

Starting STS (0 based)   : 0

VT ID (if any) (0 based) : 255

Circuit size           : STS-3c

RDI Mode               : 1 bit

C2 (tx / rx)           : 0xCF / 0xFC

Framing                : SONET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C2 값 0xFC는 POS에서 PPDI를 보고합니다.

참고: .252 노드에서 알람 및 오류가 없고 POS0에 대해 일치하는 C2 값 0xCF/0xCF가 있는 경우,
고착 경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225 노드에서 POS0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하면 CTC에서 보고
된 PDI-P를 포함하는 경보가 사라집니다.이 이상 징조는 이후 릴리스에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May 28 14:34:16.967: %LINK-5-CHANGED: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administratively down

May 28 14:34:18.675: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down

May 28 14:34:18.939: %VIRTUAL_PA-6-UPDOWN:

POS0 changed to up due to PPDI defect trigger changing state

May 28 14:34:19.139: %LINK-3-UPDOW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8 14:34:20.127: %SYS-5-CONFIG_I:

Configured from console by vty2 (127.0.0.100)

May 28 14:34:20.147: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POS0, changed state to up

May 28 14:34:28.739: %SONET-4-ALARM:



POS0: PPDI  cleared

이제 C2 값이 일치하고 노드는 알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225ML12#show control pos 0

Interface POS0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PATH

  PAIS      = 0         PLOP      = 0         PRDI    = 1         PTIM = 0

  PPLM      = 0         PUNEQ     = 0         PPDI    = 0

  BER_SF_B3 = 0         BER_SD_B3 = 0         BIP(B3) = 0          REI = 16

  NEWPTR    = 0         PSE       = 0         NSE     = 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Active Defects: None

Alarms reportable to CLI:

PAIS PRDI PLOP PUNEQ PPLM PTIM PPDI BER_SF_B3 BER_SD_B3

Link state change defects:

PAIS PLOP PTIM PUNEQ PRDI PPLM PPDI BER_SF_B3

Link state change time: 200 (msec)

DOS FPGA channel number  : 0

Starting STS (0 based)   : 0

VT ID (if any) (0 based) : 255

Circuit size           : STS-3c

RDI Mode               : 1 bit

C2 (tx / rx)           : 0xCF / 0xCF

Framing                : SONET

참고: 때로는 하나 이상의 알람이 옵티컬 카드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중단된 경보를 지
우려면 활성 TCC를 재설정해야 합니다.따라서 대기 TCC가 활성화되고 작업이 히트리스(즉, 트래
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가 됩니다. 단 몇 분 동안 관리 트래픽(예: CTC 세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브리지 그룹 번호 불일치

이 테스트에서는 두 ONS ML 카드 모두에서 동일한 100 브리지 그룹을 사용합니다.그러나 POS
0과 GigE 0이 동일한 ML에 있거나 동일한 브리지 그룹에 있는 경우 브리지 그룹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252 ML에서 bridge-group 101을 변경해도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52ML12#show bridge ver

Total of 300 station blocks, 298 free

Codes: P - permanent, S - self

Maximum dynamic entries allowed: 1000

Current dynamic entry count: 0

Flood ports

Maximum dynamic entries allowed: 1000

Current dynamic entry count: 2

BG Hash      Address      Action  Interface    VC    Age   RX count   TX count

101 02/0   000b.45b0.484a forward  Gi0                  -

101 BC/0   0009.b7f4.76ca forward  POS0

                -

Flood ports

GigabitEthernet0

POS0

미해결 기계 학습 버그의 일부 목록



다음은 이 문서의 컨피그레이션에 적용되는 버그의 일부 목록입니다.

참고: 이러한 버그는 cisco.com의 릴리스 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TS ID 상
태

릴
리
스
발
견

릴
리
스
고
정

**********************릴리스 정보
**************************

CSCeb
56287 V 4.1 4.6

IS(In-Service)에서 OOS(Out-of-
Service)로 ML-Series 회로의 상
태를 프로비저닝한 다음 IS로 돌
아가면 데이터 트래픽이 복구되지
않습니다.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IS에서 상태를 변경하기 전에
CLI에서 POS 포트를 shutdown으
로 설정합니다.상태를 OOS에서
IS로 다시 변경한 후 POS 포트를
no shutdown으로 설정합니다.

CSCeb
24757 V 4.1 4.6

ML1000 포트에서 전송 파이버를
분리하면 인접한 포트만 링크를
중단합니다.상위 레이어 프로토콜
이 트래픽을 다른 포트로 다시 라
우팅할 수 있도록 두 포트 모두 링
크가 다운되었음을 식별해야 합니
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결이
끊겼거나 결함이 있는 전송 파이
버가 있는 포트에 종료를 하지 않
고 종료합니다.

CSCdy
31775 V 4 4.6

출력 대기열 혼잡으로 인해 삭제
된 패킷은 폐기 카운트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이 문제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 발생합니다.

이더넷과 SONET 포트 간의
ML 시리즈 카드의 트래픽이
며, 사용 가능한 회선 대역폭
의 초과 서브스크립션이 구성
되어 있어 출력 대기열 혼잡
을 유발합니다.

●

사용 가능한 이더넷 대역폭의
초과 서브스크립션으로
SONET에서 이더넷으로 이동
하는 트래픽.

●

CSCdz
49700 C 4 -

ML 시리즈 카드는 항상 연결된 디
바이스 간에 DTP(Dynamic
Trunking Protocol) 패킷을 전달합
니다.DTP가 연결된 디바이스(기
본 설정이 될 수 있음)에서 활성화
된 경우 DTP는 ML 시리즈 카드가
지원하지 않는 매개변수(예:
ISL)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ML 시



리즈 카드는 ISL을 멀티캐스트 패
킷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상된 링
크의 모든 패킷을 계산하며, STP
및 CDP 패킷은 처리되지 않고
ISL을 사용하는 연결된 디바이스
간에 브리지됩니다.이 문제를 방
지하려면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DTP 및 ISL을 비활성화합니다.이
기능은 설계된 대로 제공됩니다.

CSCdz
68649 C 4 -

특정 조건에서 흐름 제어 상태는
흐름 제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 흐
름 제어가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ML 시리즈 카드의
흐름 제어는 포트 레벨 폴리서를
구성할 때만 작동합니다.포트 레
벨 폴리서는 입력 정책 맵의 기본
및 유일한 클래스에 대한 폴리서
입니다.흐름 제어는 또한 소스 속
도를 구성된 폴리서 폐기 속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만 작동합니다.흐
름 제어는 출력 대기열 혼잡 때문
에 패킷 폐기를 방지하지 않습니
다.따라서 포트 레벨 폴리서가 없
거나 출력 대기열 혼잡이 발생하
면 폴리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폴리싱
이 활성화된 것으로 잘못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이 문제를 방지하
려면 포트 레벨 폴리서를 구성하
고 출력 대기열 혼잡을 방지합니
다.

CSCdz
69700 C 4 -

ML1000 포트에서 shutdown/no
shutdown 명령 시퀀스를 실행하
면 카운터가 지워집니다.이는 시
작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부분이며
이 기능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CSCea
11742 V 4 4.6

두 ML POS 포트 간에 회로를
OOS로 프로비저닝하면 포트 중
하나가 TPTFAIL을 잘못 보고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는 ML100T-
12 및 ML1000-2 카드에 모두 존
재합니다.이 문제가 발생하면 각
ML 카드에 대한 콘솔 창을 열고
POS 포트를 종료하도록 구성합
니다.

CSCea
20962 V 4 5

회선 프로비저닝 창에서 OOS를
ML 드롭 포트에 적용할 경우 경고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SCdy
47284 C 4 -

ML-100 FastEthernet MTU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9050바
이트보다 큰 프레임은 폐기될 수
있으며 Rx 및 Tx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태 코드:

V - 확인됨(Lab에서 수정 사항 확인)●

C - 닫힘(다양한 이유로 인해 버그에 대한 수정 사항이
없음)

●

검색된 릴리스:버그가 처음 보고된 소프트웨어 릴리
스

●

릴리스 고정:버그가 수정된 소프트웨어 릴리스●

결함 문제 해결 및 격리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를 통해 이 섹션은 결함 격리 사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시스템에
서 보고하는 증상에 따라 이 섹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팁을 제공합니다.이러한 사례 연
구는 ONS 15454의 ML 카드와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및 장애 증상을 수집합니다.●

정보를 분석합니다.●

문제를 격리합니다.●

문제를 식별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몇 가지 단계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일반 정보

기본 정보 수집

오류로 인해 ML 카드를 다시 로드하거나 재설정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합니다.수동 다시 로드에서
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삭제됩니다.수동 재로드는 모든 카운터를 재설정하며 메모리에 저장
된 모든 로그를 잃게 됩니다.라우터에서 트러블슈팅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show tech-support 명령
및 기타 데이터 수집 명령을 실행하여 로그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ML 카드를 재부팅하거
나 재설정하면 콘솔/텔넷 액세스 및 관련 정보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연결되는 콘솔 로그는 오류 또는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오류가 발
생하면 콘솔 또는 버퍼에 로깅된 메시지를 저장해야 합니다.이러한 마지막 콘솔 메시지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문제 유형에 따라 모든 메시지가 SYSLOG 서버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show tech-sup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이 명령은 특정 시점에 오류가
발생한 후 라우터의 상태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show tech-support 명령이 실행하는 명령의 기본 목록입니다.캡처하는 내용은 IOS 버전, 하
드웨어 및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show version

show running-config

show stacks



show interfaces

show controllers

show file systems

dir nvram:

show flash: all

show process memory

show process cpu

show context

show sdm internal all-regions

show sdm ip-adjacency all

show sdm ip-mcast all

show sdm ip-prefix all

show sdm l2-switching forwarding

show sdm l2-switching interface-macs

show sdm qos all

show ons alarm defect

show ons alarm failure

show ons hwp defects

show ons hwp reframe

show ons hwp tci

show ons hwp xcon

show ons equipment-agent status

show ons provisioning-agent message ports all

show ons provisioning-agent message node-element

test mda conn dump connections

test mda ppe global reg dump 0

test mda ppe global reg dump 1 Mempool statistics

show region

show buffers

이 명령 외에도 이 문서의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ML 카드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다른 명령 출
력을 캡처합니다.예를 들어, show log, show ons alarm 등CTC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관련 정보를
캡처하고 내보냅니다(예: 경보, 조건, 회로, 인벤토리 및 PM 카운터).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IOS 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정보를 해독하여 오류를 찾아내야 합니다.show-tech 명령의 출력으로는
이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show-tech 명령의 출력과 기타 여러 명령을 해독할 수 있는
툴입니다.

Output Interpreter Tool(등록된 고객만 해당):show tech-support 명령의 출력을 이 도구에 붙여
넣습니다.이 툴에서는 발견된 모든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이 툴은 여러분이 직면하는 더
간단한 문제에 대한 빠른 요약을 제공합니다.이 도구는 다양한 입력을 해석합니다.기술 메뉴 드
롭다운 상자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툴은 완벽하지 않으며, 정보를 검증하기 위
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명령 조회 도구:명령 및 구문을 조회하기 위해 다음 참조 가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IOS 명
령 참조IOS 컨피그레이션 가이드Catalyst 명령 참조PIX 방화벽 명령 참조

●

오류 메시지 디코더:이 툴을 사용하면 Cisco IOS Software, Catalyst Switches Software 및
Cisco Secure PIX Firewall Software의 오류 메시지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로그 파일
의 오류 메시지를 붙여넣고 결과에 관련 문서 제안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버그 툴킷: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기준으로 결과를 검색합니다.IOS 버전.기능 또는 구성 요
소.키워드.버그 심각도(특정 심각도를 선택하거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TAC 케이스 수집:TAC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하드웨어, 구성 및 성능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를 대화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도구는 ML 카드에 100% 호환되지 않습니다.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www.cisco.com/cgi-bin/Support/Errordecoder/index.cgi
//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selection.pl?cco_product=IOS
//www.cisco.com/tacpage/support/tac/tsa/launch_tsa.html


사례 연구

이 섹션에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결함 조건과 상황을 격리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설명합
니다.자세한 경보 정보는 Cisco ONS 15454 문제 해결 가이드, 릴리스 4.1.x 및 4.5를 참조하십시오.

ML 이더넷 포트에 보고된 CARLOSS 경보

ML-Series 이더넷(트래픽) 카드에 있는 MJ(Major(MJ) 및 SA(Service-Affecting) 경보는 "LOS(OC-
N)" 경보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이더넷 포트에서 링크가 손실되었으며 유효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합니다.

CARLOSS 경보는 이더넷 포트가 IOS CLI에서 no shutdown 포트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조건 중 하
나를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케이블이 근거리 또는 원거리 포트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협상이 실패합니다.●

속도(10/100 포트에만 해당)가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7603b와 .252 노드 ML 카드 사이의 이 테스트에서 보듯이 자동 협상을 비활성화하여 포트를 표시
합니다.

POS에 대해 보고된 TPTFAIL 경보

이는 MJ(Major Alarm)이며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SA). TPT 레이어 오류 경보는 ML 시리
즈 POS 카드의 엔드 투 엔드 POS 링크 무결성 기능의 중단을 나타냅니다.TPTFAIL은 POS 포트의
원엔드 상태 또는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을 나타냅니다.

TPTFAIL 경보는 SONET 경로, 원격 POS 포트 또는 전체 엔드 투 엔드 POS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
POS 포트의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POS 포트에서 사용하는 회로에 "AIS-P", "LOP-P", "PDI-P" 또는 "UNEQ-P"와 같은 SONET 경로 경
보가 있을 경우, 영향을 받는 포트는 TPTFAIL 경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원엔드 ML 시리즈 POS 포트가 관리상 비활성화된 경우 포트는 근거리 포트가 탐지하는 "AIS-P" 조
건을 삽입합니다.니어엔드 포트는 이 이벤트에서 TPTFAIL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원엔드 POS 포트
는 PRDI 및 PPDI를 보고합니다.show ons alarm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든 경보를 볼 수 있습니
다.POS 포트가 IOS CLI 레벨에서 잘못 구성된 경우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되면 포트가 다운되고
TPTFAIL이 보고됩니다.

TPTFAIL(ML-Series) 경보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POS 포트 회로에 대해 SONET 경보가 발생하지 않으면 두 POS 포트를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1.

POS 포트 회로에 대해 "PLM-P" 경보만 발생하는 경우 두 POS 포트를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2.

POS 포트 회로에 대해 "PDI-P" 조건만 발생하고 회선이 G-Series 카드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G-Series 카드에 대해 "CARLOSS(G-Series Ethernet)"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이 경
우 "Clear the CARLOSS (G-Series Ethernet) Alarm(CARLOSS(G-Series 이더넷) 경보 지우기
)" 절차를 완료합니다.

3.

"AIS-P" 경보, "LOP-P" 경보 또는 "UNEQ-P" 경보가 있는 경우 SONET 경로(동일한 회로를 통
해 두 POS 인터페이스 간 경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경보를 지웁니다.

4.

//www.cisco.com/en/US/docs/optical/15000r4_5/15454/sonet/troubleshooting/guide/r4145tbl.html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중단

ML 이더넷 포트에 보고된 CARLOSS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POS 인터페이스에서 CRC 오류 보고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POS 컨피그레이션의 CRC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POS 보고서 PPDI

PDI-P는 ONS 노드가 생성하는 POH(STS 경로 오버헤드)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별 코드 집합입니
다.경보는 다운스트림 장비에 해당 STS 동기 페이로드 봉투 안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직접 매핑된
페이로드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ML 시리즈 카드 회로를 지원하는 OC-N 카드 포트의 PDI-P 조건은 ML 시리즈 카드의 엔드 투 엔드
이더넷 링크 무결성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링크 무결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TPTFAIL (G-Series Ethernet)" 경보 또는 회로를 종료하는 하나 또는 두 POS 포트에 대해 보고된
경보도 발생합니다.PTFAIL이 POS 포트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 TPTFAIL과 함
께 발생하는 경보를 트러블슈팅하여 PDI-P 조건을 지웁니다.PDI-P 경보는 고정형 경보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25에서 POS0이 관리 목적으로 다운되어 발생하는 경보의 예입니다.

0.225 POS 0(종료) 0.252 POS 0
PPDI, PRDI PAIS, TPTFAIL

이 예에서 PAIS는 문제의 루트가 .225 노드임을 나타냅니다.PAIS를 지우면 TPTFAIL, PPDI 및
PRDI도 지워집니다.

POS 보고서 PRDI

PRDI는 문제가 먼 끝에 있음을 나타냅니다.이 문제는 원엔드가 AIS 경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POS 보고서 PPDI를 참조하십시오.

POS 보고서 PAIS

AIS 경로 조건은 이 노드가 수신 경로에서 AIS를 탐지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AIS는 발신자 노드에 전송할 수 있는 유효한 신호가 없음을 알리는 특수 SONET
신호입니다.AIS는 오류가 아닙니다.수신기 노드는 노드가 실제 신호 대신 신호 AIS를 보는 각 입력
에서 결함 조건 AIS를 발생시킵니다.이 상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 업스트림 노드는 신호 장애
를 나타내는 경보를 발생시킵니다.모든 다운스트림 노드는 일부 유형의 AIS만 발생시킵니다.이 조
건은 업스트림 노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지워집니다.

POS 보고서 PPLM

이 문제는 CR(Critical) 및 SA(Service-Affecting)입니다.

노드의 Path Payload Label Mismatch 경보는 수신 신호가 로컬로 프로비저닝된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SONET 경로 오버헤드의 C2 바이트 값이 잘못되어 조건이 발생합니다.스크램
블링 및 캡슐화는 C2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S 인터페이스 중단

다양한 알람이 POS 인터페이스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경보는 POS 링크가 다
운됩니다.PAIS, PLOP, PTIM, PUNEQ, PRDI, PPLM, PPDI, BER_SF_B3. 목록을 수정하려면 pos
trigger defects interface 명령을 사용합니다.POS 인터페이스가 작동 또는 중단되면 그 원인이 기록
됩니다(show log). show ons alarm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활성 알람 또는 결함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POS 인터페이스를 불러오는 원인을 해결합니다.POS 인터페이스가 다운되면 TPTFAIL 경보가
발생합니다.

다른 벤더 POS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다음 항목이 양쪽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스크램블링1.
C2 값2.
CRC3.

POS 인터페이스 보고서 입력 오류

POS 인터페이스(show interface POS 및 CTC PM 카운터)에 누적되는 입력 오류는 인바운드 패킷
의 형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류 패킷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합니다.

CRC 오류가 입력 오류와 함께 증가하면 CRC 오류가 입력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CRC 컨
피그레이션의 트러블슈팅을 수행합니다.

POS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

두 POS 포트 간의 경로 구성 요소 문제를 해결합니다.다른 구성 요소 오류에서 해당 증가 없이 입력
오류가 증가하면 하드웨어 문제를 고려하십시오.하드웨어 교체 전에 회로의 양쪽에서(한 번에 하나
씩)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문제가 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TCC 측 스위치●

XC 측 스위치●

보호가 있는 경우 SONET 포트의 보호 스위치●

ML 카드 소프트 리셋●

ML 카드 재장착●

CDP 네이버가 표시되지 않음

두 인터페이스에서 CDP를 활성화했는지 확인합니다.

경보 및 인터페이스 오류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합니다.

엔드 투 엔드 트래픽 흐름 없음

두 개의 엔드 디바이스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



경보 및 오류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록:기본 테스트 구성 및 명령 정보

이 섹션에서는 이 테스트의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캡처합니다. 이 정보
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 요소로 사용됩니다.

7603a

7603a#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3136 bytes

!

version 12.1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7603a

!

!

ip subnet-zero

!

!

!

mls flow ip destination

mls flow ipx destination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

redundancy

 mode rpr-plus

 main-cpu

  auto-sync running-config

  auto-sync standard

!

!

!

interface GigabitEthernet1/1

 ip address 10.0.0.1 255.0.0.0

!

router ospf 1

 log-adjacency-changes

 network 10.0.0.1 0.0.0.0 area 0

!

ip classless

no ip http server

!

!

!

!

line con 0

line vty 0 4

!

end

7603a#show ip int bri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unassigned     YES unset  administratively down  down



GigabitEthernet1/1     10.0.0.1       YES manual up                     up

7603a#show ip route

Codes: C - connected, S - static, I - IGRP, R - RIP, M - mobile, B - BGP

       D - EIGRP, EX - EIGRP external, O - OSPF, IA - OSPF inter area

       N1 - OSPF NSSA external type 1, N2 - OSPF NSSA external type 2

       E1 - OSPF external type 1, E2 - OSPF external type 2, E - EGP

       i - IS-IS, L1 - IS-IS level-1, L2 - IS-IS level-2, ia - IS-IS inter area

       * - candidate default, U - per-user static route, o - ODR

       P - periodic downloaded static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7603a#show int gigabitEthernet 1/1

GigabitEthernet1/1 is up, line protocol is up (connected)

  Hardware is C6k 1000Mb 802.3, address is 0009.b7f4.76ca (bia 0009.b7f4.76ca)

  Internet address is 10.0.0.1/8

  MTU 1500 bytes, BW 1000000 Kbit, DLY 1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Full-duplex mode, link type is autonegotiation, media type is SX

  output flow-control is unsupported, input flow-control is unsupported, 1000Mb/s

  Clock mode is auto

  input flow-control is off, output flow-control is off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01, output 00:00:45,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never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L2 Switched: ucast: 5482 pkt, 516472 bytes - mcast: 1 pkt, 64 bytes

  L3 in Switched: ucast: 0 pkt, 0 bytes - mcast: 0 pkt, 0 bytes mcast

  L3 out Switched: ucast: 0 pkt, 0 bytes

     5145 packets input, 405866 bytes, 0 no buffer

     Received 5107 broadcasts,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332 packets output, 111641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2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7603a#show ip ospf neig

Neighbor ID     Pri   State           Dead Time   Address         Interface

10.0.0.2          1   FULL/DR         00:00:38    10.0.0.2        GigabitEtherne

t1/1

7603억

7603b#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1102 bytes

!



version 12.1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7603b

!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

!

!

mls flow ip destination

mls flow ipx destination

spanning-tree extend system-id

!

redundancy

 mode rpr-plus

 main-cpu

  auto-sync running-config

  auto-sync standard

!

!

!

interface GigabitEthernet1/1

 ip address 10.0.0.2 255.0.0.0

 speed nonegotiate

!

router ospf 1

 log-adjacency-changes

 network 10.0.0.2 0.0.0.0 area 0

!

ip classless

no ip http server

!

!

!

!

line con 0

line vty 0 4

 no login

!

end

Note that if GigE link does not come up, auto-negotiation may not be working.

Auto-negotiation can be turned off to force the link to come up.

Ensure both sides of the link are matching.

7603b#show ip int bri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unassigned      YES NVRAM  administratively down down

GigabitEthernet1/1     10.0.0.2        YES manual up                    up

7603b#show int gig 1/1

GigabitEthernet1/1 is up, line protocol is up (connected)

  Hardware is C6k 1000Mb 802.3, address is 000b.45b0.484a (bia 000b.45b0.484a)

  Internet address is 10.0.0.2/8

  MTU 1500 bytes, BW 1000000 Kbit, DLY 1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Full-duplex mode, link type is force-up, media type is SX



  output flow-control is unsupported, input flow-control is unsupported, 1000Mb/s

  Clock mode is auto

  input flow-control is off, output flow-control is off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01, output 00:00:04,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never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L2 Switched: ucast: 5695 pkt, 534143 bytes - mcast: 3 pkt, 192 bytes

  L3 in Switched: ucast: 0 pkt, 0 bytes - mcast: 0 pkt, 0 bytes mcast

  L3 out Switched: ucast: 0 pkt, 0 bytes

     5319 packets input, 395772 bytes, 0 no buffer

     Received 5172 broadcasts, 4 runts, 0 giants, 0 throttles

     4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413 packets output, 139651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2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7603b#show ip route

Codes: C - connected, S - static, I - IGRP, R - RIP, M - mobile, B - BGP

       D - EIGRP, EX - EIGRP external, O - OSPF, IA - OSPF inter area

       N1 - OSPF NSSA external type 1, N2 - OSPF NSSA external type 2

       E1 - OSPF external type 1, E2 - OSPF external type 2, E - EGP

       i - IS-IS, L1 - IS-IS level-1, L2 - IS-IS level-2, ia - IS-IS inter area

       * - candidate default, U - per-user static route, o - ODR

       P - periodic downloaded static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C    10.0.0.0/8 is directly connected, GigabitEthernet1/1

7603b#ping 10.0.0.1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0.0.1,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1/1 ms

2.25메가리터

.225ML12#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580 bytes

!

version 12.1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225ML12

!

logging buffered 4096 debugging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no ip routing

no ip domain-lookup

!

!

bridge 100 protocol ieee

!

!

interface GigabitEthernet0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bridge-group 100

!

interface GigabitEthernet1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shutdown

!

interface POS0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crc 32

 bridge-group 100

!

ip classless

no ip http server

!

!

!

!

line con 0

line vty 0 4

 exec-timeout 0 0

 no login

!

end

.225ML12#show ip int bri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GigabitEthernet0       unassigned      YES unset  up                    up

GigabitEthernet1       unassigned      YES unset  administratively down down

POS0                   unassigned      YES unset  up                    up

.225ML12#show int gig 0

GigabitEthernet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xpif_port, address is 000f.2475.8c04 (bia 000f.2475.8c04)

  MTU 1500 bytes, BW 1000000 Kbit, DLY 1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Full-duplex, 1000Mb/s, 1000BaseSX, Auto-negotiation

  output flow-control is off, input flow-control is on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53, output 00:00:01,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never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336 packets input, 111810 bytes

     Received 1 broadcasts (0 IP multicast)

     1 runts, 0 giants, 0 throttles

     1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watchdog, 244 multicast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5369 packets output, 422097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225ML12#show int pos 0

POS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address is 000f.2475.8c00

(bia 000f.2475.8c00)

  MTU 1500 bytes, BW 622080 Kbit, DLY 10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ONS15454-G1000, crc 32,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Scramble enabled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32, output never,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02:16:40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152 packets input, 26266640 bytes

     Received 0 broadcasts (0 IP multicast)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parity

     1 input errors, 1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4250 packets output, 351305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applique, 0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0 carrier transitions

.225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None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This command shows all the defects that can be reported to CLI and TCC (via CTC).

.225ML12#show ons alarm defect

Equipment Defects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CLI: CONTBUS-IO-A CONTBUS-IO-B CTNEQPT-PBWORK

 CTNEQPT-PBPROT EQPT RUNCFG-SAVENEED ERROR-CONFIG

Port Defects

  POS0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POS1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POS0

Active Defects: None

Alarms reportable to CLI: PAIS PRDI PLOP PUNEQ PPLM PTIM PPDI BER_SF_B3 BER_SD_B3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This command shows all the active alarms.

.225ML12#show ons alarm failure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None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225ML12#show control pos 0

Interface POS0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PATH

  PAIS      = 0         PLOP      = 0         PRDI    = 0         PTIM = 0

  PPLM      = 0         PUNEQ     = 0         PPDI    = 0

  BER_SF_B3 = 0         BER_SD_B3 = 0         BIP(B3) = 0          REI = 0

  NEWPTR    = 0         PSE       = 0         NSE     = 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Active Defects: None

Alarms reportable to CLI: PAIS PRDI PLOP PUNEQ PPLM PTIM PPDI BER_SF_B3 BER_SD_B3

Link state change defects: PAIS PLOP PTIM PUNEQ PRDI PPLM PPDI BER_SF_B3

Link state change time   : 200 (msec)

DOS FPGA channel number  : 0

Starting STS (0 based)   : 0

VT ID (if any) (0 based) : 255

Circuit size           : STS-12c

RDI Mode               : 1 bit

C2 (tx / rx)           : 0x01 / 0x01

Framing                : SONET

Path Trace

 Mode            : off

 Transmit String :

 Expected String :

 Received String :

 Buffer          : Unstable

 Remote hostname :



 Remote interface:

 Remote IP addr  :

B3 BER thresholds:

SFBER = 1e-4,   SDBER = 1e-7

231 total input packets,  26294392 post-HDLC bytes

0 input short packets,  26294465 pre-HDLC bytes

0  input long packets , 0  input runt packets

1  input CRCerror packets , 0  input drop packets

0 input abort packets

0 input packets dropped by ucode

6392  total output packets, 527660  output pre-HDLC bytes

527812 output post-HDLC bytes

Carrier delay is 200 msec

.225ML12#show cdp nei

Capability Codes: R - Router, T - Trans Bridge, B - Source Route Bridge

                  S - Switch, H - Host, I - IGMP, r - Repeater, P - Phone

Device ID        Local Intrfce     Holdtme    Capability  Platform  Port ID

.252ML12         POS0               148           T       ONS-ML1000POS0

7603a            Gig 0              121         R S I     Cat 6000  Gig 1/1

The following command  shows the detail bridge table. Note that 000b.45b0.484a

 is the address of Gig0 on 7603b.

.225ML12#show bridge ver

Total of 300 station blocks, 298 free

Codes: P - permanent, S - self

Maximum dynamic entries allowed: 1000

Current dynamic entry count: 2

BG Hash      Address      Action  Interface      VC    Age   RX count   TX count

100 02/0   000b.45b0.484a forward  POS0                 -

100 BC/0   0009.b7f4.76ca forward  Gi0                  -

Flood ports

GigabitEthernet0

POS0

This command shows the same type of info as the above.

.225ML12#show sdm l2-switching forwarding bridge-group 100

MAC-Address   B-Group l3_int punt_da Out-int SPR-NodeId CAM-ADDR  STATE

-----------   ------- ------ ------- ------- ---------- --------  -----

0009B7F476CA  100     0      0       Gi0     ***        11        Used

000B45B0484A  100     0      0       PO0     ***        12        Used

.225ML12#show interface summary

 *: interface is up

 IHQ: pkts in input hold queue     IQD: pkts dropped from input queue

 OHQ: pkts in output hold queue    OQD: pkts dropped from output queue

 RXBS: rx rate (bits/sec)          RXPS: rx rate (pkts/sec)

 TXBS: tx rate (bits/sec)          TXPS: tx rate (pkts/sec)

 TRTL: throttle count

  Interface           IHQ   IQD  OHQ   OQD  RXBS RXPS  TXBS TXPS TRTL

---------------------------------------------------------------------

* GigabitEthernet0      0     0    0     0     0    0     0    0    0

  GigabitEthernet1      0     0    0     0     0    0     0    0    0

* POS0                  0     0    0     0     0    0     0    0    0

NOTE:No separate counters are maintained for subinterfaces



     Hence Details of subinterface are not shown

.225ML12#show ons equipment-agent status

EQA ---- phySlot: 12, eqptType: EQPT_L2SC, eqptID: 0x2403 ----

    curTCC: Tcc B

linkStatus:    Full    dbReq/Recv: 1  /  4   msgVerToEQM: 2

  socketFd:       0    pipeMsgAct:   No     hdrSizeToEQM: 28

 connTries:       0 connTimerFast:   No   hdrSizeFromEQM: 28

timingProv:   No

clock auto 1

.225ML12#show ons provisioning-agent message ports all

  ----- Backend Port (00) Data -----

  prov: yes   sts: 00   vt: 255   type: DOS   name:

  ----- STS (00) Term Strip -----

  Admin State: IS        Direction: TX_RX_EQPT

  Type: 12 Sf: 1E-4 Sd: 1E-7 C2 tx/exp: 0x01 / 0x01

  PathTrace Format: 64Byte  Mode: OFF

   expected: (not valid)

   send: valid: "\000\000\000\000"

  ----- VT (255) Term Strip not provisioned -----

  ----- STS (00) Xc Strip -----

  rate: 12  Admin: IS

  Src  Port/STS: 0x09/0x00  STS Eqpt: 0x01

  Dest Port/STS: 0x06/0x00  UPSR STS Cont Dest: 0x00

  Prev STS Stich Dest Port/STS: 0xFF/0x00

  Next STS Stich Dest Port/STS: 0xFF/0x00

  ----- Backend Port (01) Data -----

  prov:  no   sts: xx   vt: xx   type: xxx   name: xxxxx

The following command retrieves the ONS provisioning information

 that is done via CTC.

.225ML12#show ons provisioning-agent message node-element

  ----- NE Data -----

  Node Name: R27-15454c

  MAC Addr : 00 10 CF D2 70 92

  IP Addr      : 10.89.244.225

  Sub Net Mask : 255.255.255.192

  Dflt Router  : 10.89.244.193

  Lan IP Addr  : 10.89.244.225

  Lan Sub Mask : 255.255.255.192

  Day Savings  : 0x01

  Min from UTC : 480

  Node ID      : 0xFF

  Sync Msg Ver : 0x01

  Sync Msg Res Delta : -1

  Sync Msg Res Quality : 0x06

  XConA Eqpt ID : 0x00000201

  XConB Eqpt ID : 0x00000201   OSPF Node ID  : 0xCFD27092

  SDH Mode      : SONET

0.252메가리터12

The auto negotiation was turned off on Gig0 (see later).

.252ML12#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643 bytes

!

version 12.1

no service pad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252ML12

!

logging buffered 4096 debugging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no ip routing

no ip domain-lookup

!

!

bridge 100 protocol ieee

!

!

interface GigabitEthernet0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no speed

 no negotiation auto

 bridge-group 100

!

interface GigabitEthernet1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shutdown

!

interface POS0

 no ip address

 no ip route-cache

 crc 32

 bridge-group 100

!

ip classless

no ip http server

!

!

!

!

line con 0

line vty 0 4

 exec-timeout 0 0

 no login

!

end

.252ML12#show ip int brie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GigabitEthernet0       unassigned      YES manual up                    up

GigabitEthernet1       unassigned      YES NVRAM  administratively down down

POS0                   unassigned      YES unset  up                    up

The Gig0 interface showed carrier loss until it was forced up by turning off

 auto negotiation.

.252ML12#show int gig 0

GigabitEthernet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xpif_port, address is 000f.2475.8c4c (bia 000f.2475.8c4c)

  MTU 1500 bytes, BW 1000000 Kbit, DLY 1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Full-duplex, 1000Mb/s, 1000BaseSX, Force link-up

  output flow-control is off, input flow-control is on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06, output 00:00:01,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never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391 packets input, 125375 bytes

     Received 1 broadcasts (0 IP multicast)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watchdog, 282 multicast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8489 packets output, 637084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252ML12#show int pos 0

POS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address is 000f.2475.8c48

 (bia 000f.2475.8c48)

  MTU 1500 bytes, BW 622080 Kbit, DLY 10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ONS15454-G1000, crc 32,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Scramble enabled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00, output never,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03:58:02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7396 packets input, 608413 bytes

     Received 0 broadcasts (0 IP multicast)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parity

     1 input errors, 1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input packets with dribble condition detected

     267 packets output, 96676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applique, 0 interface resets

     0 babbles, 0 late collision, 0 deferred

     0 lost carrier, 0 no carrier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0 carrier transitions

.252ML12#show ons alarm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None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252ML12#show ons alarm defect

Equipment Defects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CLI: CONTBUS-IO-A CONTBUS-IO-B CTNEQPT-PBWORK

 CTNEQPT-PBPROT EQPT RUNCFG-SAVENEED ERROR-CONFIG

Port Defects

  POS0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POS1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Reportable to TCC: CARLOSS TPTFAIL

POS0

Active Defects: None

Alarms reportable to CLI: PAIS PRDI PLOP PUNEQ PPLM PTIM PPDI BER_SF_B3 BER_SD_B3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252ML12#show ons alarm failure

Equipment Alarms

Active: None

Port Alarms

  POS0  Active: None

  POS1  Active: None

  GigabitEthernet0  Active: None

  GigabitEthernet1  Active: None

POS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POS1

Interface not provisioned

.252ML12#show contro pos 0

Interface POS0

Hardware is Packet/Ethernet over Sonet

PATH

  PAIS      = 0         PLOP      = 0         PRDI    = 0         PTIM = 0

  PPLM      = 0         PUNEQ     = 0         PPDI    = 0

  BER_SF_B3 = 0         BER_SD_B3 = 0         BIP(B3) = 0          REI = 0

  NEWPTR    = 0         PSE       = 0         NSE     = 0

Active Alarms : None

Demoted Alarms: None

Active Defects: None

Alarms reportable to CLI: PAIS PRDI PLOP PUNEQ PPLM PTIM PPDI BER_SF_B3 BER_SD_B3

Link state change defects: PAIS PLOP PTIM PUNEQ PRDI PPLM PPDI BER_SF_B3



Link state change time   : 200 (msec)

DOS FPGA channel number  : 0

Starting STS (0 based)   : 0

VT ID (if any) (0 based) : 255

Circuit size           : STS-12c

RDI Mode               : 1 bit

C2 (tx / rx)           : 0x01 / 0x01

Framing                : SONET

Path Trace

 Mode            : off

 Transmit String :

 Expected String :

 Received String :

 Buffer          : Unstable

 Remote hostname :

 Remote interface:

 Remote IP addr  :

B3 BER thresholds:

SFBER = 1e-4,   SDBER = 1e-7

7425 total input packets,  610493 post-HDLC bytes

0 input short packets,  610501 pre-HDLC bytes

0  input long packets , 0  input runt packets

1  input CRCerror packets , 0  input drop packets

0 input abort packets

0 input packets dropped by ucode

268  total output packets, 97061  output pre-HDLC bytes

97061 output post-HDLC bytes

Carrier delay is 200 msec

.252ML12#show cdp neigh

Capability Codes: R - Router, T - Trans Bridge, B - Source Route Bridge

                  S - Switch, H - Host, I - IGMP, r - Repeater, P - Phone

Device ID        Local Intrfce     Holdtme    Capability  Platform  Port ID

.225ML12         POS0               168           T       ONS-ML1000POS0

7603b            Gig 0              158         R S I     Cat 6000  Gig 1/1

.252ML12#show bridge verbose

Total of 300 station blocks, 300 free

Codes: P - permanent, S - self

Total of 300 station blocks, 298 free Codes: P - permanent, S – self

Maximum dynamic entries allowed: 1000 Current dynamic entry count: 2

BG Hash       Address        Action  Interface    VC    Age   RX count   TX count

100 02/0      000b.45b0.484a forward  Gi0             -

100 BC/0      0009.b7f4.76ca forward  POS0            -

Flood ports   GigabitEthernet0        POS0

.252ML12#show sdm l2-switching forwarding bridge-group 100

MAC-Address   B-Group l3_int punt_da Out-int SPR-NodeId CAM-ADDR  STATE

-----------   ------- ------ ------- ------- ---------- --------  -----

000B45B0484A  100     0      0       Gi0     ***        11        Used

0009B7F476CA  100     0      0       PO0     ***        16        Used

.252ML12#show int summ

 *: interface is up

 IHQ: pkts in input hold queue     IQD: pkts dropped from input queue

 OHQ: pkts in output hold queue    OQD: pkts dropped from output queue



 RXBS: rx rate (bits/sec)          RXPS: rx rate (pkts/sec)

 TXBS: tx rate (bits/sec)          TXPS: tx rate (pkts/sec)

 TRTL: throttle count

  Interface           IHQ   IQD  OHQ   OQD  RXBS RXPS  TXBS TXPS TRTL

---------------------------------------------------------------------

* GigabitEthernet0      0     0    0     0     0    0     0    0    0

  GigabitEthernet1      0     0    0     0     0    0     0    0    0

* POS0                  0     0    0     0     0    0     0    0    0

NOTE:No separate counters are maintained for subinterfaces

     Hence Details of subinterface are not shown

.252ML12#show ons equipment-agent status

EQA ---- phySlot: 12, eqptType: EQPT_L2SC, eqptID: 0x2403 ----

    curTCC: Tcc A

linkStatus:    Full    dbReq/Recv: 1  /  5   msgVerToEQM: 2

  socketFd:       0    pipeMsgAct:   No     hdrSizeToEQM: 28

 connTries:       0 connTimerFast:   No   hdrSizeFromEQM: 28

timingProv:   No

clock auto 1

.252ML12#show ons provisioning-agent message ports all

  ----- Backend Port (00) Data -----

  prov: yes   sts: 00   vt: 255   type: DOS   name:

  ----- STS (00) Term Strip -----

  Admin State: IS        Direction: TX_RX_EQPT

  Type: 12 Sf: 1E-4 Sd: 1E-7 C2 tx/exp: 0x01 / 0x01

  PathTrace Format: 64Byte  Mode: OFF

   expected: (not valid)

   send: valid: "\000\000\000\000"

  ----- VT (255) Term Strip not provisioned -----

  ----- STS (00) Xc Strip -----

  rate: 12  Admin: IS

  Src  Port/STS: 0x09/0x00  STS Eqpt: 0x01

  Dest Port/STS: 0x06/0x00  UPSR STS Cont Dest: 0x00

  Prev STS Stich Dest Port/STS: 0xFF/0x00

  Next STS Stich Dest Port/STS: 0xFF/0x00

  ----- Backend Port (01) Data -----

  prov:  no   sts: xx   vt: xx   type: xxx   name: xxxxx

.252ML12#show ons provisioning-agent message node-element

  ----- NE Data -----

  Node Name: r26-15454a

  MAC Addr : 00 10 CF D2 40 52

  IP Addr      : 10.89.244.252

  Sub Net Mask : 255.255.255.192

  Dflt Router  : 10.89.244.193

  Lan IP Addr  : 10.89.244.252

  Lan Sub Mask : 255.255.255.192

  Day Savings  : 0x01

  Min from UTC : 480

  Node ID      : 0xFF

  Sync Msg Ver : 0x01

  Sync Msg Res Delta : 0

  Sync Msg Res Quality : 0x00

  XConA Eqpt ID : 0x00000201

  XConB Eqpt ID : 0x00000201

  OSPF Node ID  : 0xCFD24052

  SDH Mode      : S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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