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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ONS 15454 옵티컬 스위치를 실행하는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IP 주소와 고정 경로를 구성할 때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이 문서에서는 문서화된 랩 설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안내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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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이 문서는 링크 레벨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며, 1544, Cisco 라우터 및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에서 IP 연결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
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IP 시나리오에 대한 일련의 문제 해결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각 IP 네트워크는 고유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림 1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15454 IP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샘플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읽은 후 특정 네
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454와 PC(Personal Computer)를 라우팅된 네트워크의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스위
치에 연결합니다.그런 다음 스위치 간에 라우티드 네트워크 연결을 생성합니다.그림 1의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에서 Switch-A 및 Switch-B는 네트워크의 양쪽에 있는 스위치를 나타내고 Router-C는
라우티드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그림 1 - 샘플 네트워크 토폴로지

PC의 IP 주소를 보려면 ONS 15454를 구성합니다.개인 컴퓨터는 ping 및 tracert 명령을 사용하여
ONS 15454에 대한 IP 연결을 확인합니다.

링크 수준 연결

샘플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의 이더넷 케이블(straight-through 및 crossover)을 사용합니다.이 테
이블을 사용하면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간에 사용할 이더넷 케이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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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C 와이어 래핑된 백
플레인 핀

PC 또는 워크스테이
션 직선형 케

이블

A1 RJ-45 핀 2
B1 RJ-45 핀 1
A2 RJ-45 핀 6

라우터 B2 RJ-45 핀 3

허브 또는 스위치 크로스 오
버 케이블

A1 RJ-45 핀 6
B1 RJ-45 핀 3
A2 RJ-45 핀 2
B2 RJ-45 핀 1

그림 2는 straight-through 이더넷 케이블의 예를 보여줍니다.

참고: 양쪽 끝에 있는 스냅 탭은 커넥터 뒤쪽입니다.

그림 2 - Straight-through 이더넷 케이블의 예

그림 3은 크로스오버 이더넷 케이블의 예를 보여줍니다.

참고: 양쪽 끝에 있는 스냅 탭은 커넥터 뒤쪽입니다.

그림 3 - 크로스오버 이더넷 케이블의 예

샘플 네트워크는 그림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림 4 - 케이블 사용



링크 수준 연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RJ-45 포트의 LED를 가장 먼저 켜십시오.

참고: TCC(Timing Communication and Control) 카드의 RJ-45 포트에는 LED가 없습니다.

링크 수준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케이블●

잘못된 케이블 또는 핀아웃●

TCC, PC, 허브 또는 라우터의 잘못된 포트(다른 포트를 시도하거나 포트를 교체하십시오.)●

잘못된 속도 또는 이중(TCC의 이더넷 포트는 10baseT 반이중)●

IP 레벨 연결

15454에서 라우터를 통해 연결되는 원격 CTC 워크스테이션에 IP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15454 네
트워크 요소 데이터베이스에 최대 16개의 고정 경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CTC를 통해 15454 네트
워크 요소에 고정 경로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참고: 현재 버전의 CTC 소프트웨어(v2.2.x)는 15454 노드당 동시 CTC 세션 수를 4개로 제한합니다
.릴리스 3.x 이상에서는 최대 5개의 동시 CTC 세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CTC 성능은 각 세션의 활
동 볼륨, 네트워크 대역폭, TCCx 카드 로드 및 DCC 연결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NOC(Network Operations Center)는 CTC를 통해 15454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
에, 현장 직원이 별도의 CTC 세션을 통해 네트워크의 15454에 로그인하는 경우



이러한 고정 경로를 프로비저닝하려면 15454 및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변경 사항을 구성해야 합
니다.다음 섹션에서는 샘플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라우터 연결 CTC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15454에서 고정 경로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기타 일반적인 IP 주소 시나리오는 이 문서의 Common IP Addressing Scenarios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라우터와 CTC 워크스테이션 설정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
으며, 여기에서 설명한 15454 네트워크 요소의 고정 경로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15454 구성

15454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TC의 노드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Network(네트워크) 탭을 선택합니다.1.
Static Routes 패널에서 Create를 선택합니다.Create Static Route 패널이 나타납니다.그림 5 -
고정 경로 생성

Create Static Route 패널은 고정 경로를 프로비저닝하여 1545가 라우터를 통해 고정 경로에
서 지정한 대상 IP 주소의 CTC 워크스테이션에 IP 세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샘플 네트
워크에서 워크스테이션은 16비트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 클래스 B 네트워크에 상주합니다
.CTC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는 144.254.14.38입니다.15454는 8비트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
클래스 A 네트워크에 상주합니다.TCC 카드에 있는 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cpm0)의 IP 주소
는 10.200.100.11입니다. Router-C에서 15454와 동일한 세그먼트에 있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E1)의 IP 주소는 10.200.100.5입니다.그림 6 - 고정 경로

2.



15454 문제 해결

15454에서 고정 경로를 구성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문제를 확인합니다.

잘못된 IP 주소 또는 서브넷 마스크:동일한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에는 직접 통신하려면 동일
한 서브넷 내에 있는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중복 IP 주소:IP 주소는 고유해야 합니다.네트워크 부분은 모든 주소에 대해 같을 수 있지만 호
스트 부분은 고유해야 합니다.

●

15454 게이트웨이 노드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잘못되었거나 없습니다.게이트웨이 15454 노드
의 기본 라우터를 인접 라우터의 이더넷 IP 주소로 구성합니다.

●

15454 게이트웨이 노드의 고정 경로가 잘못되었거나 없습니다.고정 경로에서 CTC 워크스테이
션에 할당된 IP 주소를 가리키도록 대상 IP 주소를 구성합니다.고정 경로는 다른 모든 15454 노
드에 자동으로 재배포됩니다.

●

15454 라우팅 테이블 이해

서로 CTC 연결을 구현하기 위해 링으로 연결된 모든 15454 네트워크 요소가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영역을 형성합니다.노드는 통신에 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 SDCC(Data
Communication Channel) 링크를 사용합니다.요소는 개별 노드의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DCC가 연
결하는 다른 15454에 알립니다.



샘플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15454가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 Ring) 링에서 4개 노드 중 하
나라고 가정합니다(그림 7 참조).

그림 7 - BLSR

노드는 링의 다른 세 노드에 구성한 고정 경로를 광고합니다.

그림 8은 왼쪽 상단 15454(10.200.100.11)이 고리의 다른 세 노드에 고정 경로를 광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이제 모든 노드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고정 경로를 공유합니다.

그림 8 - 10.200.100.11 고정 경로 알림



15454 라우팅 테이블 문제 해결

SDCC 연결 문제의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SDCC 종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종결이 잘못 구성되었습니다.SDCC를 구성할 때 관리를 위
해 네트워크를 다른 OSPF 영역으로 분할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SDCC에서 영역 ID를 변경하거
나 OSPF를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일반적으로 ONS 네트워크를 LAN의 OSPF와 통합할 때 이
러한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

파이버 경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LOS(Loss of Signal) 및 LOF(Loss of Frame) 경보 및 신호
성능 저하).

●

옵티컬 캐리어, 레벨 N(OC-N) 포트가 서비스 중이 아닙니다.●

SDCC 터널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라우터 구성

이 섹션에서는 4노드 BLSR 링을 포함하도록 샘플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장합니다(그림 9 참조).

그림 9 - 4노드 BLSR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BLSR의 4개 노드는 내부 OSPF 영역을 형성하며, 자신들 사이에 학습된 고정 경로를 재배포합니다
.그러나 OSPF 영역은 각 노드의 TCC 카드에 있는 CPM0(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학습된 경
로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라우터-C는 IP 주소 10.200.100.11을 15454-1로 학습합니다. 라우터가 노드가 직접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BLSR 내에서 OSPF 영역을 형성하는 다른 세 클래스 A 서브넷은
Router-C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숨겨집니다.15454-1은 cpm0 인터페이스에서 Router-C로 이러한
노드의 경로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참고: Cisco ONS15454 Release 3.3부터는 프록시 서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을 사용
하면 게이트웨이 ONS15454가 게이트웨이 뒤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 프록시 역할을 할 수 있습니
다.이렇게 하면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ONS15454 뒤의 모든 서브넷을 가리키는 경로를 가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라우터 C에서는 라우터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세 노드에 대해 고정 경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정 경로에는 Router-C가 직접 연결된 15454-1의 인터페이스 cpm0에 할당된 다음 hop IP 주소가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라우터 C의 컨피그레이션에서 고정 경로 문을 확인합니다.

!

hostname Router-C

!

.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10.200.100.5 255.0.0.0

!

interface Ethernet1

ip address 144.254.14.37 255.255.0.0

!

.

.

ip route 11.200.100.12 255.255.255.255 10.200.100.11

ip route 12.200.100.13 255.255.255.255 10.200.100.11

ip route 13.200.100.14 255.255.255.255 10.200.100.11



!.

.

line con 0

exec-timeout 0 0

password 7 131200

login

line aux 0

line vty 0 4

password 7 010411

login

!

end

Router-C#

그림 10은 Router-C에서 show ip route 명령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두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직접 연
결되며, 직접 연결되지 않은 3개의 15454 노드는 고정 경로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 라우터-C의 show ip route 명령 출력

고정 경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예는 이 문서의 IP 라우팅 시나리오 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라우터 문제 해결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CTC 워크스테이션의 IP 서브넷과 15454 게이트웨이 노드 간의 IP 연결을 확인합니다.CTC 워
크스테이션과 15454 게이트웨이 노드 사이의 엔터프라이즈 인터넷의 라우터에 CTC 워크스테
이션 IP 서브넷/major/super net 및 15454 게이트웨이 노드 서브넷/major/super net의 전달 테이

●



블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15454 게이트웨이 노드 옆의 라우터에서 15454 게이트웨이 노
드 기본 게이트웨이에서 CTC 워크스테이션 기본 게이트웨이로 ping을 수행합니다.
15454 게이트웨이 노드 인접 라우터에서 비 게이트웨이 15454 노드 IP 주소 서브넷
/major/super net에 대한 고정 경로를 구성합니다.15454 게이트웨이 노드 옆의 라우터에서 각
15454 노드로 ping합니다.참고: 프록시 서버 기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SOCKS V5 인
식 ping 애플리케이션만 성공합니다.

●

고정 경로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재배포:고정 경로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동적 라우
팅 프로토콜로 재배포되는지 아니면 CTC 워크스테이션과 15454 게이트웨이 노드 사이의 각
라우터에 정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CTC 워크스테이션에서 각 15454 노드로
ping합니다.참고: 프록시 서버 기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SOCKS V5 인식 ping 애플리
케이션만 성공합니다.CTC 맵 보기에서 노드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즉, 노드가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IP 주소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CTC 문제 해결

CTC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의 DOS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ping 명령을 실행하여
15454에서 워크스테이션과 TCC 카드의 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 간의 IP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Ping은 ICMP(Internet Control Management Protocol)를 전송하며 사용자가 지정한 대상 호스트 IP
주소에 8개의 에코 요청 패킷을 입력합니다.대상 호스트는 ICMP 유형 0 에코 응답 패킷으로 응답해
야 합니다.

참고: Cisco ONS 15454 Release 3.3 이상을 실행하고 프록시 서버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ping 및
tracert는 게이트웨이 NE에만 성공합니다.게이트웨이 NE 뒤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요소(NE)에 연
결하려면 SOCKS V5 인식 Ping 및 tracert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ping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피연산자 목록은 그림 11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1 - 사용 가능한 피연산자 목록

10 ICMP 유형 8개의 에코 요청 패킷을 1545(10.200.100.11)의 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로 전송하려면 ping을 사용합니다. 이더넷을 통해 이동할 때 최대 이더넷 패킷 크기가
1500바이트인 요청을 보냅니다.



그림 12 - 10개의 ICMP 유형 8개의 에코 요청 패킷을 10.200.100.11

보시다시피 에코 요청의 시간 초과로 인해 10%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454에서 TCC 카드의 이더
넷 관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에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5454로 이동한 경로를 확인하려면 DOS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tracert 명령을 실행합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 DOS 프롬프트에서 tracert 명령 실행

다음으로, tracert 명령을 사용하여 15454에서 TCC 카드의 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대상
IP 주소(10.200.100.11)을 지정합니다.

그림 14 - 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의 대상 IP 주소 지정



여기에서 대상 IP 주소가 2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 홉은 144.254.14.37입니다. 이는
CTC 워크스테이션이 연결된 이더넷 세그먼트의 이더넷 0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입니다.두
번째 홉은 10.200.100.11입니다. 이는 15454에서 TCC 카드의 이더넷 관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CTC에서 IP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IP 주소 또는 서브넷 마스크:동일한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에는 직접 통신하려면 동일
한 서브넷 내에 있는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중복 IP 주소:IP 주소는 고유해야 합니다.네트워크 부분은 모든 주소에 대해 같을 수 있지만 호
스트 부분은 고유해야 합니다.

●

기본 게이트웨이 또는 고정 경로가 잘못되었거나 없습니다.●

이중 경유 PC에서 예기치 않은 IP 주소:CTC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중 경유 PC에 예기치 않은 IP
주소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즉, PC에 듀얼 NIC(Network Interface Card)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면 패널 LCD를 통해 15454 IP 매개변수 구성

전면 패널 LCD(Liquid Crystal Display)의 슬롯, 상태 및 포트 버튼을 통해 ONS 15454의 IP 주소, 서
브넷 마스크 및 기본 라우터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없이 이러한 기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전면 패널 LCD 액세스를 잠글 수 있습니다.CTC의 Node(노드)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Network(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Prevent LCD IP Config(LCD IP 구
성 방지) 버튼을 선택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참고: LCD는 30초 동안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상 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림 15 - 전면 패널 LCD



전면 패널 LCD에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면 패널 LCD를 통해 IP 주소를 입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LCD 패널에 Slot-0(슬롯-0)이 나타날 때까지 Slot(슬롯) 단추를 반복해서 누릅니다.Slot-0은
Slot-0 메뉴를 나타냅니다.

1.

IP Address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컨피그레이션 메뉴를 스크롤하려면 Port 단추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2.

상태 버튼을 누릅니다.3.
Slot (Next) 버튼을 눌러 변경해야 할 IP 주소 번호로 이동합니다.선택한 숫자가 깜박입니다.4.
Port (Modify)(포트(수정) 버튼을 눌러 IP 주소 숫자를 올바른 숫자로 전환합니다.그림 16 - IP
주소의 숫자 수정

5.

필요한 IP 주소를 설정한 경우 Status (Done) 버튼을 눌러 Slot-0 메뉴로 돌아갑니다.그림 17 -
상태(완료)

6.

Save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저장)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Port(포트) 버튼을 반복해서 누
릅니다.그림 18 - 구성 저장 옵션

7.



Status(상태) 버튼을 눌러 Save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저장) 옵션을 선택합니다.Save
and REBOOT 화면이 나타납니다.그림 19 - 저장 및 재부팅

8.

새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려면 Slot (Apply)(슬롯(적용) 버튼을 누릅니다.그림 20 - 슬
롯(적용)

새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면 TCC 카드가 재부팅됩니다.TCC 카드가 재부팅되는 동안 몇 분
동안 Saving Changes LCD가 나타납니다.LCD 화면이 정상 대체 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오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9.

15454의 공통 IP 주소 지정 시나리오

15454 IP 주소 지정은 일반적으로 7가지 일반적인 IP 주소 지정 시나리오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갖
습니다.IP 주소를 설정하고 서브넷을 구성할 때 이러한 그림과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모든 IP
주소 지정 지침을 충족하려면 각 체크리스트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문에 "아니요
"로 응답할 경우 이 문서의 IPScenario 문제 해결 섹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7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IP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참고: 릴리스 2.2.0부터 LAN 디바이스는 더 이상 DCC를 통해 연결되는 동일한 서브넷의 다른 ONS
15454와 통신하기 위한 호스트 경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P 시나리오 1



ONS 15454s 및 CTC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다.모든 ONS 15454는 LAN A에 연결됩니다. 체크
리스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1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의 IP 체크리스트:

ONS 15454s의 IP 주소가 동일한 IP 서브넷에 #1, #2 및 #3입니까?●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의 LAN 와이어 랩 핀 또는 TCC의 RJ-45 포트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모든 ONS
15454와 허브 또는 스위치에서

●

모든 ONS 15454의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2 및 #3에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 4 이상)?

●

Java™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 및 Sun Solaris™용 버전
1.2.1_03 버전 1.2.2 이상)?

●

Java™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2

ONS 15454s 및 CTC는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습니다.모든 ONS 15454는 LAN B에 연결됩니다. 체
크리스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2 -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의 IP 체크리스트:

CTC 워크스테이션과 라우터 인터페이스 A의 IP 주소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라우터의 A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IP 주소로 설정됩니까?●

ONS 15454 #1, #2 및 #3의 IP 주소가 라우터의 B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까?●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ONS 15454#1, #2 및 #3의 기본 라우터가 라우터 B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로 설정됩니까?●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의 LAN 와이어 랩 핀 또는 모든 노드의 TCC의 RJ-45 포트와 허브/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

라우터 포트와 해당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모든 ONS 15454의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2 및 #3에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 4 이상)?

●

Java™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의 경우 버전 1.2.2 이상, Sun
Solaris™의 경우 버전 1.2.1_03)?

●

Java™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3

CTC와 모든 ONS 15454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다.15454-1은 LAN A에 연결되고 15454-2 및
3은 원격 사이트에 있습니다.체크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인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
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3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의 IP 체크리스트:

워크스테이션 IP 주소와 모든 ONS 15454의 IP 주소가 동일한 IP 서브넷에 있습니까?●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각 원격 노드(15454-2 및 3)에 대해 CTC 워크스테이션에 호스트 경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의 LAN 와이어 랩 핀 또는 활성 TCC RJ-45 포트와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
결성이 있습니까?

●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노드의 옵티컬 트렁크 포트가 사용 중입니까?●

사용 중인 모든 옵티컬 트렁크 포트에 대해 DCC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 노드(ONS 15454 #2 및 #3)를 ping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 4 이상)?

●

Java™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의 경우 버전 1.2.2 이상, Sun
Solaris™의 경우 버전 1.2.1_03)?

●

Java™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4

CTC와 ONS 15454-1은 동일한 서브넷에 있고 15454-2와 3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습니다.15454-
1은 LAN A에 연결되고 ONS 15454-2 및 3은 원격 사이트에 있습니다.체크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대
답이 "아니요"인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4 - 시나리오 4



시나리오 4의 IP 체크리스트:

CTC 워크스테이션 IP 주소와 ONS 15454 #1 IP 주소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까?●

ONS 15454#1, #2 및 #3의 IP 주소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습니까?●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ONS 15454 #1와 동일한 IP 주소로 설정됩니까?●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의 LAN 와이어 랩 핀 또는 활성 TCC RJ-45 포트와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
결성이 있습니까?

●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노드의 옵티컬 트렁크 포트가 사용 중입니까?●

사용 중인 모든 옵티컬 트렁크 포트에 대해 DCC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 노드(ONS 15454 #2 및 #3)를 ping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TM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TM 4 이상)?

●

JavaTM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TM의 경우 버전 1.2.2 이상, Sun
SolarisTM의 경우 버전 1.2.1_03)?

●

JavaTM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5

CTC와 각 15454는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습니다.15454-1은 LAN A에 연결되고 ONS 15454-2 및
3은 원격 사이트에 있습니다.체크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인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
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5 - 시나리오 5



시나리오 5의 IP 체크리스트:

CTC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와 라우터의 A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로컬 라우터의 A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로 설정됩니까?●

ONS 15454#1, #2 및 #3의 IP 주소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습니까?●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ONS 15454#1의 기본 라우터가 라우터의 B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IP 주소로 설정됩니까?●

ONS 15454 #1에는 CTC 워크스테이션을 가리키는 고정 경로가 있습니까?●

라우터에 모든 원격 ONS 15454에 대해 구성된 호스트 경로가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의 LAN 와이어 랩 핀 또는 TCC RJ-45 포트와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

라우터 포트와 해당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ONS 15454#1의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노드의 옵티컬 트렁크 포트가 사용 중입니까?●

사용 중인 모든 옵티컬 트렁크 포트에 대해 DCC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 노드(ONS 15454 #2 및 #3)를 ping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TM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 4TM 이상)?

●

JavaTM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TM의 경우 버전 1.2.2 이상, Sun
SolarisTM의 경우 버전 1.2.1_03)?

●

JavaTM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6

CTC가 다른 서브넷에 있으며 모든 15454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다.15454-1은 LAN A에 연결되
고 15454-2 및 3은 원격 사이트에 있습니다.체크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인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6 - 시나리오 6

시나리오 6의 IP 체크리스트:

CTC 워크스테이션과 라우터 A 인터페이스의 IP 주소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로컬 라우터의 A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IP 주소로 설정됩니
까?

●

ONS 15454#1, #2 및 #3의 IP 주소는 로컬 라우터의 B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
까?

●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ONS 15454#1의 기본 라우터가 라우터의 B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로 설정됩니까?●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의 LAN 와이어 랩 핀 또는 TCC RJ-45 포트와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

라우터 포트와 해당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ONS 15454#1의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노드의 옵티컬 트렁크 포트가 사용 중입니까?●

사용 중인 모든 옵티컬 트렁크 포트에 대해 DCC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 노드(ONS 15454 #2 및 #3)를 ping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TM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TM 4 이상)?

●

JavaTM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TM의 경우 버전 1.2.2 이상, Sun
SolarisTM의 경우 버전 1.2.1_03)?

●

JavaTM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7



CTC 1 및 2 및 모든 15454가 동일한 IP 서브넷에 있습니다.ONS 15454-1 및 CTC 1은 LAN A에 연
결됩니다. ONS 15454-2 및 CTC 2는 LAN B에 연결됩니다.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
할 경우 이 문서의 IP 시나리오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7 - 시나리오 7

시나리오 7의 IP 체크리스트:

두 CTC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와 모든 ONS 15454s IP 주소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까?●

모든 IP 주소가 고유합니까?●

ONS 15454#1에 CTC 워크스테이션 #1을 가리키는 고정 경로가 있습니까?●

ONS 15454#2에 CTC 워크스테이션 #2을 가리키는 고정 경로가 있습니까?●

CTC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자체적으로 ping할 수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백플레인(또는 활성 TCC)의 와이어 랩 핀과 허브 또는 스위치 사이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니까?●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중으로 설정되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 #1 p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노드의 옵티컬 트렁크 포트가 사용 중입니까?●

사용 중인 모든 옵티컬 트렁크 포트에 대해 DCC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CTC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 노드(ONS 15454 #2 및 #3)를 ping할 수 있습니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etscape Navigator™ 버전 4.08 이상 또는 Internet
Explorer™ 4 이상)?

●

Java™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Microsoft Windows™의 경우 버전 1.2.2 이상, Sun
Solaris™의 경우 버전 1.2.1_03)?

●

Java™ 정책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ONS 1545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까?●

ONS 15454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까?●

IP 시나리오 문제 해결

IP 시나리오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거나 IP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섹션에서 솔루



션을 찾으십시오.

문제 솔루션

CTC를 실행하는 워크
스테이션은 자체적으
로 ping할 수 없습니다
.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를 확
인합니다.

●

ping할 수 없는 경우 워크스테
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네트
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

워크스테이션과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는
링크 무결성이 없습니
다.

straight-through 이더넷 케이
블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허브 또는 스위치의 포트에 대
한 링크 무결성 표시기가 있는
지 확인합니다.

●

이더넷 케이블을 변경합니다.●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활성
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와이어 랩 연결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

허브 또는 스위치와
ONS 15454의 LAN 유
선 랩 또는 RJ-45 포
트 간에는 링크 무결
성이 없습니다.

크로스오버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더넷 케이블을 변경합니다.●

허브/스위치 포트가 활성화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와이어 랩 연결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

ONS 15454에 연결하
는 허브 또는 스위치
포트가 10Mbps 반이
중 모드에서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

워크스테이션에서 다
른 장치에 대해 ping을
수행할 수 있지만 워
크스테이션은 특정
15454를 ping할 수 없
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지정된 ONS
15454의 IP 주소가 15454
LCD 화면에 나타나는 IP 주소
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워크스테이션, 라우터 및 CTC
고정 경로의 라우팅을 확인합
니다.

●

옵티컬 카드 포트가 사용 중이
고 DCC가 활성화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

Java™ 정책 파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Java™ 플러그인 이전
에 파일이 설치되었습

정책 파일 및 설치 지침은
15454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
트웨어 CD에 있습니다.

●



니다.
ONS 15454s #X, #Y
및 #Z의 IP 주소가 동
일한 서브넷에 있는지
다른 서브넷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

ONS 15454에 대한
기본 라우터 항목이
다음 hop 라우터 인터
페이스의 IP 주소와
일치하도록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는 알 수 없습니다.

CTC의 도움을 받아 15454에
지정된 기본 라우터 컨피그레
이션이 다음 hop 라우터 인터
페이스의 확인된 IP 주소와 일
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 문서의 정적 경로 프로비저
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라우터의 포트와 허브 또는 스
위치 간에 링크 무결성이 있습
니까?

●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
여 다음 hop 라우터의 인터페
이스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

라우터 포트와 허브
또는 스위치 간에는
링크 무결성이 없습니
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

15454s의 옵티컬 트
렁크 포트가 작동 중
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트렁크 포트가 CTC를 통해 서
비스 중인지 확인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비
저닝 탭을 클릭합니다.라인 하
위 탭을 누릅니다.Status(상태)
열을 클릭합니다.포트가 IS(In
Service)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DCC가 In-Service 옵
티컬 트렁크 포트에서
활성화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CTC를 통해 DCC가 활성화되
었는지 확인합니다.다음 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옵티컬 카드
의 카드 레벨 보기로 이동합니
다.프로비저닝 탭을 클릭합니
다.Sonet DCC 하위 탭을 누릅
니다.광학 카드가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

웹 브라우저는
15454에 연결되지 않
지만 다른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연결됩니
다.

워크스테이션에 지정된
15454의 IP 주소가 ONS
15454의 LCD 화면에 나타나
는 IP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

워크스테이션에서 ONS
15454를 ping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

●



   

원격 ONS 15454s를
ping할 수 없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지정된 ONS
15454의 IP 주소가 원격 ONS
15454의 LCD 화면에 나타나
는 IP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

ONS 15454 및 워크스테이션
의 라우팅을 확인합니다.

●

원격 15454 노드가 별도의 서
브넷에 있는 경우 게이트웨이
15454 노드에서 CTC 워크스
테이션까지의 고정 경로가 있
는지 확인합니다.

●

프록시 서버가 활성화되지 않
았는지 확인합니다.프록시 서
버가 활성화된 경우 SOCKS
V5 인식 pin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

관련 정보

ONS 15454 Procedure Guide 릴리스 8 - Set Up CTC Network Access(CTC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

Cisco ONS 15400 Series 기술 참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optical/15000r8_0/15454/sdh/procedure/guide/e80pndtu.html#wp16877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optical/15000r8_0/15454/sdh/procedure/guide/e80pndtu.html#wp16877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technical_reference_list.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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