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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ONS 15454 또는 ONS 15327에서 TL1(Transaction Language 1) 세션을 설정
하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용자가 ONS 15454 또는 ONS 15327의 노드에 로그인한
기간을 세션이라고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isco ONS 15454●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ONS 15454 버전 4 - 모두.●

Cisco ONS 15454 버전 3 - 3.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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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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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ONS 15454 및 ONS 15327에서 다음 세 가지 옵션의 도움을 받아 TL1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

Telnet●

크래프트 인터페이스●

TL1 비밀번호(PID)는 이러한 옵션을 통해 TL1 세션에 액세스할 때 마스킹됩니다.이러한 옵션을 로
그아웃하면 세션이 닫힙니다.ONS 15454 및 ONS 15327에서는 이러한 옵션 중 하나 또는 조합으로
최대 20개의 동시 TL1 세션(텔넷 세션 19개와 크래프트 세션 1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C를 통한 TL1 세션

CTC를 통해 TL1 세션을 여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ONS 15454 또는 ONS 15327에 대한 TCP/IP 연결을 사용하여 PC에서 Netscape 또는
Internet Explorer를 시작합니다.

1.

Netscape 또는 Internet Explorer 웹 주소(URL) 필드에 ONS 15454 또는 ONS 15327용 노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CTC에 로그인합니다.3.
그림 1과 같이 Tools > Open TL1 Connection(TL1 연결 열기)을 클릭합니다.그림 1 - TL1 연결
열기

4.

노드 선택 대화 상자에서 노드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그림 2와 같이 OK를 클릭합니다.그림

2 - 노드 선택 

5.



그림 3과 같이 TL1 인터페이스 창이 표시됩니다. TL1 인터페이스 창에는 세 개의 하위 창이 있
습니다.요청 기록, 메시지 로그 및 TL1 요청입니다.TL1 요청 창에 명령을 입력합니다.응답은
메시지 로그 창에 나타납니다.Request history(요청 기록) 창에서 이전 명령을 검색할 수 있습
니다.이렇게 하려면 클릭만 하면 됩니다.그림 3 - TL1 인터페이스 창

6.

TL1 요청 창에서 activate user 명령을 입력하여 TL1 세션을 엽니다.
ACT-user::<User ID>:<ctag>:<password>;

7.

LAN을 통한 텔넷을 통한 TL1 세션

LAN 연결을 통해 텔넷 세션에서 TL1 명령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포트는 3개입니다.그
림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61, 3082 및 3083입니다. 포트 번호 3082는 원시 TCP/IP 포트입니다.울
리지 않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포트 번호 3083은 텔넷 프로토콜 및 관련 텔넷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하는 텔넷 포트입니다.포트 번호 2361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지
원되며 포트 3083(텔넷 포트)과 동일한 동작을 갖습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시작 > 실행을 선택합니다.1.
실행 프롬프트 상자에 cmd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2.
DOS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telnet <node ip address or node name> <port number> and press Enter.

3.

activate user 명령을 입력하여 TL1 세션을 엽니다.
ACT-user::<User ID>:<ctag>:<password>;

4.

그림 4 - LAN을 통한 TL1 세션(포트 2361, 3082 및 3083)



TL1 Session Through Craft Port(크래프트 포트를 통한 TL1 세션)

브라우저 대신 TCC/TCC2/TCC+ 또는 XTC에서 사용 가능한 9핀 크래프트 포트(RS-232 포트)를 사
용하여 ONS 15454 또는 ONS 15327에 액세스합니다. 크래프트 포트는 브라우저 없이 TL1 명령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VT100 에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직렬 케이블을 활성 TCC/TCC+/TCC2 또는 XTC 카드의 크래프트 포트에 연결합니다.1.
PC에서 하이퍼터미널을 시작합니다.2.
그림 5와 같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nect using(연결 사용) 필드에서 올바른 COM 포트를 선
택합니다.그림 5 - 올바른 COM 포트 선택

3.



그림 6과 같이 초당 비트를 9600으로, 데이터 비트를 8로, 패리티를 none으로, 를 stop 비트를
1로, 흐름 제어를 none으로 설정합니다.그림 6 - COM 포트 설정

4.

Enter 키를 누릅니다.그림 7 같이 >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5.
activate user 명령을 입력하여 TL1 세션을 엽니다.6.



   

ACT-user::<User ID>:<ctag>:<password>;

그림 7 - 크래프트 포트 및 하이퍼터미널을 통한 TL1 세션

관련 정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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