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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ONS 15454 네트워크에서 2개의 노드가 있는 point-to-point(1+1) 컨피그레이션을
2개의 파이버 BLSR(bidirection line switching ring)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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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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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이 문서에서는 두 노드(Node1 및 Node2)가 있는 랩 설정을 사용합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 토폴로지

현재 설정은 포인트 투 포인트(1+1) 컨피그레이션입니다.라인 용량은 OC-48입니다. 작동/활성 및
보호/대기 포트는 각각 슬롯 5와 슬롯 6에 있습니다(그림 2 참조).

그림 2 - Point-to-Point(1+1) 구성

현재 두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그림 3 참조).

그림 3 - 회로 2개

포인트-투-포인트(1+1)를 BLSR으로 변환

포인트-투-포인트(1+1) 컨피그레이션을 2파이버 BLSR 링으로 변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
오.

두 노드 중 하나에 로그인합니다.1.
Alarms and Conditions 탭을 확인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 알람 또는 조건이 없는지 확인합
니다.계속하기 전에 네트워크 관련 경보를 모두 해결합니다.

2.

회선 탭을 클릭합니다(그림 4의 화살표 A 참조).그림 4 - CTC 데이터 내보내기:회로3.



일부 회로를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생성해야 하므로 참조용으로 CTC(회로) 데이터를 내보냅
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File(파일) > Export(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그림 4의 화살표
B 참조).EXPORT(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합니다(그림 5 참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HTML로(As HTML) - 이 옵션은 데이터를 그래픽 없이 간단한 HTML 테이블
파일로 저장합니다.Netscape Navigator, 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나 HTML 파일을 열 수 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CSV로—이 옵션은 CTC 테이블을 쉼표로 구분된 값(CSV)으로 저장합니다.TSV로—이 옵션
은 CTC 테이블을 탭으로 구분된 값(TSV)으로 저장합니다.그림 5 - EXPORT 대화 상자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확
인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한 노드 옆의 범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에서 회선을 클릭합니
다(그림 6 참조).그림 6 - 바로 가기 메뉴에서 회선 선택

5.



Circuits
on Span 창이 나타납니다(그림 7 참조).그림 7 - 스팬 회로

활성 STS(Synchronous Transport Signal) 회로의 총 수가 스팬 대역폭의 50%를 초과하지 않
는지 확인합니다.4단계에서 내보낸 회로 목록을 사용하여 스팬의 대역폭의 상위 50%에 해당
하는 회로를 확인합니다.이러한 회로를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Circuit 열에
Unused(미사용)라는 블록이 나타납니다(그림 7 참조). 이 숫자는 스팬 대역폭의 50%를 초과
해야 합니다.OC-48의 경우 스팬에서 24개 이상의 STS를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OC-12의
경우 스팬에서 6개 이상의 STS를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

6.

포인트 투 포인트 BLSR 변환과 관련된 각 노드에 대해 3단계와 4단계를 반복합니다.7.
1+1 작업 슬롯이 BLSR으로 변환하려는 범위의 양쪽 끝에서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12단계에서 작동하는 슬롯과 참조할 수 있는 보호 포트를 기록해 둡니다. 다음 단계를 완
료합니다.노드 보기에서 Maintenance(유지 관리) > Protection(보호)을 클릭합니다.Selected
Group(선택한 그룹) 창의 작업 슬롯/포트가 Selected Group(선택한 그룹) 섹션 아래에
Working/Active(작업 중/활성)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2 참조).

8.

포인트 투 포인트 범위를 지원하는 각 노드에서 보호 그룹을 삭제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
십시오.노드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Protection(보호) 탭을 클릭합니다.삭제할
보호 그룹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그림 8 참조).그림 8 - 보호 그룹 삭제

보호 그룹 삭제 확인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그림 9 - 보호 그룹 삭제

9.



단계(a)에서 (d)까지 반복
하여 범위 끝에 있는 보호 그룹을 삭제합니다.

한쪽 엔드 노드의 보호 포트에서 다른 엔드 노드의 보호 포트로 파이버를 확인합니다.10.
8단계에서 기록한 이전 보호 슬롯에 SONET SDCC(Data Communication Channel) 종료를
생성합니다. 노드 1과 노드 2에서 다음 절차를 실행합니다.Node(노드) 보기에서 Circuits(회
선) > DCC/GCC(DCC/GCC)를 클릭합니다(그림 10 참조).그림 10 - SDCC 종료 생성

Create를 클릭합니다.Create SDCC Termination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그림 11 참조).그
림 11 - Create SDCC Terminations 대화 상자

11.



SDCC 종료용 포트를 클릭합니
다.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려면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누릅니다.Port State(포트 상태) 영역
에서 Set to IS(IS로 설정)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그림 11의 화살표 A 참조).Disable
OSPF on DCC Link(DCC에서 OSPF 비활성화)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그
림 11의 화살표 B 참조).OK(그림 11의 화살표 C 참조)를 클릭합니다.
이제 보호 대역폭의 일부인 STS에 프로비저닝한 회로의 경우(OC12 BLSR의 경우 STS
7~12, OC-48 BLSR의 경우 STS 25~48, OC-192 BLSR의 경우 STS 97~192) 각 회로를 삭제
합니다.6단계에서 회선 목록의 표기법을 참조하십시오.참고: 회로를 삭제하면 서비스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12.

네트워크 보기에서 Provisioning(프로비저닝) > BLSR을 선택하고 Create BLSR(BLSR 생성
)을 클릭합니다(그림 12 참조).그림 12 - BLSR 생성

13.



BLSR 생성 대화 상자에서 BLSR 속성을 설정합니다(그림 13 참조).벨소리 유형:BLSR 링 유
형(2파이버 또는 4파이버)을 선택합니다.속도:BLSR 벨소리 속도 선택벨소리 ID:벨소리 ID를
할당합니다.값은 0에서 9999 사이여야 합니다.복귀 시간(링 복귀 또는 범위 복귀):링 스위치
후 트래픽이 원래 작업 경로로 복원되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기본값은
5분입니다.그림 13 - BLSR 특성

14.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네트워크 그래픽이 나타납니다(그림 14 참조).그림 14 - BLSR 토폴
로지

15.



네트워크 그래픽에서 BLSR 스팬 라인을 두 번 클릭합니다.스팬 라인이 전체 링을 구성하는
다른 BLSR 카드에 연결된 DCC인 경우 선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Finish 버튼이 나타납니다
.회선이 전체 링을 형성하지 않으면 전체 링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 스팬 라인을 두 번 클릭합
니다.

16.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두 개의 파이버 BLSR 생성을 완료합니다.BLSR이 나타납니다(그림
15 참조).그림 15 - 2개의 파이버 BLSR 생성 확인

17.

12단계에서 삭제한 회로를 다시 생성합니다.18.
네트워크 보기에서 회로를 클릭합니다.Protection(보호) 열에서 두 회로에 2F-BLSR이 표시
됩니다(그림 16 참조). 변환 전에 두 회로는 1+1을 보여줍니다(그림 3 참조).그림 16 - 회로

19.



   

관련 정보

Cisco ONS 15454 절차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optical/15000r8_0/15454/sonet/procedure/guide/r80procd.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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