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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를 통해 ONS 15454에 대한 타이밍 프로비저닝 방
법을 설명합니다.CTC는 타이밍 프로비저닝과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노드 수준의 Provisioning/Timing 탭에서 타이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전체 노드에
대해 서로 다른 타이밍 모드와 참조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각 옵티컬 포트에서 기본 SSM(Synchronous Status Message)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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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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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레벨에서 타이밍 구성

노드 레벨은 세 가지 구성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타이밍●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시설●

참조 목록●

일반 타이밍

[일반 시간] 섹션에서는 다음을 정의합니다.

NE의 타이밍 모드입니다.●

SSM 메시지 집합입니다.●

RES의 품질.●

되돌리기 타이밍의 사용 여부●

다른 섹션의 일부 옵션은 이 섹션에서 선택한 타이밍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그림 1은 기본 설정을
보여줍니다.

그림 1 - 일반 타이밍 프로비저닝

TCC(Timing Control Card)는 수신 SSM에 대한 SSM Generation 2(Gen2) 지원 장치 역할을 하며,
이 설정은 여기에 없습니다.TCC는 프로비저닝을 통해 Gen2 메시지를 1세대(1세대) 메시지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TCC 또는 출력은 변환된 메시지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SSM 메시지 세트가
Gen1로 프로비저닝되고 Gen2 메시지가 수신된다고 가정합니다.TCC는 Conditions(조건) 탭에 인
바운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Gen2 메시지를 표시합니다.그러나 TCC는 메시지를 NE-SYNC 및 출력
에 대한 Gen1 동등한 메시지로 변환합니다.Gen2에서 Gen1로 변환하는 동안 TCC는 항상 가장 근
접한 품질 메시지를 사용하여 고품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예를 들어 TCC는 ST3E(품질 레벨 5)를
ST3(품질 레벨 4)로 변환합니다.

되돌리기 타이밍은 TCC가 최상의 SSM 품질 레벨을 가진 가장 높은 우선순위 참조로 복귀함을 의
미합니다.되돌리지 않는 타이밍은 TCC가 사용 가능한 최상의 품질 참조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며 우
선순위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참조 목록 섹션에서 우선순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BITS 시설

BITS Facility(BITS 시설) 섹션을 사용하여 2BITS In 및 2BITS Out 포트를 프로비저닝합니다.BITS
포트를 활성화하려면 상태를 OOS(서비스 중지)에서 IS(서비스 중)로 변경합니다. 그림 2에는 기본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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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SONET용 BITS 시설 프로비저닝

Cisco는 이중화를 위해 2개의 외부 타이밍 장치를 권장합니다.수신 BITS 신호는 SF(Superframe)
또는 ESF(Extended Superframe)로 포맷된 1.544MHz DS-1(SONET 시스템의 경우)입니다.SSM에
는 ESF가 필요합니다.BITS 코딩 및 프레이밍은 버전 5.0 이전 릴리스의 In 및 Out 포트 모두에 적용
됩니다.

SDH 시스템의 경우 BITS Facility는 E1, 2.048MHz 또는 64kHz가 될 수 있습니다.소스와 일치하도
록 적절한 코딩 및 프레이밍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BITS In 소스가 PRS(Primary Reference Source) 또는 PRC(Primary Reference Clock)인지 확인합
니다. 또한 금속 타이밍 소스(예: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계 또는 타이밍 T1이 BITS In
소스를 직접 전달하는지 확인합니다.1s 밀도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Cisco에서는 일반 데이터 T1을
권장하지 않습니다.타이밍 T1은 모든 1의 T1입니다.

Sync에 대해 Enabled(활성화됨) 확인란을 선택하면메시징, TCC는 BITS In 포트에서 SSM을 수신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여기서 BITS 소스는 SSM을 제공합니다.BITS 소스가 SSM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Enabled(활성화됨)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SSM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클럭 신호가
범위 내에 있을 때 BITS In에 대해 STU(Sync Tracking Unknown) 메시지가 나타납니다.그렇지 않으
면 Do Not Use (DUS) 메시지가 나타납니다.릴리스 5.0 이상에서는 클록 소스가 SSM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Admin SSM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 STU 대신 다른 메시지(예: PR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SM에서 BITS를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AIS Threshold 옵션을 사용하여 BITS Out에서 시간 초과
에 대한 외부 장치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인 클럭 품질이 선택한 임계값 미만이면 BITS
Out에 AIS가 전송됩니다.기본 임계값은 DS1의 경우 SMC(S1 = 1100), 2MHz의 경우 G812L(S1 =
1000)입니다.Cisco는 SETS 이상의 품질을 가진 모든 신호에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신호를 갖지 않
도록 SETS(Synchronous Equipment Timing Supply)를 권장합니다.AIS는 DS1의 경우 모든 1s 신
호의 프레임 해제 상태이며 2MHz의 신호는 없습니다.

BITS Out SSM은 활성 라인의 SSM에서 파생되며, 기능이 SSM을 지원하는 경우 항상 SSM을 전송
합니다.라인의 SSM 값이 DUS이면 BITS Out은 DUS를 보냅니다.활성 라인(포트 레벨)에 대해
SSM을 비활성화하면 BITS Out은 STU를 전송합니다.

참조 목록

참조 목록 섹션을 사용하여 타이밍 참조 및 BITS 출력 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각 참조의 우선순
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우선 순위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기본 참조라고도 하는 Ref-1부터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Ref-3 또는 Third Reference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그림 3 참조).

그림 3 - 참조 목록 프로비저닝



이 테이블은 참조의 사용 가능한 옵션이 이전에 선택한 타이밍 모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
냅니다.

타이밍 모드 참조 옵션
외부 BITS1, BITS2, 내부 시계
선 모든 동기식 IO 포트, 내부 클럭

혼합 BITS1, BITS2, 모든 동기식 IO 포트, 내부
클럭

참고: 두 광 포트 간에 1+1 보호를 프로비저닝할 경우 작업 포트만 타이밍 참조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보호 포트는 스위치 중에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타이밍을 위해 포트를 선택하면 해당 IO 포트에서 EnableSyncMsg가 선택됩니다(Optical IO Card
Level의 Configure Timing 섹션 참조). 섀시에서 카드를 삭제하려면 해당 카드의 포트를 참조로 프
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

BITS Out 참조의 경우 동기식 IO 포트를 소스로 선택합니다.BITS Out 옵션은 IO 포트, NE
Reference 또는 None입니다.

유지 관리/타이밍 탭을 사용하여 참조 상태 및 조건을 모니터링합니다.그림 4에는 샘플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4 - 참조 상태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라인 타이밍 모드가 맨 위에 표시됩니다.NE 시계 섹션은 현재 클럭 상태가
Holdover임을 나타냅니다.참조 섹션에는 현재 NE 참조를 나타내는 Selected 열에 X가 있습니다.조
건 열에는 현재 참조 품질이 OK로 표시됩니다.참조 품질이 양호하지 않으면 이 열에는 OOB(Out of
Bounds)가 표시됩니다. SSM 열에는 SSM 처리 상태가 표시되고 SSM 품질 열에는 메시지 유형이
표시됩니다.내부 시계가 수신 SSM을 처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SSM 열에 'disabled' 값이 표시됩
니다.

Maintenance/Timing 탭에서 수동 참조 전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사용자가 시작한 보호 요청 명
령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Forced Switch(강제 스위치) - 활성 참조에 대한 강제 스위치 요청은 새 참조에 더 나쁜 SSM 값
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참조로 전환합니다.

●

수동 스위치 - 활성(또는 선택한) 참조에 대한 수동 스위치 요청으로 인해 대기 참조에 대한 참
조 스위치가 생성됩니다.그러나 스탠바이 참조가 정상 상태이고 활성 참조와 품질 레벨이 동일
한 경우에만 스위치가 발생합니다.

●

옵티컬 IO 카드 레벨에서 타이밍 구성

각 옵티컬 IO 카드에는 각 포트의 동기화와 관련된 4가지 설정이 있습니다(그림 5 참조).

ProvidesSync:해당 포트를 행 시간 제한 참조 중 하나로 구성할 경우 ProviesSync 확인란이 자
동으로 선택됩니다.이 경우 Port Provisioning(포트 프로비저닝) 창에서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할
수 없습니다(표시 전용).

●

동기화 메시지 사용:EnableSyncMsg 확인란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SSM을 끄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신 SSM은 기본적으로 처리됩니다.이 설정은 발신
SSM(항상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않음 보내기:DoNotUse 보내기 확인란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항상
DUS를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태:State(상태) 열은 포트가 IS인지 OOS인지를 나타냅니다.포트가 OOS이면 포트가 라인 타
이밍 참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그림 5 - 프로비저닝 포트 레벨 타이밍

●

EnableSyncMsg를 선택 취소하면 포트에 대해 SSM-OFF 조건이 발생합니다.Maintenance/Timing
탭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조가 정상일 경우 SSM-STU 조건이 발생합니다.참조가
실패하면 DUS가 발생합니다.SSM을 비활성화하면 타이밍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격 포트가
DUS를 전송할 경우, SSM을 비활성화할 때 수신 포트는 원격 포트를 잠재적 참조로 계속 고려합니
다.Cisco에서는 SSM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 설정(SSM 활성화)을 유지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두 개의 광 포트가 1+1 보호 그룹에 있는 경우, 작동 중인 포트에서만 카드 레벨 타이밍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보호 포트는 작업 포트에서 변경한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노드를 위한 활성 타이밍 참조로 포트를 선택할 때마다 참조는 항상 업스트림 노드로 자동으로 다
시 전송됩니다.이는 SSM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운스트림 노드는 업스트림 노드의 전송 포트에서 DoNotUse 전송이 활성화된 경우 DUS를 보고
할 수 있으며, 수신 포트에서 EnableSyncMsg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Send DoNotUse를 활성화하
면 다운스트림 노드의 타이밍 소스로 포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Lab 설정을 사용하거나 네
트워크 경계를 넘어야 하는 특정 설정을 사용하지 않는 한 Send DoNotUse를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Cisco는 두 통신사 간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통신사로의 DUS를 전송하는 것을 권장합
니다.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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