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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L-MR-10 카드를 사용할 때 Cisco CDP(Discovery Protocol) 패킷 및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패킷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특정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SONET MSPP(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회선
구성

●

ML-MR-10 사용 및 구성●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

Cisco 표준 IOS® 명령●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ONS 15454 SDH/SONET, 소프트웨어 버전 9.0 이상●

15454-ML-MR-10●

Cisco WS-C3750G-48PS 및 WS-C3560G-24PS●

Cisco Standard IOS 명령●

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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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다음은 ML-MR-10 카드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ML-MR-10 카드는 10포트 멀티레이어 이더넷 카드입니다.이더넷 포트는 SFP(Small Form-
Factor Pluggable)를 통해 10Mbps, 100Mbps 또는 1000Mbps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

ML-MR-10 카드에는 OC-N 카드 포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2개의 RPR(Resilient
Packet Ring) 포트가 있습니다.각 이더넷 포트는 STS-12c, STS-24c, STS-48c 또는 STS-96c
크기의 동기식 전송 신호(STS) 회로를 전송합니다.두 RPR 포트 인터페이스가 결합되어 RPR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ML-MR-10은 SONET에 대해 프레임 매핑 GFP-F(Generic Framing
Procedure) 캡슐화만 지원합니다.또한 ML-MR-10은 최대 26개의 POS(Packet Over SONET)
포트를 지원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포트는 SONET GFP-F 캡슐화된 회로를 종료합니다.

●

ML-MR-10 카드는 포트 레벨에서 1:1 보호를 지원합니다.또한 중복 카드가 설치된 1:1 카드 보
호도 지원합니다.

●

ML-MR-10 카드는 전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용자가 ML-MR-10 카드
를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버전 업 기능을 지원합니다.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용자
는 먼저 ML-MR-10 카드가 아닌 노드의 모든 카드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ML-
MR-10 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ML-MR-10 카드는 XC10G 및 XC-VXC-10G 카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슬롯 1~6과 슬롯
12~17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XCVT 카드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ML-MR-10 카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1

포인트 투 포인트 ML-MR-10 설정을 통해 두 개의 스위치가 서로 연결됩니다.ML-MR-10은 스위치
가 서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즉, CDP 패킷은 ML-MR-10 카드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삭제되고 스위치의 show cdp neighbors 출력에 ML-MR-10이 표시됩니다.

문제 1에 대한 토폴로지

/content/en/us/td/docs/optical/15000r9_0/ethernet/454/guide/45490ethernetguide/45490a_mlmrcardovw.html


물리적 연결이 토폴로지에 표시됩니다.ML-MR-10 카드는 두 ONS 15454 노드에 모두 설치되고,
ML-MR-10 인터페이스 Gi0은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와 연결되며 양쪽이 동일합니다.

두 개의 ML-MR-10 카드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SDH/SONET 회로는 POS 0에서 POS 0으로 구축되
었습니다.

여기서 ML-MR-10 설정을 통해 스위치에서 CDP 패킷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즉, show cdp
neighbors 명령이 스위치에서 실행되면 ML-MR-10이 네이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대신 끝에 연결
된 스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두 스위치는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루션 1

이 문제는 ML-MR-10 카드의 특정 컨피그레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컨피그레이션입니다.

interface GigabitEthernet0

no ip address

speed auto

duplex auto

negotiation auto

no keepalive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untagged

  rewrite egress tag pop 1

  bridge-domain 100

 

interface POS0

no ip address

shutdown

pos mode gfp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dot1q 101

  rewrite egress tag push dot1q 101

  bridge-domain 100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Gig 0과 POS 0 인터페이스가 모두 동일한 서비스 인스턴스와 동일한
bridge-domain 100에 있습니다. 즉, Gig 0에서 오는 패킷이 POS 0으로 전달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POS 0 포트에서 수신 패킷은 추가 VLAN 101과 함께 추가됩니다.그러면 패킷이 Gig 0을 떠나
면 인터페이스 Gig 0에서 이 VLAN이 제거됩니다.

두 ML-MR-10 카드의 이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POS의 수신 패킷은 항상 VLAN 101로 태그됩니다
(VLAN을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POS 포트에서 POS 포트로의 터널이 있습니다.패킷이 Gig 0을
통해 카드를 떠나면 이 태그가 제거되므로 스위치에서 데이터 패킷이 완전히 투명하게 되고 CDP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트래픽과 CDP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다른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interface GigabitEthernet0

 no ip address

 speed auto

 duplex auto

 negotiation auto

 no keepalive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default

 bridge-domain 1

 

 

interface POS0

 no ip address

 no keepalive

 pos mode gfp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default

 bridge-domain 1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GigabitEthernet 및 POS 포트가 동일한 서비스 인스턴스의 일부이며 함께
연결됩니다.또한 서비스 인스턴스 아래에 프로비저닝된 캡슐화는 기본값이며, 이는 태그 지정/태그
가 지정되지 않은 모든 패킷을 전달함을 의미합니다.

문제 2

다이어그램에서 스위치의 두 인터페이스가 ML-MR-10 카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L-MR-10의 포트 Gi0 및 Gi1이 스위치의 포트 0/0 및 0/1과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와 ML-MR-10 카
드 사이의 다른 끝에도 동일한 연결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스위치 인터페이스 0/0 및 0/1에서 채널 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두 스위치 모두 피어로 직
접 구성해야 합니다.

ML-MR-10은 이 경우 투명해야 합니다.ML-MR-10 카드에는 채널 그룹 컨피그레이션이 없어야 합니
다.

두 개의 ML-MR-10 카드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POS 0에서 POS 0으로, POS 1에서 POS 1로
SDH/SONET 회로가 구축되었습니다.

솔루션 2



문제 2의 요구 사항에서 이 ML-MR-10 설정이 투명해야 하는 경우, 스위치가 LAN 케이블 또는 옵티
컬 파이버를 통해 서로 직접 연결된 것처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POS 0과 Gi1 포트를 ML-MR-10의 Gi0 포트와 POS 1의 Gi1 포트를 브리징한 다음 POS
0에서 POS 0까지의 포인트 투 포인트 회로를 만들고 POS 1에서 POS 1까지의 포인트 투 포인트
회로를 만듭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스위치 포트를 서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성에서는 LAC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컨피그레이션입니다.

ML-MR-10의 구성

interface GigabitEthernet0

 no ip address

 speed auto

 duplex auto

 negotiation auto

 no keepalive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default

 bridge-domain 1

 !

!        

interface GigabitEthernet1

 no ip address

 speed auto

 duplex auto

 negotiation auto

 no keepalive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2 ethernet

 encapsulation default

 bridge-domain 2

 

 interface POS0

 no ip address

 no keepalive

 pos mode gfp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1 ethernet

 encapsulation default

 bridge-domain 1

 !       

!        

interface POS1

 no ip address

 no keepalive

 pos mode gfp

 no cdp enable

 service instance 2 ethernet

 encapsulation default

 bridge-domain 2

 !       

!        

ML-MR-10 카드 컨피그레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와 POS 포트 간에 공통 서
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 두 포트 간에 동일한 브리지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SDH/SONET 회로 컨피그레이션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지만, POS 0에서 POS 0까지의 회선을 생성
해야 합니다. 회로의 대역폭은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위치 구성

interface Port-channel1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isl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7

 switchport mode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0/0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isl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7

 switchport mode trunk

 channel-protocol lacp

 channel-group 1 mode active

!        

interface GigabitEthernet0/1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isl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7

 switchport mode trunk

 channel-protocol lacp

 channel-group 1 mode active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은 매우 간단하지만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isl 명령이 한 가지 눈에 띄
었습니다.이 명령이 없으면 회선 프로토콜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명령을 명시적으로 구성해야 합
니다.이는 ML-MR-10이 ISL(Inter-Switch Link Protocol)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솔루션 1에 제공된 ML-MR-10 구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하십시오.

참고:자세한 내용은 Cisco Technical Support 웹 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Cisco Worldwide
Contacts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무료 기술 지원 번호 디렉토리를 가져옵
니다.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
/content/en/us/support/web/tsd-cisco-worldwide-contacts.html
/content/en/us/support/web/tsd-cisco-worldwide-cont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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