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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Digital Audio Interactive Council(DAVIC) 셋톱 박스가 EC(Explorer Controller) 또는
DNCS(Digital Network Control System)에 양방향 연결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명합니
다.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디바이스가 원래 시스템에 추가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된 데이터
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문서에서는 조건을 탐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데이터를 수
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정 조치를 제공합니다.따라서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최종 사
용자는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양방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

고객이 dncsLog에 이 오류를 보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6.0.0.18p6

2 25 04:45:11 dncs hctmConfig[9339]:[ID 295187 local7.error] 02/25/2015

04:45:11.951|9339/6|ERROR|hctmConfig:HctmConfigReqRequest.C(415)|HctmConfigReqRequest::processRe

quest 000:21:21:E:1 :D4 - HctmConfigReqRequest.C:828[HctmConfigException:4409]  DHCT     . - HCT

00:21:BE:1E:12:D4 reqType=[00:02:DE,802,12] db[type= 00:21:BE,802,12]

소프트웨어 릴리스 4.3

2 26 00:02:08 dncs hctmConfig[3312]:[ID 695210 local7.error] 02/26/2015

00:02:08.849|1|ERROR|hctmConfig:HctmConfigReqRequest.C(405)|00:16:92:B7:A4:08 - [hctmConfig11100

local7.exception:409]      . HCT 00:16:92:B7:A4:08 reqType=[00:02:DE,8300,22]

dbType=[00:1b:D7,8300,22]

소프트웨어 릴리스 4.2

2 26 00:00:41dncs hctmConfig[18543]:[ID 486462 local7.info] 00:1B:D7:3F:94:7E -

unknown:0[HctmConfigException:4409] DHCT     . HCT 00:1B:D7:3F:94:7E reqType=[0:00:00:0:00:0

,802,12] dbType=[00:1B:D7,802,12]

이 문서에서는 이 특정 실패 사례(잘못된 OUI(Organizationally Unique Identifier))를 수정하는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만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값과 일치하
지 않는 값을 보고하는 모든 상자에 일반 단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일치로 인해 디바이스가 로
그온하지 못하는 세 필드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의 및 레코드 형식

reqType - unfg 요청의 일부로 디바이스가 DNCS/EC에 보고하는 값입니다.이러한 값은 제조 프로
세스에서 설정됩니다.

dbType - EMM(Extended Memory Manager) tar 파일(PIMS 파일이라고도 함)에 제공되는
DNCS/EC 데이터베이스의 값 및 디바이스 키 및 기타 기본 정보.

레코드 형식 - [제조업체 ID, 모델, 개정]

제조업체 ID - 모든 Cisco STB(Set-Top Box) 및 케이블 카드에 대해 디바이스를 구축한 회사를 나
타내는 고유한 16진수 번호입니다.이 값은 일반적으로 00:02:DE로 설정됩니다.

  hct_profile 테이블의 hctt_oui에 매핑합니다.

모델 - 디바이스에 할당된 모델 번호입니다.

  hct_profile 테이블의 hctt_id에 매핑합니다.

개정 - 레이블에 합리적인 번호로 보고되고 인쇄되었지만 정수로 표시됩니다.이 예에서는 12가 유
닛의 레이블에 표시되고 수정 버전 1.2가 DNCS/EC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됩니다.

  hct_profile 테이블의 hctt_revision에 매핑합니다.

이 정렬의 오류는 Explorer 그룹(PIM 그룹이라고도 함)이 EMM 파일을 잘못 구축했거나 공장 출하
시 잘못된 값을 디바이스에 프로그래밍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고:디바이스의 정보가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거나 EMM tar 파일 제공 정보가 올바른 것으로
나타나면 출하 시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의미합니다.적절한 조치 과정은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요청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더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 확인 및 범위 결정

표시된 모든 명령은 DNCS/EC의 터미널 세션에서 DNCS 사용자로 실행됩니다.dbaccess가 사용되
는 경우 명령은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표시됩니다.">" 프롬프트는 툴에서 제공되므로 입력할 필요
가 없습니다.명령을 잘라내어 붙여 넣을 경우 ">" 문자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1:이 조건으로 인해 상자에 사인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6.0

grep ' DHCT     . - HCT' /var/log/dncsLog | awk '{print $1}' |  | uniq -c

소프트웨어 릴리스 4.3

grep ' DHCT     . - HCT' /var/log/dncsLog | awk '{print $24}' |  | uniq -c

소프트웨어 릴리스 4.2

grep ' DHCT     . - HCT' /var/log/dncsLog | awk '{print $9}' |  | uniq -c



이 명령의 출력에는 영향을 받은 각 상자가 DNCS/EC에 등록하지 못한 횟수가 표시됩니다.

149 00:21:BE:7F:F0:61

149 00:21:BE:7F:F2:0E

149 00:21:BE:7F:F3:3B

149 00:21:BE:80:2D:66

149 00:21:BE:80:2E:B2

149 00:21:BE:80:5A:2F

149 00:21:BE:80:F2:C2

확인 2:영향을 받는 상자 수를 확인합니다.

dbaccess dncsdb <<%

>hct_profile count(*) .  hctt_oui=8638

>%

 .

     ((*))

           1230{          .}

1  .

  .

참고:이전 쿼리의 8638은 OUI 값에 해당하는 정수입니다.다음 예에서 0021BE 오류는 16진수
로 8638을 나타냅니다.고객이 보고된 OUI에 대해 다른 값을 발견하면 해당 값을 정수로 변환
하고 쿼리에서 결과를 사용합니다.

해결 조치

경고:디바이스에서 보고하는 정보가 예상과 디바이스의 레이블과 일치하는 DNCS/EC의 레코
드만 수정해야 하지만 DNCS/EC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보이는 상자의 정보를 매칭하려면 DNCS/EC에서 레코드를 수정하지 마
십시오!

1단계:잘못된 OUI로 현재 레코드를 백업합니다.

 dbaccess dncsdb <<%

>   

>hct_profile.bak   - hct_profile * 

>%

샘플 결과

 .

  

200000  .      .}

2단계:OUI 값으로 수정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OUI 0021BE가 있는 유닛이 고정되어 734로 설정됩니다. 이 유닛은



Cisco에서 생산하는 유닛에 하드 코딩된 0002DE Cisco 제조업체 ID입니다.STB 또는 케이블
카드의 REPORTED 값이 00:02:DE가 아니거나 Cisco에서 디바이스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수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용할 올바른 값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법 1:OUI 값을 기반으로 수정합니다.

dbaccess dncsdb <<%

>   

>hct_profile set hctt_oui=734 .  hctt_oui (8638, 6851, 7127, 4513934).

>%

예상 결과

 .

1034  .    {  1    .}

 .

방법 2:모델 번호 기준 수정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견된 디바이스의 대부분은 케이블 카드입니다.이 솔루션은 이를 그룹으로 수
정합니다.

dbaccess dncsdb <<%

>   

>hct_profile set hctt_oui=734 .  hctt_oui<>734  hctt_id (801,802);

>%

예상 결과

 .

1034  .

{  doctor   801  802    .}

 .

복구

이 절차는 수행한 작업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dbaccess dncsdb <<%

>   

>hct_profile * 

>hct_profile.bak hct_prof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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