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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의 권장 설계에 따라 N+1 솔루션의 설정, 배선 및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배선 체계 외에도 다음 구성 요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uBR-RFSW RF Switch●

uBR10012●

uBR100012는 다른 7개를 보호하는 하나의 카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제 7+1 가용성을 제공하
고 PacketCable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경제성이 향상됩니다.



팁: 모든 유닛의 케이블링 면은 후면 뷰로 간주됩니다.참조 설계는 모든 유닛을 전면에 장착하는 것
입니다.VCom 업변환기는 전면에만 장착 브래킷이 있지만, uBR10K 및 RF 스위치는 전면이나 후면
에서 플러시를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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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RF 스위치

외부 설계를 통해 케이블 마이그레이션 및 라인 카드 스왑 아웃이 가능합니다.2x8 카드를 5x20 카
드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라인 카드를 보호 모드로 장애 조치할 수 있습니다.최신 고밀도 5x20 카드
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라인 카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향후 도메인을 위한 유선 연결이 가능합
니다.보호 모드에 있던 두 도메인이 5x20 카드의 해당 인터페이스/도메인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5x20과 같은 다른 문제는 내부 변환기가 있으며 새로운 코드 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조 설계는 DS 0의 MAC 도메인이 상단 RF 스위치 헤더의 왼쪽에 있고 DS 1의 MAC 도메인은 동
일한 헤더의 오른쪽에 있습니다.DS 3 및 4개의 MAC 도메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단 RF 스위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DS 2의 MAC 도메인은 두 RF 스위치의 포트 E 및 L에 연결
되고 DS용 하단 RF 스위치의 포트 G에 연결됩니다.케이블 키트는 uBR10K, 5x20 카드 및 RF 스위
치에 대한 Cisco의 참조 설계를 위해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상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5x20 카
드는 uBR10K에 세로로 설치되므로 케이블은 배선을 위해 특정 길이로 잘립니다.

5x20이 이 색상 구성표를 사용하여 연결된 경우 첫 번째 MAC 도메인에 대한 미국 0, 1, 2 및 3은 빨
간색, 흰색, 파란색 및 녹색이 되고 연결된 DS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두 번째 MAC 도메인 중 0,
1, 2 및 3은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검은색이고 연결된 DS는 흰색입니다.RF 스위치 헤더를 왼쪽
4개, 오른쪽 4개의 US로 연결해야 합니다.DS를 빨간색으로 고정하고 맨 아래부터 두 번째 홀에 고
정합니다.DS 흰색 와이어를 빨간색 옆에 있는 헤더의 오른쪽에 놓습니다.

RF 스위치는 8+1 스위치 또는 2, 4+1 스위치로 두 가지 개별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5x20 카드
가 장착된 uBR10K의 경우 8+1 모드에서 작동하지만 uBR10K에는 8개의 라인 카드만 있고 그중 가
장 많이 보호 카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7+1과 동일합니다.또한 5x20 카드가 사용되므로 MAC 도메
인 레벨에서 5 7+1 이중화 체계가 수행됩니다.

경고: DS 0 및 1은 동일한 ASIC(JIB)에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페일오버됩니다.DS 2 및 3 은 동일한
JIB 와 연동되며 함께 페일오버됩니다.DS 4 는 자체 JIB 입니다.구성된 다른 인터페이스와 JIB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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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는 인터페이스에 HCCP(Hot Standby Connection-to-Connection Protocol)가 구성되지 않은 경
우 장애 조치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부품 및 부품 번호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부품 부품 번호

N+1 스위치용 Cisco Black 헤더
PN#
MCXHEADRESR
K

필드 종료를 위한 MCX 고정 핀 PN# MCXFP
필드 종료용 F 커넥터 PN# ASFP
MCXFP용 크림퍼;12.213 16진수 PN# C47-10120
ASFP F 커넥터용 크림퍼,2.270 16진
수

PN# ACT-270 ~
$35

MCXFP용 스트리퍼;0.230 x 0.125
2단계 스트립

PN# CPT-7538-
125

ASFP용 스트리퍼;0.250 x 0.250 2단
계 스트립

PN# CPT-7538 ~
$35

MCX 잭에서 F 잭으로 어댑터 PN# 531-40137
2x8 카드 케이블 키트로 전환합니다
.MCX에서 FP 47.5인치 PN# 74-2765-02

플랜트 측 케이블 키트 MCXP에서 FP
10m로 전환 PN# 74-2961-01

CMTS-to-Switch;CAB-
RFSW520TIMM, 1m

PN# 74-2983-01
또는 PN-
7814515-01

Switch-to-Plant;CAB-
RFSW520TPMF, 3m

PN# 74-2984-01
또는 PN-78-
14711-01

CablePrep에 1-800-394-4046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웹 사이트(http://www.cableprep.com/)을 방문
하셔도 됩니다 .

Cisco는 모든 입력, 보호 및 출력에 대해 WhiteSands에서 케이블 키트를 가져오도록 권장합니다
.WhiteSands Engineering은 http://www.whitesandsengineering.co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출력 케이블 키트(74-2984-01)에는 10개의 3m 케이블 번들, MCX-F, 3m 번들 5개, 25개의 추가 F
커넥터 가방이 포함됩니다.이 케이블은 WhiteSands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F-커넥터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커넥터를 누르기 전에 커넥터와 케이블 연속성을 테스트합니다.어댑터(531-40137)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RF 스위치를 통해 테스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DS 포트를 upconverter 출력에서 RF 스위
치 출력으로 테스트하고 CMTS에서 RF 스위치 출력으로 US 포트를 테스트해야 합니다.테스트를
위해 헤더에 케이블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미국 포트에는 5-70MHz, DS 포트에는 50-
870MHz에서 전체 RF 스펙트럼 비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R10012 with MC5x20 Card

http://www.cableprep.com/ 
http://www.whitesandsengineering.com


이 목록은 장애 조치 시작을 위해 추적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이러한 문제는 모뎀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간주됩니다.

활성 케이블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작동하지만 지원되지 않음).●

활성 라인 카드의 OIR(On-line insertion removal).●

소프트웨어 CLI 기반 명령●

활성 라인 카드의 소프트웨어 충돌.●

keepalive 기능을 통한 DS 케이블 연결 실패●

라인 카드를 재설정합니다.●

추적 및 keepalive 기능을 통한 이그레스(egress) 오류입니다.●

라인 카드 작동 시 정전.●

DS 오류는 uBR10K와 RF 스위치 간의 잘못된 내부 업컨버터 또는 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eepalive 기능은 특정 MAC 도메인의 모든 미국 포트에서 모든 통신을 추적합니다.통신이 없으면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일부 임계값 및 타이머에 따라 장애 조치가 시작됩니다.

5x20 카드는 실제로 5개의 1x4 MAC 도메인이므로 MAC 도메인을 기반으로 스위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MAC 도메인은 1DS이며 모든 관련 US입니다.이러한 MAC 도메인은 나중에 사용자가 구
성할 수 있지만 FCS에서 1x4 MAC 도메인으로 정적으로 설정됩니다.5x20 카드에는 미국 0-19 및
DS 0-4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DS 0은 미국 0-3과 연결되어 있고 DS 1은 미국 4-7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CMTS의 컨피그레이션은 어떤 MAC 도메인에 관계없이 여전히 US 0-3으로 간주됩
니다.DS 4를 구성하려는 경우, DS 4는 US 16-19, 16은 US 0 등을 의미하므로 US 17은 실제로 US
1로 간주됩니다.

작업 인터페이스를 종료하면 프로토콜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통해 장애 조치를 시작합니다.US 포
트가 종료되어도 페일오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라인 카드의 한 포트에서 업스트림 케이블을 가져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N+1 라인 카드 장애 조치를 일으키는 유효한 이벤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파
이버 노드 또는 증폭기의 연결이 끊어진 연결기(작동 유지 보수에 사용됨)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섀시에서 라인 카드를 빼거나, 라인 카드와 RF 스위치 간의 다운스트림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카드
자체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유형 결함을 모두 유효한 N+1 장애 조치 이벤트로 간주합니
다.

uBR10K에서 라인 카드의 전원을 차단하여 오류를 발생시키는 linecard power down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은 케이블 전원 끄기 슬롯/카드입니다.예를 들어 케이블 전원 끄기 슬롯 [5-8] 카
드 [0/1].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보호 인터페이스로 지정되고, 모든 명령이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그룹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백업하도록 구성됩니다.라인 카드가 제거되면 하나 이상의 MAC 도메인이 제거
되고 보호 카드가 시작되어 백업됩니다.uBR10K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면 적절한 RF 스위치가
스위치오버로 전환됩니다.

경고: 동기화되지 않은 케이블 인터페이스 명령을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이러한 명령은 HCCP 그룹
의 모든 멤버에서 동일해야 합니다.이 문서의 동기화되지 않은 명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팁: Cisco IOS®를 최신 코드로 업데이트할 때는 항상 구성을 검토하십시오.보호 인터페이스 전에
작업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경고: uBR10K 구성의 DS 빈도는 N+1 이중화를 수행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내부 업그레이드 변환
기가 DS 빈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팁: 일부 미국 포트가 덴스 모드 결합 시나리오를 위해 결합되어 있는 경우 CMTS에서 결합되어 RF
스위치의 일부 미국 포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즉, RF 스위치 앞에 미국 포트 2개를 공급하기 위해
리버스 1개를 가져와서 분할하는 대신 RF 스위치 후와 CMTS 앞에서 이를 수행합니다.



아래 그림은 MCX 커넥터 및 컬러 코드 케이블을 사용하는 벨덴 케이블로 연결된 uBR10K 모의 제
품입니다.케이블 길이 및 추가 케이블 브래킷을 확인하여 지원을 추가합니다.브래킷은 더 체계적이
고 케이블이 팬 콘센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7+1 고가용성은 미국 포트 140개 및 DS 포
트 35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특수 mini-ax 및 MCX 커넥터는 기존 코ax 및 커넥터보다 적은
공간을 사용하며 견고한 UCH(Universal Cable Holder)를 통해 한 번에 케이블 최대 10개를 쉽게 분
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하나의 uBR10K 및 두 개의 RF 스위치를 사용합니다.이는 7+1 이중화이므로 RF 스
위치의 8개 작업 입력 중 하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이는 향후 배선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후면 보기에 표시된 Cisco 참조 설계입니다.케이블 색상 코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uBR10K용 AC를 -48Vdc로 변환하기 위해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맨 아래에 있
습니다.모든 공기 흐름은 NEBS(Network Equipment Business Systems)를 준수하기 때문에 디바이
스 간에 간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1/0~5/1/4은 보호 그룹 1-5와 같이 사용됩니다. 5/1/0은 8/1/0, 5/1/1은 8/1/1을 보호하는 등의 작업
을 수행합니다.

아래 그림은 전체 설정 내용입니다.케이블 키트는 업컨버터, RF 스위치 및 2x8 카드의 케이블 길이
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다른 랙 장착 기술은 가능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5x20 카드의 새로운 고집적 커넥터입니다.왼쪽에는 RG-6 케이블, F 커넥터 및 고밀도
커넥터 블레이드용 슬롯 2개가 포함된 벨덴 케이블, 5x20 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연결된 경우에도 LED가 계속 표시됩니다.한 라인카드에 있는 25개의 F 커넥터보다 훨씬 쉽
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새로운 고집적 커넥터는 밀폐, 단방향 삽입, 중대형 구조로 매우
견고합니다.



아래 그림은 고밀도 커넥터와 2개의 RF 스위치로 연결된 5x20 카드를 보여줍니다.5x20 카드에는
고급 스펙트럼 관리를 위한 내장형 컨버터 및 s-card 기능이 있습니다.

uBR10012용 N+1(MC28C 카드 포함)

이 섹션에서는 다음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N+1 솔루션의 설정, 배선 및 구성에 대한 정보를 Cisco의
권장 설계에 따라 제공합니다.

SNMP(Secur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모듈(HD4008)을 사용하는 VCom HD4040 업
변환기

●

uBR-RFSW RF Switch●

uBR10012●

RF 스위치

8개의 작업 입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2개의 보호는 중간에 있고 8개의 출력
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14포트 헤더가 있는 RF 스위치의 뒷면과 MCX 커넥터가 있는 특수 Belden mini-coax
케이블입니다.

이 그림의 RF 스위치는 헤더의 한 쪽에 하나의 MAC 도메인과 같은 헤더의 다른 쪽에 있는 2x8 카
드의 다른 MAC 도메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케이블 키트는 10K, 2x8 카드, RF 스위치 및
HD4040에 대한 Cisco의 참조 설계를 위해 미리 제작되었으므로 색상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2x8 카드는 10K에 세로로 설치되므로 케이블은 배선을 위한 특정 길이로 잘립니다.다음 색 코드가
순서대로 사용됩니다.빨강, 흰색, 파랑, 녹색, 노랑, 보라색, 주황색, 검정, 회색, 갈색

2x8이 이 색상 구성표를 사용하여 연결된 경우 첫 번째 MAC 도메인에 대한 US 0, 1, 2 및 3은 빨간
색, 흰색, 파란색, 녹색이 되고 연결된 DS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두 번째 MAC 도메인 중 0, 1, 2 및
3은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검은색이고 연결된 DS는 갈색입니다.RF 스위치 헤더를 왼쪽 4개, 오른
쪽 4개 US에 연결해야 합니다.밑면에서 두 번째 구멍의 왼쪽에 회색 전선을 놓아라.갈색 전선을 회
색 옆에 있는 헤더의 오른쪽에 놓아라.

아래 그림은 보호 모드의 업컨버터 및 RF 스위치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2개의 업컨버터 모듈이 비활성화되었고 모듈 9와 10이 활성화되었습니다.모든 RF 스위치
LED는 황색/노란색으로 표시되며, 비트맵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듈, 왼쪽에서 다섯 번째 모듈, 오른
쪽의 5번째 모듈, 7번째 모듈 등입니다.

RF 스위치는 8+1 스위치 또는 2 4+1 스위치로 두 가지 별도의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2x8 카드
예가 있는 uBR10K의 경우 RF 스위치는 8+1 모드에서 작동하지만, uBR10K에는 8개의 라인 카드
만 있고 이 중 하나를 보호 카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7+1로 작동합니다.또한 2x8 카드
를 사용하므로 MAC 도메인 레벨에서 2개의 7+1 이중화 체계가 수행됩니다.

RF 스위치 케이블 연결

DS에 별도의 두 케이블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입력 케이블 키트가 출력에서 작동합니다.

입력 케이블 키트 부품 번호 수량
47.5BKASFP/MCXFPWS943 1
18GYASFP/MCXFPWS940 1
18BRASFP/MCXFPWS940 1
맥헤드르크 1

출력 케이블 키트 부품 번호 수량
394BKASFP/MCXFPWS943 1
394GYASFP/MCXFPWS940 1
394BRASFP/MCXFPWS940 1
맥헤드르크 1
ASFP 13

MAC 도메인은 시각적으로 구분하되 필요 없습니다.헤더는 헤더의 한쪽 면에 하나의 MAC 도메인
과 동일한 헤더의 반대쪽에 있는 2x8 카드의 MAC 도메인으로 연결됩니다.MAC 도메인 배선은 연
결된 모든 입력, 출력 및 같은 그룹에 속한 모든 입력 및 보호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uBR10012 with MC28C Card

2x8 카드는 실제로 2, 1x4 MAC 도메인이므로 MAC 도메인을 기반으로 스위치 그룹을 만들 수 있습
니다.MAC 도메인은 하나의 DS와 모든 관련 US입니다.장애 조치 그룹은 MAC 도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성원은 라인 카드와 연결됩니다.

경고: 동기화되지 않은 케이블 인터페이스 명령을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이러한 명령은 HCCP 그룹
의 모든 멤버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경고: uBR10K 구성의 DS 빈도는 N+1 이중화를 수행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외부 업변환기는 장애
조치가 발생할 때 SNMP를 통해 uBR10K 컨피그레이션의 DS 빈도를 알아야 합니다.이 옵션을 비
워 두고 스위치오버가 발생하면 보호 업컨버터 모듈이 주파수를 잠재적으로 잘못된 주파수로 변경
합니다.원래 정보 제공 목적이거나 여러 DS 주파수가 동일한 플랜트에 있는 경우 케이블 다운스트
림 재정의 기능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F 커넥터 및 색상 코드 케이블이 있는 벨덴 케이블로 연결된 uBR10K의 그림입니다.케이
블 길이 및 추가 케이블 브래킷을 확인하여 지원을 추가합니다.필요하지 않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케이블을 팬 콘센트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이 샘플 레이아웃은 후면 보기에서 표시되는 Cisco 참조 설계입니다.uBR10K용 AC를 -48Vdc로 변
환하기 위해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맨 아래에 있습니다.모든 공기 흐름은 전면-
후면 및 NEBS를 준수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간에 간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 인터페이스 5/1/0은 8/1/0을 보호하고 5/1/1은 8/1/1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F 스위치의 보호
헤더가 중앙에 위치하므로 보호를 위해 슬롯 5/1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팁: 일부 미국 포트가 덴스 모드 결합 시나리오를 위해 결합되어 있는 경우 CMTS에서 결합되어 RF
스위치의 일부 미국 포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즉, 한 번의 역전환으로 두 개의 미국 포트를 스위치
앞에 공급하도록 분할하는 대신, 스위치 후와 CMTS 앞에서 이를 수행합니다.

이 설정은 하나의 uBR10K, 하나의 RF 스위치 및 하나의 HD4040 VCom 업변환기를 사용합니다.이
는 7+1 이중화이므로 8개의 작업 입력 중 하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이는 향후 배선 또는 테스트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이 그림은 업컨버터 및 RF 스위치의 색상 코딩에 대한 블로-업 뷰입니다
.

전체 설정 사진입니다.케이블 키트는 업컨버터, RF 스위치 및 2x8 카드의 케이블 길이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다른 랙 장착 기술은 가능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라인 카드 하나가 있는 전체 헤더를 전환하려면 2x8 카드를 사용할 때 두 MAC 도메인이 전환되어
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각 인터페이스가 서로 연결되도록 tracking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C5/0/1에서 hccp 1 track c5/0/0 명령을 실행하고 인터페이스 C5/0/0에서 hccp 1 track
c5/0/1 명령을 실행합니다.

HCCP 기능

타이머

hccp g timers hellotime holdtime 케이블 인터페이스 명령은 섀시 간 통신에 사용됩니다.
hellotime은 HCCP가 N+1 이중화를 위해 섀시 간에 교환하는 정기 하트비트 메시지의 타이머 값입
니다.보호 섀시는 작동 중인 섀시의 온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hello 간격(밀리초)으로 hello 메시지를
계속 전송합니다.holdtime과 같은 기간 이상 hello-ACK가 없는 경우 작업 섀시가 실패했다고 선언
되고 전환이 시작됩니다.대기 시간은 헬로타임보다 적어도 세 배 커야 합니다.기본값은 hellotime의
경우 500이고 holdtime의 경우 1500ms입니다.최대값은 25,000ms입니다.uBR10K 솔루션은 완전
히 HCCP 내 솔루션이므로 이 타이머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추적

기본적으로 HCCP 인터페이스는 자신을 추적합니다.keepalive가 활성화되고 수신 업스트림 패킷이
없는 것을 탐지하면 장애 조치됩니다.track 명령도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예를 들어, 작업에 전용 업링크(예: GE) 경로가 있고 보호 경로가 고유한 경우 이러한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장애가 발생하면 케이블 인터페이스가 스탠바이 인터페이스로
장애 조치됩니다.uBR10K 솔루션에서 작동 및 보호가 동일한 업링크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시나
리오에서는 track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라인 카드를 전환하려면 5x20 카드를 사용할 때 5개의 MAC 도메인이 전환되어야 합니다.한



가지 방법은 각 인터페이스가 서로 가리키도록 tracking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인터페이스
C5/0/1에서 hccp g track c5/0/0 명령을 실행하고 인터페이스 C5/0/0에서 hccp g track c5/0/1 명령
을 실행합니다. 라인카드를 교체해야 할 경우 CLI 명령을 사용하여 MAC 도메인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eepalive

keepalive 기능의 목적은 CMTS와 RF 스위치 간의 잘못된 케이블을 처리하는 것입니다.하이브리드
파이버 동축(HFC) 장애를 탐지하는 방법은 모든 업스트림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하나의 DS에 속한 모든 미국 내 에서 수신 패킷(범위 요청/응답, 스테이션 유지 관리, 데이터 등)이
3개 기간 내에 없는 경우, 라인 프로토콜은 중단되고 HCCP는 해당 채널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간주
하여 전환됩니다.실제 HFC 문제가 있을 경우 스위치오버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불량 HFC
플랜트에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이 기능은 업변환기 및 특정 케이블링과 같은 보호 및
작업 인터페이스 간에 공통적이지 않은 구성 요소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keepalive 기능은 이전 IOS를 사용하는 케이블 인터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해제되지만, 새 코드에
서 기본값은 10초입니다.keepalive를 가능한 낮게 설정합니다(1초).

모든 모뎀이 오프라인 상태일 경우 작업 인터페이스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인터페이스에서 no
keepalive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팁: 케이블 플랜트(증폭기 균형 조정 등)에서 일상적인 유지 관리가 수행되고 신호 손실이 발생한다
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인터페이스와 ASIC 도우미 인터페이스를 잠근 후 MAC 도메인의 모
든 미국 포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또한 keepalive를 장애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연결된 보호
인터페이스에서 no hccp g revertive 명령을 실행합니다.

장애 조치 시간

DOCSIS 1.0은 DS 동기화 손실으로 600ms를 지정하지만, 케이블 모뎀이 동기화 손실 후 수행해야
할 작업은 지정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케이블 모뎀은 동기화 손실 후 즉시 재등록되지 않습니다.

모뎀에 대한 스테이션 유지 관리는 모뎀당 1초이며, 20개의 모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
면 MAC 도메인에 20개 이상의 모뎀이 있을 때는 20초마다 유지됩니다.25초마다 설정되는 것이었
습니다.HCCP가 구성된 경우, 상위 숫자는 15초이므로 장애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초로 설정된 모뎀의 T4 타이머 때문입니다.모뎀이 예약된 20초 스테이션 유지 보수 작업 바로 전
에 장애 조치를 경험하는 경우 T4 타이머의 남은 시간은 10초뿐입니다.장애 조치(failover)가 이보다
약간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모뎀이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스테이션 유지 관리를 15초로 설정하면
최악의 경우 모뎀에서 T4 시간 초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애 조치가 발생할 때까지 15초가 걸립니다.

되돌리기 시간

복원 시간은 작업 인터페이스에 구성되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다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오류
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이 자동으로 다시 복원되도록 합니다.기본값은 30분입니다.no
reverttime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이 기본값인 30분으로 설정됩니다.되돌리지 않으려면 보호 인터페
이스에서 no hccp g revertive 명령을 실행합니다.

작업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 복구 시간을 1분으로 설정하면 작업이 다시 시작되기까지 3분
이 걸립니다.되돌리기 전에 2분의 일시 중단 시간이 있습니다.이 일시 중단 시간은 단일 실패를 정
의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일시 중단 시간 내에 발생하는 두 개의 전환은 이중 실패로 간주됩니다



.HCCP는 이중 장애 시 최선의 노력이며 무중단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복구 시간이 너무 짧으면 사용자가 제3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작업 카드가 제대로 작
동하면 보호 기능이 다시 전환됩니다.

참고: 일시 중지 시간이 지나면, 복구 시간이 만료되었든 아니든 작업 인터페이스가 올바르게 작동
하면 보호 인터페이스의 모든 오류가 다시 전환됩니다.보호 카드를 OIR하면 일시 중단 시간이 우회
되지만 카드를 삽입하는 데 2분이 걸립니다.다시 보호에서 즉시 작동하는 다른 방법은 cable power
off x/y 명령을 실행한 다음 x/y에 케이블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카운터에 남아 있는 시간을 보려면 show hccp brief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uBR # sh hccp brief

Interface Config    Grp Mbr Status          WaitToResync    WaitToRestore

Ca5/0/0   Working   1   1   standby                         00:01:45.792

Ca5/1/0   Protect   1   1   active          00:00:45.788    00:01:45.788

1분 후에 정적 동기화가 수행되고 대기 동기화가 활성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수행됩니
다.OIR을 사용하거나 hw-module reset 명령을 실행하여 장애 조치를 트리거하는 경우 정적 동기화
를 완료한 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인 카드에서 DS의 연결을 끊으면 보호 기능이 3개의 keepalive가 만료된 후 올바르게 실행
됩니다.keepalive가 꺼져 있으면 DS 장애가 추적되지 않습니다.되돌리기 시간과 2분의 일시 중지
시간이 작동하면, 작업 카드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보호 인터페이스에서
no hccp g revertive 명령을 실행하여 작업으로 되돌리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여전히 보호 되
돌리기를 허용하면 작업 인터페이스에서 복구 시간을 더 크게(최대 65,000분)로 구성하고 다시 편
안한 전환을 느끼면 hccp g switch m 명령을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된 명령

이것은 보호 인터페이스와 HCCP 그룹의 일부인 모든 작업 인터페이스 간에 동기화된 인터페이스
명령 목록입니다.

[no] ip address

       [no] ip vrf forwarding

동기화되지 않은 명령

이러한 명령은 보호 인터페이스에서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cable map-advance dynamic/static

cable downstream modulation [256qam | 64qam]

cable downstream interleave-depth [128|64|32|16|8]

[no] keepalive <0-32767>

power-adjust threshold, power-adjust continue, & power-adjust noise

tftp enforce (mark only)

shared secret

arp timeout

cable source-verify lease timer

ip policy route-map

load balance configs

no shut

모든 컨피그레이션은 15BC 코드 이상에서 동기화되지만 DS 변조, 부록 모드 및 인터리브는 HCCP
그룹의 모든 멤버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최신 IOS 코드(12.10 EC1 및 BC 코드 이후)를 통해 사용자는 동적 및 정적 맵 고급 설정을 위해 하
드 세트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케이블 맵 고급(동적 또는 정적
?)을 참조하십시오.이를 염두에 두고 각 인터페이스의 맵 고급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작업이 다
른 설정으로 보호로 장애 조치되면 모뎀에서 맵을 동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각 모
뎀의 초기 유지 관리 시간 오프셋은 12.2(8)BC2 이후 IOS 코드로 동기화됩니다. 케이블 맵 고급 동
적 1000 1800 명령을 실행하여 보호에서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라이브 작업 라인 카드에서 구성을 추가 및 제거할 때 N+1 아키텍처는 보호 카드에 정적으로
동기화될 때까지 새 구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적 동기화 전에 전환이 발생할 경우 새 컨피그레
이션에서 호출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hccp {group} lockout {member} 명령을 실행하고 새 명령을 구성하여 작동 중인 라
인 카드를 잠급니다.완료되면 hccp {group} unlockout {member} 명령을 실행하여 작업 카드의 잠금
을 해제합니다.이렇게 하면 즉시 정적 동기화가 수행됩니다.12.2(11)BC1 IOS 릴리스 이상에서 케
이블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종료한 후 재동기화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팁: 작동 중인 라인 카드에서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된 후 HCCP resync 명령 hccp {group} resync
{member}를 해당 작업 카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새 컨피그레이션으로 보호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이후의 모든 스위치오버가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테스트 전에 이 명령을 실행하여
DOCSIS 테이블 중 일부가 준비되었을 때 보호 테이블에 동기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컨피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 인터페이스를 종료한 다음 no shut 명령을 실행할 수 있
지만 재동기화가 발생하기 전에 1분 기다려야 합니다.보호 인터페이스를 종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보호 중인 다른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는 동안 보호되지 않습니다.잠금이 발
생하는 문제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를 시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 조치 기능을 위한 모뎀 테스트

모뎀이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는 다운스트림 SYNC 손실 기간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
십시오.

127.1.1.50을 사용하여 CLC 콘솔에 텔넷하고 활성화합니다.50은 이 예에서 케이블 라인 카드
슬롯 5/0을 나타냅니다.서버 내부가 uBR10K에서 호출된 경우 if-con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

test cable synch delay msec 명령을 실행합니다.msec SYNC 손실을 지정합니다.2.
uBR10K Exec 모드에서 test> <modem mac 16 명령의 mac-address에서 모뎀에 대한 테스트
케이블 atp 케이블 인터페이스를 실행합니다.

3.

위 명령은 모뎀을 먼저 ping한 다음 지정된 기간 동안 SYNC 메시지를 중지하고 10ms의 시간 동안

//www.cisco.com/warp/customer/109/map_advance.html


SYNC 전송을 다시 시작합니다.모뎀을 다시 ping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이 ping이 성공하면 테스
트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ing에 실패하면 모뎀이 복구되면 ATP 테스트가 계속 진행됩니다.최종 출력 ATP 테스트 패스는 사
용자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SYNC를 다시 시작한 후 Ping 세션이 실패
할 경우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선언합니다.

팁: Control +Alt 또는 Shift+6을 입력하여 필요한 경우 Ping을 중지합니다.더 쉬운 테스트에서는 모
뎀에 대한 케이블을 약 5초 동안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HCCP 명령

HCCP Exec 명령

hccp 1 ?

  -bypassEnter bypass operation

  -check      Exit bypass operation

  -lockout    Lockout switchover on teaching worker

  -resync     Re-sync member's database

  -switch     Switchover

  -unlockout  Release lockout on teaching worker

HCCP 인터페이스 명령

(config-if)#hccp 1 ?

–authenticationAuthentication

–channel-switchSpecify channel switch

–protect         Specify Protect interface

–revertive       Specify revert operation on Protect interface

–reverttime      Wait before revert switching takes place

–timers          Specify “hello” & “hold” timers on Protect interface

–track           Enable failover based on interface state

–working         Specify Working interface

HCCP 디버그

debug hccp ?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channel-switch  Channel switch

events          Events

inter-db       inter database

plane           inter-plane communication

sync            SYNC/LOG message

timing          Timing Measurement

HCCP Show 명령



sh hccp ?

 |               Output modifiers

<1-255>         Group number

brief           Brief output

channel-switch  Channel switch summary

detail          Detail output

interface       Per interface summary

show hccp channel-switch

Grp 1 Mbr 1 Working channel-switch:

"uc" - enabled, frequency 555000000 Hz

“rfswitch" –

module 1, normal

module 3, normal

module 5, normal

module 7, normal

module 11, normal

Grp 2 Mbr 1 Working channel-switch:

 "uc" - enabled, frequency 555000000 Hz

 “rfswitch" –

module 2, normal

 module 4, normal

 module 6, normal

 module 9, normal

 module 13, normal

Grp 1 Mbr 7 Protect channel-switch:

"uc" - disabled, frequency 555000000 Hz

“rfswitch" –

module 1, normal

module 3, normal

module 5, normal

module 7, normal

module 11, normal

Grp 1 Mbr 5 Protect channel-switch:

"uc" - disabled, frequency 555000000 Hz

“rfswitch" –

module 1, normal

module 3, normal

module 5, normal

module 7, normal

module 11, normal

show hccp brief

Interface Config    Grp Mbr Status          WaitToResync    WaitToRestore

Ca5/0/0   Working   1   1   standby                         00:01:45.792

Ca5/1/0   Protect   1   1   active          00:00:45.788    00:01:45.788

Each module should have a set of objectives.

show hccp detail

HCCP software version 3.0

Cable5/0/0 - Group 1 Working, enabled, forwarding

  authentication none

  hello time 5000 msec, hold time 15000 msec, revert time 120 min

  track interfaces: Cable5/0/0

  sync time 1000 msec, suspend time 120000 msec

  switch time 240000 msec retries 5



  local state is Teach, tran 80

  in sync, out staticsync, start static sync in never

  last switch reason is internal

  data plane directly sends sync packets

  statistics:

    standby_to_active 5, active_to_standby 4

    active_to_active 0, standby_to_standby 0

  Member 1 active

    target ip address: protect 172.18.73.170, working 172.18.73.170

    channel-switch "rfswitch" (rfswitch-group, 172.18.73.187/0xAA200000/8) enabled

    tran #: SYNC 72, last SYNC_ACK 4, last HELLO_ACK 5790

    hold timer expires in 00:00:11.532

    interface config:

        mac-address 0005.00e1.9908

    cmts config:

        bundle 1 master, resolve sid, dci-response success,

        downstream - frequency 453000000, channel id 0

        downstream - insertion_invl auto min = 25, max = 500

        upstream 0 - frequency 24000000, power level 0

        upstream 0 - modulation-profile 2, channel-width 3200000

 !--- Minislot does not show up, but it is synchronized. upstream 0 - cnr-profile1 25, cnr-

profile2 15 corr-fec 1, uncorr-fec 1 upstream 0 - hop-priority frequency modulation channel-

width sub-interface master config: ip address 10.50.100.1 255.255.255.0 ip address 24.51.24.1

255.255.255.0 secondary ip helper-address 172.18.73.16 ip pim sparse-dense-mode cable helper-

address 172.18.73.165 cable arp, proxy-arp, cable ip-multicast-echo, cable dhcp-giaddr policy,

테스트 및 문제 해결 명령 빠른 조회

uBR10K에 대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test hccp {Group #}{Worker's member id} channel-switch {name} snmp/front-panel

test hccp {Group #}{Worker's member id}{working/protect }fault 1

!--- Simulates an Iron bus fault. test hccp {Group #}{Worker's member id}{working/protect}

failover

test hccp {Group #}{Worker's member id}modem-test ds-signal{name}{mac-addr}{msec}

test cable synch delay {msec delay}

test cable atp {CMTS interface}{mac-addr} mac {test_id}

show hccp; show hccp (brief ; detail; channel-switch)

show ip interface brief; show hccp{Group #}{Worker's member id} modem

hccp {Group #} switch; lockout; resync {Worker's member id}

hw-module {slot}/{subslot} reset

debug hccp authentication; channel-switch; events; plane; sync; timing

RF 스위치에 대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test module

config card count{1-14}

sh conf or sh cf

sh mod all

sh dhcp

sh ip

sh switch status {mod #} or sh sw st {mod #}

switch {mod #}{slot #}

switch {group name}{slot #}

switch {group name} 0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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