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CISCO ONS 15454 SONET 56-PORT DS-1/E1 CARD 

  

Cisco® ONS 15454 SONET 56-port DS-1/E1 Card 는 네트워크 간의 수 많은 DS-1 및 E1 회선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고밀도 DS-1/E1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카드는 고밀도 설계로 쉘프 어셈블리 슬롯을 추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요 

Cisco ONS 15454 SONET 56-port DS-1/E1 Card(그림 1)는 100Ω 공칭 연선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1.544Mbps에서 작동하는 56개의 DS-1 
인터페이스 또는 120Ω 공칭 연선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2.048Mbps에서 작동하는 56개의 E1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DS-1/E1 
인터페이스는 중앙 사무실이나 고객 구내에서 전송 신호를 종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 1 

Cisco ONS 15454 56-Port DS-1/E1 Electrical Interface 
  

 

  
56-port DS-1/E1 카드는 수동 모드 또는 자동 모드 프레임 형식 프로비저닝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간단하게 활성화합니다. DS-1은 VT-
1.5에 대한 비동기 및 바이트 동기 매핑 옵션을 지원하며, E1은 VC-12 SDH에 대한 비동기 매핑을 지원합니다. 사용 가능한 포트 사용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1 전용: 56 개 포트가 모두 DS-1 에 대해 구성됩니다(처음 28 개 포트는 시간 재지정 지원). 



 

• E1 전용: 56 개 포트가 모두 E1 에 대해 구성됩니다(처음 21 개 포트는 시간 재지정 지원). 
DS-1/E1 신호는 Cisco ONS 15454 쉘프 어셈블리의 고밀도 UBIC(Universal Backplane Interface Connector) EIA(Electrical Interface Adapter) 
패널 중 하나에서 종료됩니다. 
56-port DS-1/E1 카드는 SONET 또는 SDH 페이로드를 통한 전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ONET 매핑 모드에서는 출력 페이로드가 STS-
1s입니다. 이 경우 DS-1s는 VT-1.5 페이로드에 매핑됩니다(Telcordia Technologies GR-253-CORE 또는 시스코 매핑 구조를 따름). SDH 
매핑 모드에서는 출력이 STS-3/VC-4입니다. 이 경우 E1s는 VC-12 컨테이너에 매핑됩니다. 출력 STS-1 또는 STS-3c/AU-4 페이로드는 
Cisco ONS 15454 시스템의 상호 연결 매트릭스에 연결되므로, SONET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위해 신호를 다른 서비스와 그루밍할 수 
있습니다. E1 대 AU-4 페이로드 매핑 구조는 Cisco ONS 15454 ETSI/SDH 플랫폼에서 생성된 페이로드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그림 3). 
처음 21개의 E1 또는 28 DS-1 포트는 시간 재지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트 시간 재지정은 전기 회선과 SONET 전송 도메인 간의 
비동기 관계를 제거하여 전송 DS-1/E1 클럭이 네트워크 요소(Cisco ONS 15454)의 클럭 참조에 맞게 재지정됨을 의미합니다. 시간 
재지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DS-1/E1 전송이 제한되어 SONET와 전기 신호 사이에서 타이밍 도메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 
재지정 모드에 사용되었거나 루프백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DS-1/E1 포트를 노드 타이밍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6포트 DS-1/E1 카드는 Cisco ONS 15454 MSSP(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SA-HD(High-Density Shelf Assembly)의 6개 멀티서비스 
인터페이스 카드 슬롯(1, 2, 3, 15, 16, 17)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카드를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쉘프 슬롯을 나타내는 
파란색 6각형 아이콘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56포트 DS-1/E1 카드는 1:0(보호되지 않음)과 1:N(N≤2)의 두 가지 카드 보호 옵션을 
지원합니다. 작업 카드 또는 보호 카드로 작동하도록 카드를 규제하여 추가 인벤토리와 해당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6포트 DS-1/E1 카드는 기존 Cisco ONS 15454 SONET 14포트 DS-1 및 SDH 42포트 E1 카드와의 회로 수준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다. 
시스템은 카드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사용하여 호환 가능한 쉘프 구성으로 14포트 DS-1 카드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쉘프 어셈블리에서 지원되는 인터페이스 수를 늘리거나 지정된 수의 DS-1 인터페이스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쉘프 슬롯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 해결 및 장애 격리 지원을 위해 56포트 DS-1/E1 카드는 SONET, DS-1 및 E1 수준의 니어엔드(near-end) 및 파엔드(far-end)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FEAC(Far-End Activation Code) 지원과 함께 니어엔드 및 파엔드 기능(회선)과 터미널 구성을 포함한 
루프백 지원은 장애 격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합니다. 카드의 앞면에는 세 개의 상태 표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색 FAIL LED는 
하드웨어 수준의 문제를 나타내고, 녹색/황색의 ACTIVE/STANDBY LED는 카드가 활성 카드 또는 보호 카드로 사용 중임을 나타내며, 
황색 SIGNAL FAIL LED는 수신 포트의 수신 문제를 나타냅니다. 쉘프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과 브라우저 기반 Cisco 
Transport Controller 기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카드의 개별 인터페이스 포트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램프 테스트 
작업 중에 LED가 켜집니다. 

애플리케이션 

56포트 DS-1/E-1 카드는 중앙 사무소로의 DS-1 서비스 어그리게이션과 국제 트래픽의 E-1 종료를 포함하여 여러 서비스 공급자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DS-1 어그리게이션 

Cisco ONS 15454 MSPP는 저밀도 DS-1 카드와 고밀도 DS-1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많은 수의 DS-1 서비스 어그리게이션이 필요한 
서비스 공급자 허브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코어 네트워크 스위치, 음성 스위치, ADM(Add/Drop Multiplexer), 라우터, DCS(Digital 
Cross-Connect System) 또는 기타 네트워킹 장비에서의 핸드오프를 위해 이를 대규모 중앙 사무소로 전송합니다(그림 2). 

그림 2 

서비스 공급자 DS-1 어그리게이션 

 



 

  

 

  

국제 트래픽의 E-1 종료 

56포트 DS-1/E-1 카드를 사용하면 Cisco ONS 15454 SONET MSPP(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에서 국제적으로 소싱된 E1 서비스 
트래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Cisco ONS 15454 SONET MSPP는 SDH 종료에 사용될 수 있는 광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SDH 전송 
장비에 대한 E-1 상호 연결을 간소화합니다(그림 3). 

그림 3 

국제 소스로부터 E-1 종료 

 



 

  

 

  

주요 기능과 이점 

표 1에서는 56포트 DS-1/E1 카드의 주요 기능과 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표 1.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사용 가능한 포트 시간 재지정 
수신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신호의 통과 시간 또는 노드 클럭을 사용하여 전송

포트의 시간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토콜 지원 
단일 카드 종류로 DS-1/ E1 신호를 지원(동시에는 안됨)하여 추가 인벤토리의 카드

변형 수와 해당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노드 타이밍 소스 
DS-1/E1 포트는 네트워크 요소의 입력 타이밍 소스로 선택 가능하며, 네트워크

타이밍에 대한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중 DS-1 매핑 옵션 
VT-1.5s 에 대한 비동기 또는 바이트 동기 매핑에 포트를 사용하여 터미널 장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비 데이터 링크 성능 모니터링 통계 지원 
T1.403 및 AT&T 사양에 따라 FDL 을 지원하는 원격 장비로부터 상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J0 섹션, J1 STS-1 경로 및 J2 VT 
경로 추적 지원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문제 해결을 향상시킵니다. 

 



 

포트의 사용자 정의 AINS(Automatic IN-Service) 
잘못된 시스템 경보를 생성하지 않고 유효한 신호를 대기하는 서비스 포트와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56포트 DS-1/E1 카드는 DS-1 서비스 종료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수와 연관된 설치 공간, 전원, 케이블 등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쉘프 슬롯을 개방하여 서비스 카드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 4는 14포트 DS-1 카드를 사용하여 112개 DS-1 
서비스 포트를 제공하는 Cisco ONS 15454 OC-12기반 네트워크 요소를 보여줍니다. 그림 5는 56포트 DS-1/E1 카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설치 면적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와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림 4 

14포트 DS-1 카드가 장착된 Cisco ONS 15454 구성 
  

 

  

그림 5 

56포트 DS-1/E1 카드가 장착된 Cisco ONS 15454 구성 
  

 



 

 

  

고밀도 DS-1/E1 카드는 전체 시스템 유연성을 동적으로 향상시켜 메트로 네트워크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제품 사양 

표 2 ~ 표 4에서는 Cisco ONS 15454 SONET 56-Port DS-1/E1 Electrical 카드의 규제 사양과 제품 사양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표 2. 규정 준수 

규정 준수 

승인 

SONET/ANSI 시스템 

캐나다 

유럽 연합(EU)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 

홍콩 

타이완 

전자기파 규정 

EN300-386-TC 

NEBS Telcordia Technologies GR-1089-CORE, Issue 3(Level 3, Type 2 및 Type 4) 

IEC CISPR 22, IEC CISPR 24 

 



 

IC ICES-003, Issue 3, 1997 

FCC 47CFR15 

EN55022, EN55024 

EN61000-6-1 

VCCI: V-3/2000.04(일본) 

Resolution 237(브라질) 

제품 안전 

NEBS Telcordia Technologies GR-1089-CORE, Issue 3(Level 3, Type 2 및 Type 4) 

IEC 60950-1 /EN 60950-1, 1st Ed.(CB Report/Certificate(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L 및 cUL / CSA 60950-1 1st Ed. 

환경  

NEBS Telcordia Technologies GR-63-CORE, Level 3 

ETS 300 019-2-1 (Storage, Class 1.1) 

ETS 300 019-2-2 (Transportation, Class 2.3) 

ETS 300 019-2-3 (Operational, Class 3.1E extended to -40 to 65°C) 

전기 통신 

DS-1: 캐나다(CS-03), 홍콩(HKTA 2028), 일본(JATE Green Book), 타이완(ID 0002), 미국(TIA-968), 말레이시아(TIA-968) 

E1: 호주(S016), EU(TBR 12, TBR 13), EU(G.703:2001) 

기타 

AT&T Network Equipment Development Standards (NEDS) Generic Requirements 

SBC TP76200MP 

Verizon TCG Checklist 

WorldCom ESD 

 

표 3. 제품 사양: 카드 

파라미터 값 

페이로드 매핑   

DS-1 대 VT-1.5 비동기 및 바이트 동기 

E1 대 VC-12 비동기 

페이로드 매핑 모드   

SONET DS-1 -> VT-1.5 -> STS-1 

SDH E1 -> VC-12 -> TU12 -> TUG2 -> TUG3 -> VC-4 

성능 모니터링 DS-1, E-1 및 SONET 

 



 

경로 추적 

STS 

VT 

  

J1 바이트 

J2 바이트 

섹션 추적 J0 바이트 

카드 수준 표시등 

빨간색 "FAIL" LED 

녹색/주황색 "ACT/STBY" LED 

  

노란색 "SF" LED 

  

부트 시퀀스 중의 하드웨어 문제 또는 재설정 표시 

녹색: 카드가 트래픽 전송 준비 중 

주황색: 카드가 트래픽을 전송하지 않고 보호 그룹에서 대기 모드로 작동 

LOS(Loss of Signal), LOF(Loss of Frame), 높은 BER(Bit Error Rate) 등을 포함한 단일 오류 

BER 측정 10-3 

실제 치수 

단일 슬롯 폭 

12.65 H x 0.716 W x 9 D 인치 

321.3 H x 18.2 W x 228.6 D mm 

무게 2.0 lbs./0.9kg 

최대 전력 36W 

온도 및 습도 
작동 
보관 

  

-40 ~ 149°F(-40 ~ 65°C), 5 ~ 95%, 비응축 습도 

-40 ~ 85.00°C(-40 ~ 85°C), 5 ~ 95%, 비응축 습도 

 

표 4. 제품 사양: 인터페이스 포트 

파라미터 DS-1 E1 

카드별 기능 56 56 

규정 준수 GR-499-CORE, GR-253-CORE, ANSI T1.403-1999 GR-499-CORE, GR-253-CORE, ITU-T G.703 

비트 속도 1.544 Mbps ±20ppm 2.048 Mbps ±50ppm 

프레임 형식 D4, ESF(Extended Super Frame), 프레임 해제 
E1 멀티프레임, E1 CRC 멀티프레임, 및 프레임

해제(ITU) 

라인 코딩 
AMI(Alternate Mark Inversion) 및 B8ZS(Bipolar with 8 Zero 

Substitution) 
HDB3(High Density Bipolar of order 3) 코드 

기능 보호 
보호됨(1:N, N≤2) 

보호 안 됨(0:1) 

보호됨(1:N, N≤2) 

보호 안 됨(0:1) 

쉘프별 작업 
기능 

최대 224, 보호 또는 보호 안 됨 최대 224, 보호 또는 보호 안 됨 

루프백 모드 터미널 및 기능 터미널 및 기능 

종료 Balanced twisted pair, 22/24 AWG Balanced twisted pair, 22/24 AWG 

 



 

입력 임피던스 100 ohms =/-5% 120 ohms =/-5% 

케이블 손실 최대 655 피트, GR-499-CORE 호환 ITU-T G.703 호환 

출력 전력 수준 12.6 ~ 17.9 dBm 13.7 ~ 17.5 dBm 

펄스 모양 GR-499-CORE, 그림 9.5 ITU-T G.703, 그림 15 

펄스 진폭 2.4 ~ 3.6 볼트(최대 진폭) 2.7 ~ 3.3 볼트(최대 진폭) 

라인 빌드아웃 

0 ~ 131 ft 

132 ~ 262 ft 

163 ~ 393 ft 

394 ~ 524 ft 

525 ~ 655 ft 

- 

시스템 요구사항 

표 5에서는 56포트 DS-1/E1 카드 작업을 위한 Cisco ONS 15454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표 5.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파라미터 값 

쉘프 어셈블리 15454-SA-HD 

EIA(Electrical Interface Assembly) 패널 UBIC(Universal Backplane Interface Connector) 

프로세서 TCC2 또는 TCC2P 

상호 연결 

XC-VT 

XC-10G 

XC-VXC-10G 

시스템 소프트웨어 릴리스 6.0 이상(SONET) 

슬롯 호환성 슬롯 1 ~ 3, 15 ~ 17 

주문 정보 

주문을 원하시면 Cisco Ordering Home Page를 방문해 주십시오. 표 6는 Cisco ONS 15454 SONET 56-Port DS-1/E1 Card 주문 코드를 
나타냅니다. 
 

표 6. 주문 정보 

제품 설명 부품 번호 

56 포트 DS-1/E1 인터페이스 카드, 56 회로, 산업 온도, SONET 시스템 15454-DS1E1-56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고객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인력, 
프로세스, 툴, 파트너가 모두 함께 시스코만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 내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http://www.cisco.com/en/US/ordering/or13/or8/order_customer_help_how_to_order_listing.html


 

나타납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여러분의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비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Technical Support Services 또는 
Cisco Advanced 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ONS 1545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4324/index.html을 방문하거나 지역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svcs/ps3034/serv_category_home.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vcs/ps11/services_segment_category_home.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432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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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SI 파트너 ㆍ㈜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ㆍ쌍용정보통신㈜ 02-2262-8114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ㆍ㈜인네트 02-3451-53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400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링네트 02-6675-1216 ㆍSK 씨앤씨㈜ 02-6400-0114 
 ㆍ한국 IBM 02-3781-7800 ㆍ한국후지쯔㈜ 02-3787-6000 ㆍ한국 HP 02-2199-0114 
 ㆍ㈜콤텍 시스템 02-3289-0114     
■ Silver SI 파트너 ㆍ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ㆍ한국 NCR 02-3279-4300   
■ Uncertified SI 파트너 ㆍ오토에버시스템즈 02-3458-1400     
■ Local 디스트리뷰터 ㆍ㈜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ㆍ㈜영우디지탈 02-6004-7050 ㆍ㈜ SK 네트웍스 02-3788-3673 
 ㆍ㈜아이넷뱅크 02-3400-7490     
■ IPCC 전문파트너 ㆍ한국 IBM 02-3781-7114 ㆍ㈜인성정보 02-3400-7000 ㆍGS 네오텍 02-2630-5280 
 ㆍ한국 HP 02-2199-4272 ㆍ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 Optical 전문 파트너 ㆍ㈜LG 씨엔에스 02-6363-5000 ㆍ미리넷㈜ 02-2142-2800 ㆍ에스넷시스템㈜ 02-3469-2900 
■ IP Communication 전문 파트너 ㆍ크리스넷 1566-2837 ㆍ㈜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 Security 전문파트너 ㆍ인포섹㈜ 02-2104-5114 ㆍ㈜티아이에스에스  051-743-5940 ㆍ유엔넷시스템즈㈜ 02-565-7034 
 ㆍ㈜나래시스템 02-2199-5533     
■ WLAN 전문파트너 ㆍ㈜에어키 02-584-3717 ㆍ사운드파이프코리아㈜ 02-568-5029 ㆍ㈜해창시스템 031-343-7800 
■ Storage 전문 파트너 ㆍ(주)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ㆍ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http://www.cisco.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