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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모뎀의 전송(Tx) 및 수신(Rx) 레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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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Tx 및 Rx 레벨

Tx 레벨은 모뎀이 신호를 전송하는 와트당 데시벨(dBm) 단위의 전력입니다.Rx 레벨은 수신된 신호
의 dBm에 있는 전력입니다.서버 모뎀은 일반적으로 -13dBm에서 기본적으로 전송됩니다.Rx 레벨
은 -18 ~ -25dBm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Rx 레벨이 -25dBm 미만인 경우 SNR(Signal-to-Noise
Ratio)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가 감소합니다.Rx 레벨이 너무 높으면 신호 왜곡 또는 수신
기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오버구동되고 잘못된 연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34와 같은 일부 변조 표준에서 수신기는 해당 피어에 신호 레벨이 너무 높음을 알리고 전송기는
전송 레벨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동작이 널리 사용되는 경우 전송기를 더 낮은 수준으로 전송하도
록 구성합니다.) 다른 변조 표준(예: K56 Flex)을 사용하는 모뎀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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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 Rx 레벨은 피어의 초기 Tx 레벨, 협상된 dBm 감소(있는 경우) 및 음성 회로의 감쇠의
함수입니다.음성 회로 감쇠는 회선 감쇠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패드의 기능이며, 이는 감쇠망을
음성 회로에 삽입하도록 설계된 전화 회사 회로입니다.

Tx 레벨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 경우 다음 모뎀 및 변조 표준을 사용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에서 T51??자세한 내용은 V.34, 56K 및 V.90 12포트 모듈에 대한 AT 명령 집합 및 등
록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

S39 또는 S59를 통한 MICA(Modem ISDN Channel Aggregation)??자세한 내용은 Cisco MICA
6-Port Module의 AT Command Set and Register Summary를 참조하십시오.

●

NextPort - S39 또는 S59??자세한 내용은 NextPort AT Commands and S Register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

Rx 레벨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 경우, 패딩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피어 송신기(수천 개의 피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지만) 또는 전화 회사 내에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그럴 가능성이 더 높
음).

라이브 연결에서 다음과 같이 Rx 및 Tx 레벨을 보거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콤 모뎀??리버스 텔넷 세션을 시작하고 AT@E1 명령을 실행합니다.●

MICA 모뎀??show modem operational-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

NextPort 모뎀??show port operational-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

MICA 모뎀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show modem operational-status 1/0

Parameter #8 Connected Standard: V.34+

Parameter #20 TX,RX Xmit Level Reduction: 0, 0 dBm

Parameter #22 Receive Level: -22 dBm

이 경우 Rx 레벨은 -22이며, 괜찮습니다.피어가 모뎀의 Tx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기본 출력
수준 -13dBm에서 전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피어가 신호 강도 축소를 요청하지 않았으
므로(여전히 너무 높아도) 신호 강도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피어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음) 신호 레벨이 피어의 수신기에 대해 너무 높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show modem operational-status 2/14

Parameter #8 Connected Standard: V.34

Parameter #20 TX,RX Xmit Level Reduction: 0, 3 dBm

Parameter #22 Receive Level: -19 dBm

이 경우 Rx 레벨이 -19이지만 피어가 이 모뎀에 Tx 레벨을 3dBm까지 줄이도록 요청했습니다.따라
서 대신 -16dBm에서 전송을 시작합니다.이 모뎀의 신호가 피어에게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오
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이 확산되면 S39를 통해 구성된 Tx 레벨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특정 피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show modem operational-status 명령의 출력에서 다른 잠재적인 문제 및 수정 사항에 대해
Output Interpreter(등록된 고객만)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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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회사들은 채널 단위로 감쇠를 추가하기 위해 고안된 회로인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패드를 삽
입할 수 있다.패딩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사용하는
종단간 회로가 비슷한 신호 수준으로 끝나도록 합니다.예를 들어 모뎀이 -13dBm으로 전송되면 수
신기는 적절한 수준의 신호를 표시합니다.

순수 아날로그 캐리어(V.34 및 이전 표준)의 경우, 원하는 레벨의 수신이 발생할 경우 패드가 유용
합니다.관찰되는 Rx 레벨이 광범위하게 너무 높으면 패드 삽입은 아날로그 사업자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PCM(Pulse Code Modulation) 캐리어(K56 Flex 및 V.90)에 패드가 미치는 영향은 문
제가 될 수 있습니다.신호만 알리는 아날로그 패드(라인 패드)는 PCM 캐리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
다.그러나 NAS(Network Access Server)의 T1 회선에서 트렁크에 또는 전화 회사의 트렁크-트렁크
연결에 패드가 있으면 PCM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패드가 PCM 데이터를 다시 매핑하여 통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규칙은 제로 dB
디지털 패드가 PCM 연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0 수준 패딩이 최적
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K56 Flex 모뎀은 너무 높은 Rx 레벨에 대해 덜 내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PCM 모뎀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패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Rockwell K56 Flex 모
뎀(Microcom 및 MICA 모뎀 포함)은 0, 3 또는 6dB 패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Lucent 모뎀은 패드
처리 기능이 더욱 세밀하고, 1, 4, 5, 7dB 패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V.90 모뎀은 1dB 증분으로 0에
서 7dB의 패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V.34 연결이 양호하지만 K56 Flex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
우, 회선 경로에 추가 A-to-D 변환이 없는 경우 디지털 패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문
제를 해결하려면 전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최적화되지 않은 연결의 회로 추적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전화 접속 기술 지원●

기술 지원 페이지●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web/psa/technologies/index.html?c=277907760&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customer/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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