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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how modem operational-status 명령에서 보고한 회선 모양 매개변수를 검토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이 명령은 일반 모뎀 및 NAS 라인 품
질 개요의 show modem operational-status 명령을 사용하여 개별 모뎀 검사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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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장애

라인 장애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쇠 - 원래 신호 속성의 손실입니다.●

왜곡 - 원래 신호 속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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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 원래 신호에 속하지 않는 속성의 도입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장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손상 설명

감쇠

채널 감쇠 주파수 응답신호 수준라인 품질●

루프 감쇠●

디지털 감쇠●

코일 로드(일반적으로 18,000피트 이상의
가입자 루프에 사용)

●

왜곡

PCM(Pulse Code Modulation) 왜곡: 코딩
추가 트랜스딩6번째 프레임마다 강도 비트
신호(RBS)시계 표류

●

조화 왜곡●

변조 왜곡●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간 추가 변환●

ADPCM(Adaptive Differential PCM) 및 기
타 비 PCM 모드

●

진폭 왜곡 지터유더게인 히트디지털 패딩●

주파수 왜곡 오프셋반사 손실(일부 주파수,
특히 브리지 탭에서의)

●

간섭(일부 주파수에서)●

위상 왜곡 적중 횟수지터유더●

엔드 투 엔드 지연(특히 위성 링크를 통해)●

지연 왜곡●

에코 근접 끝원엔드기타●

접는 왜곡●

비선형 왜곡●

노이즈
(흰색 및
색상)

임펄스●

배경●

열●

양자화●

Crosstalk(다른 서비스 및 전원 포함)●

주파수(불량 스플리터)●

CPU의 간섭●

엔드 투 엔드 라인 프로브를 통해 모뎀에 의해 얻은 집계 값에만 기초하여 특정 라인의 품질이 떨어
지는 이유를 추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각각은 다양한 순열 및 슈퍼포지션을 가진, 너무 많은 손
상 소스가 있다.예를 들어 SQ(신호 품질) 매개변수를 사용하면 아래 표에 표시된 것처럼 신호 레벨
및 평균 기호 오류(예: 결정 오류, 이퀄라이저 오류 및 텔리스 오류)를 기준으로 라인 비트 오류율
(BER)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SQ BER
7 6 5 4 3 2
1 0

검색 불가 10E-6 10E-6 10E-4 10E-2 10E-2
연결 없음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면 통화 경로를 따라 오류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특성이 무엇
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선 모양은 다른 정수 계열 선 품질 매개변수입니다.초기 교육 시퀀스의 2단계(1단계 V.8 협상 이후
)의 일부로 양쪽 끝에 있는 모뎀에서 수행한 라인 프로브 결과입니다.라인 프로브 중에 전체 음성 주
파수 범위는 150Hz의 단계에서 "큰" 신호(정상 레벨보다 6dB)로 테스트됩니다.2단계가 끝날 무렵,
양쪽 끝에 있는 모뎀에는 고유한 선 모양 맵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 모양 장애

긴 언로드된 줄과 긴 로딩 선의 모양이 다릅니다.언로드된 라인에는 스펙트럼에서 1kHz ~
3750Hz의 페이드(감쇠가 주파수로 점차 증가)가 표시됩니다.이러한 라인에 로드 코일을 추가하면
특정 주파수(일반적으로 3000-3400Hz 범위)를 초과하는 급경사가 발생하지만 해당 점 아래의 페이
드를 역처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매우 짧은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회선에서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450Hz~3300Hz에서 균일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루프 길이의 특징이 되는 어떤 페이드도 보이지
않습니다.150Hz에서 작은 롤오프가 있으며 3450~3750Hz에서 더 큰 롤오프가 있습니다.가장자리
의 롤오프는 코덱보다 먼저 아날로그 POTS 라인의 POTS 라인에 적용된 낮은 패스 필터의 특성입
니다.샘플 선 모양 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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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가입자 루프

언로드된 3마일을 적용하면 페이드가 증가합니다.300Hz에서 -2dB 감쇠가 3600Hz에서 점차 -



12dB로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 선 모양 출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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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코일

로드 코일은 더 높은 주파수의 비용을 들여 음성 주파수 대역의 회선 특성을 크게 개선합니다.



로드 코일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3마일 루프가 약 3300Hz의 롤오프 지점만 보여줍니다.

코일은 코일의 롤오프 포인트 아래에 페이드 하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신호 레벨 부스트를 적용하고
, 롤오프 포인트 위에 주파수를 고정시킵니다.다음은 샘플 선 모양 출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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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트랜스코딩 및 비 PCM 변조

이중 코덱이 있는 짧은 루프에는 로드 코일이 있는 긴 루프와 매우 비슷한 모양의 모양이 있을 수 있



습니다.이를 구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듀얼 코덱이 150Hz에서 더 깊은 롤오프를 표시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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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Kbps 데이터 스트림이 필요한 PCM 변조와 달리 ADPCM은 32Kbps 또는 16Kbps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이득은 보통 대화 중에 인간의 말이 점차 그 속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절대 값 대신 델타를 전송하면 여러 음성 채널을 64Kbps 스트림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이 기
본 가정은 모뎀 연결에 대해 true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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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Hz의 심층 롤오프 및 하이엔드에서 진화된 주파수 외에도, ADPCM이 낮은 SNR(Signal-to-



   

Noise Ratio)을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34 모뎀에서 더 높은 기호 속도를 사용할 수는 있지
만 일반적으로 속도를 보드 최대 2743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을 8Kbps 이하의 데이터 스트림에 맞추는 최신 압축 기술은 모뎀 연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
다.모뎀이 2.4Kbps 이하로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링크 상에서 사용자 데
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정보

모뎀의 전송 및 수신 수준 이해●

모뎀 문제 해결●

액세스-다이얼 기술 지원 페이지●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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