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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XM/BTM BIP-8 코드 오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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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배경 정보

이 오류는 T3 및 E3 백카드가 있는 IGX BTM(Broadband Trunk Module)에 적용됩니다.

8비트 오류와 비트 인터리브 패리티(BIP-8)는 DS3 또는 E3 프레이밍 구조에서 프레임에서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8비트 필드입니다.짝수 패리티 검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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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3 PLCP 프레임

비트 인터리브 패리티 - (B1) BIP-8은 경로 오류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BIP-8은 이전 PLCP 프레임
의 POH(Path Overhead) 필드 및 관련 ATM 셀(Blue로 표시된 648 8진수)으로 구성된 12 x 54 8진
수 구조를 통해 계산되고 B1 8진수에 삽입됩니다.B1의 n번째 비트는 12 x 54 8진수 648의 n번째 비
트에 짝수 패리티를 제공합니다.

G.832/804 E3 프레임



오류 모니터링 BIP-8(EM) 오류 모니터링에 1바이트가 할당됩니다.이 기능은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
는 BIP-8 코드입니다.BIP-8은 이전 프레임의 오버헤드 비트를 포함하는 모든 비트에 대해 계산됩니
다.계산된 BIP-8은 현재 프레임의 EM 바이트에 배치됩니다.

ATM 및 광대역 트렁크의 광대역(ATM) 트렁크 형식 섹션에서 프레이밍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류 예

장비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wanbu/igx8400/9_1/over91/sysbrdtk.htm


문제 해결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은 방해가 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유지 관리 창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
다.

사용자 트래픽이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dsptrks가 트렁크가 Clear-OK에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오류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나타내는
경우

●

트러블슈팅을 수행할 때 트렁크의 양쪽 끝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dsptrks 명령을 실행하여 트렁크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트렁크 번호가 dsptrks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면 트렁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트렁크를 활성화하려면 dsptrks 명령을 실행
합니다.

1.

로컬 BTM 백카드와 다음 디바이스 업스트림 간의 케이블을 확인합니다.일반적으로 다음 디바
이스 업스트림은 로컬 네트워크 종료(NT)입니다.BTM 백카드에 연결된 로컬 케이블을 그대로
두고 NT에서 제거합니다.적절한 BNC 커넥터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로컬 BTM 백카드로 다시
연결합니다.대신 로컬 NT를 금속 루프에 넣어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를 연결합
니다. 이 예에서는 로컬 CPE가 로컬 BTM입니다.dsptrks의 트렁크 상태가 Clear-OK로 변경되
고 dsptrker가 더 이상 증분 오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로컬 케이블 및 BTM 카드 세트가 제대로
작동합니다.3단계로 진행합니다.clrkerrs 및 dsptrkerrs 명령을 실행합니다.몇 분 동안 디바이
스를 모니터링합니다.트렁크 상태가 Clear-OK로 변경되지 않거나 오류가 계속 증가하면 2단
계로 진행합니다.

2.

로컬 하드웨어를 확인합니다.케이블을 BTM 백카드 커넥터에 연결합니다.dsptrks의 트렁크 상
태가 Clear-OK로 변경되고 dsptrker가 점증적 오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BTM 카드 세트가 제대
로 작동합니다.케이블을 교체합니다.계속하기 전에 cnftrkparm에서 Red Alm Out 타이머 설정
보다 최소 10초 더 오래 기다립니다.

3.

원격 BTM 백카드와 다음 디바이스 업스트림 간의 케이블을 확인합니다.일반적으로 원격
NT입니다.원격 케이블을 BTM 백카드에 연결된 상태로 두고 원격 NT에서 제거합니다.적절한
BNC 케이블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원격 BTM 백카드로 다시 연결합니다.대안으로 원격 NT를
금속 루프에 넣고 원격 CPE를 향하게 합니다.이 예에서는 원격 CPE가 원격 BTM입니다.원격
트렁크의 dsptrker에서 더 이상 증분 오류가 표시되지 않으면 원격 케이블 및 BTM 카드 세트
가 제대로 작동합니다.5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최소 5분 동안 감독자를 모니터링합니다.

4.

Telco 루프에 대한 원격 NT를 구성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BNC 케이블을 사용하는 케이
블 루프가 필요합니다.사용할 수 있는 라인 테스트 장비가 없는 경우 로컬 IGX에서 dsptrkerrs

5.



   

명령을 실행하고 증분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더 이상 트렁크 오류가 계산되지 않으면
Telco 회선이 제대로 작동합니다.원격 NT Telco 루프를 제거하고 트렁크를 서비스로 복원합
니다.로컬 IGX에서 dsptrkerrs 명령을 실행하고 오류가 계속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BIP-8 오
류가 계속되면 6단계로 진행합니다.
신호 강도가 충분한지, 최대 선 길이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cnftrk 명령을 실행하여 
  .

6.

Telco에 회선을 테스트하도록 요청합니다.7.
이러한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Cisco Systems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하십시오.

관련 정보

ITU(International Telephony Union) 추천 G.704●

Cisco WAN 스위칭 솔루션 - Cisco 문서●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itu.int/rec/T-REC-G.704/e?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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