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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광 파이버와 Cisco ONS 15454의 최대 홉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방법을 모든 유형의 광 파이버에 적용하여 옵티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최대 거리를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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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감쇠란?

이 섹션에서는 감쇠의 의미를 설명하고 서로 다른 파장을 기준으로 옵티컬 링크의 최대 거리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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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감쇠는 다중 모드 또는 단일 모드 파이버를 통해 광파가 전파될 때 발생하는 신호 강도 또는 광원의
손실을 측정하는 측정입니다.측정은 일반적으로 데시벨 또는 dB/km로 정의됩니다.

파장

가장 일반적인 피크 파장은 780nm, 850nm, 1310nm, 1550nm 및 1625nm입니다.첫 번째 창이라고
하는 850nm 영역은 이 지역이 원래 LED 및 탐지기 기술을 지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되었습니
다.오늘날 1310nm 지역은 크게 낮은 손실과 낮은 분산으로 인해 인기가 있습니다.

1550nm 영역도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리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파장 증가에 따라
성능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다중 모드 및 단일 모드 파이버는 서로 다른 파이버 유형 또는 크기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단일 모
드 파이버는 9/125 um을 사용하며 다중 모드는 62.5/125 또는 50/125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크
기 파이버는 서로 다른 광학 손실 dB/km 값을 가집니다.파이버 손실은 운영 파장에 크게 좌우됩니
다.실제 파이버는 1550nm에서 손실이 가장 낮고 780nm에서 모든 물리적 파이버 크기(예: 9/125 또
는 62.5/125)에서 손실이 가장 높습니다.

광 링크의 최대 거리를 계산할 때 표 1 및 표 2에 제공된 세부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표 1 - 파장 1310nm
감쇠
/km(dB/km)

감쇠/옵티컬
커넥터(dB)

감쇠/조인트
(dB) 조건

최
소 0.30 0.40 0.02 최상의 조

건
평
균 0.38 0.60 0.10 보통

최
대 0.50 1.00 0.20 최악의 상

황

표 2 - 파장 1550nm
감쇠
/km(dB/km)

감쇠/옵티컬
커넥터(dB)

감쇠/조인트
(dB) 조건

최
소 0.17 0.20 0.01 최상의 조

건
평
균 0.22 0.35 0.05 보통

최
대 0.04 0.70 0.10 최악의 상

황

다음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의 예입니다.



표 3 - ONS 15454용
카드 광원 레벨

Rx 레벨 최대 - 최소 Tx 레벨 최대 - 최소
OC3 -8 ~ -28 -8 ~ -15
OC12 -8 ~ -28 -8 ~ -15
OC12 -8 ~ -28 +2 ~ -3
OC12 -8 ~ -28 +2 ~ -3
OC48 0 ~ -18 0 ~ -5
OC48 -8 ~ -28 +3 ~ -2
OC48 -8 ~ -28 0 ~ -2

표 4 - OC192 LR 및 STM64 LH 1550용
Tx/Rx 최대 최소
송신기(Tx)
출력 전원: 최대+10dBm 최소+7dBm

수신기(Rx)
수준: 최대-10dBm 최소:-19dBm

이 카드의 전력 예산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29dB 및 17dB

최대 홉을 계산합니다.

감쇠란 무엇인가?섹션에서 Cisco ONS 15454의 최대 hop 거리를 포함하여 모든 span에 대한 감쇠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예산 손실 방정식

Atotal = (wavelength λ 손실 dB/km x 파이버 길이) + (커넥터 손실 x 커넥터 수) + (스플라이스 손실
x 스플라이스 수).

킬로미터 간 변환

Km x 0.6214 = 마일(1마일 = 1.60km)

다음은 OC48 LR 1550 카드의 최대 홉거리를 계산하는 예입니다.이 카드의 경우:

Min Rx 레벨은 -28dB이고 Min Tx 레벨은 -2dB입니다.●

최대 Rx 레벨은 -8dB이고 최대 Tx 레벨은 +3dB입니다.●

이 카드의 전력 예산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31dB 및 6dB

최대 Rx 레벨이 -8dB인 경우 레이저 전원이 "더 뜨거움"일 경우 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또한
Min Rx 레벨 = -28dB이므로 이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가정합니다.

최소 온라인 감지는 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A(최소) = 최대 Tx 레벨 - 최대 Rx 레벨 = +3dB - (-
8dB) = 11dB

●

최대 온라인 감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A(최대) = 최소 Tx 레벨 - 최소 Rx 레벨 = -2dB - (-
28dB) = 26dB

●

또한 시스템 마진을 고려해야 합니다.패치 코드, 케이블 벤드, 예측할 수 없는 광학 감쇠 이벤트 등
은 약 3dB가 필요합니다.또한 일부 외부 커넥터(0.7dB를 최소 2개 이상 포함할 수 있으므로
1.5dB를 고려하도록 기본 케이블에서 여러 스플라이스)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의 새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A(분) = 11dB - 4.5dB = 6.5dB

A(최대) = 26dB - 4.5dB = 21.5dB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옵티컬 케이블(TA)의 최대 감쇠는 OC48 LR 1550의 링크 하나에 대해 최대
26dB여야 하며 11dB보다 작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합니다.

케이블에서 광 파이버의 최소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L(min) = A(min) / a= 6.5dB/ 0.22dB/km
= 29.5km

●

케이블에서 광 파이버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L(최대) = A(최대) / a = 21.5dB/
0.22dB/km = 97.72km

●

여기서 a = 광 케이블(dB/km)의 감쇠

이 계산을 기준으로 OC48 LR 1550 카드의 최대 홉거리는 29.5km~97.72km입니다.

이 절차를 기반으로 하면 다른 모든 스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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