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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ONS 15454의 이더넷 카드에 있는 링크 표시등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15454-E100T-G●

15454-E100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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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ong/15400/454rel31/5430ethr.htm#xtocid201032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ong/15400/454rel31/5430ethr.htm#xtocid201033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배경 정보

이더넷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100T●

E1000-2●

E100T-G●

E1000-2-G●

E100T 및 E1000-2 카드는 단종되었지만 2007년 3월 28일까지 계속 지원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포
함됩니다.이 카드는 등가 기판으로 교체되었습니다.E100T-G는 단종된 E100T-12에 해당하는 기능
이며, E1000-2-G는 단종된 E1000-2에 해당하는 기능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E100T 및 E10000-2 카
드에 대한 단종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Cisco45151555 카드에 대한 내용은 E111005511511155 카
드51110-2 카드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54를 참조하십시오.

15454는 E100T 및 E100T-G 카드를 이더넷(10Mbps) 및 고속 이더넷(100Mbps), E1000-2 및
E1000-2-G 카드를 기가비트 이더넷(100000Mbps)에 사용합니다. E100T 및 E100T-G를 통해 네트
워크 운영자는 여러 10/100Mbps와 E1000-2 및 E1000-2-G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운영자
는 고용량 고객 LAN 상호 연결을 위해 여러 1000Mbps 액세스 드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트 레벨 지표에 대한 설명

각 포트에는 LED가 하나씩 있으며 황색(주황색) 또는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이 표는 특정 이
더넷 포트와 연결된 가능한 모든 LED 상태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LED 상
태 설명

황색 전송 및 수신
황색으
로 깜박
임

트래픽에 비례적으로 깜박입니다.

녹색 깜
박임 전송만 또는 수신만.

녹색으
로 고정 유휴 및 링크 무결성이 양호합니다.

꺼짐 비활성 연결 또는 단방향 트래픽.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십
시오.

CTC 링크 상태 릴리스 2.2.x에 대한 설명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에서 이더넷 링크 상태를 확인하려면 Card View(카드 보기)에서
Performance(성능) > Statistics(통계)를 선택합니다.

그림 1 - EPOS 100 라인 카드의 링크 상태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eol_notice09186a008032d3ff.html
//www.cisco.com/en/US/products/hw/optical/ps2006/prod_eol_notice09186a008032d3ff.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그림 2 - EPOS 1000 라인 카드의 링크 상태



CTC 링크 상태 릴리스 3.x 및 릴리스 4.x에 대한 설명

그림 3 - EPOS 100 라인 카드의 링크 상태



그림 4 - EPOS 1000 라인 카드의 링크 상태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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