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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이미지로 표시되는 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참고:  JDS Uniphase Corporation의 테이블 및 다이어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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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SONE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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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섹션에서는 SONET에 대한 개요를 그래픽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SONET 링크

그림 1은 SONET 링크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림 1 - SONET 링크

STS-1 프레임

그림 2는 STS-1(Synchronous Transport Signal Level 1) 프레임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림 2 - STS-1 프레임 구조

STS-1 SONET 오버헤드



그림 3에는 STS-1 전송 및 경로 오버헤드(SONET 오버헤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 - STS-1 전송 및 경로 오버헤드

OC-12 연결

그림 4는 OC-12 연결을 보여줍니다.

그림 4 - OC-12 연결

SONET 계층 구조



그림 5에는 SONET 계층이 표시됩니다.

그림 5 - SONET 계층 구조

SONET 유지 관리 상호 작용

그림 6은 SONET 유지 관리 상호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림 6 - SONET 유지 관리 상호 작용



경보 및 탐지 기준

표 1에는 경보의 의미와 탐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표 1 - 경보의 의미 및 탐지 기준



STS-1 SOH, LOH, POH 및 VT POH 바이트

그림 7과 그림 8은 STS-1 SOH, LOH(Line OverHead), POH(Path OverHead) 및 VT POH(Virtual
Fcognant Path OverHead)의 모든 바이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림 7 - SOH 섹션 오버헤드

그림 8 - LOH 라인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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