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W2-350G 스위치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에서
구리 포트 테스트 

목표
 

기가비트 이더넷(GE) 포트는 대용량 파일 및 비디오 전송에 자주 사용됩니다.GE 포트는 최대
1000Mbps(1Gbps)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녹색 이더넷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Energy
Detect Mode(에너지 탐지 모드)는 링크가 비활성 상태인 경우 포트를 비활성 모드로 전환합
니다.Short Reach Mode(단거리 모드)는 케이블 길이를 결정하고 다양한 케이블 길이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조정합니다.802.3 EEE(Energy Efficient Ethernet) 모드는 링크에 트래픽이 없
을 때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기가비트 이더넷(GE) 포트에서 VCT(Virtual Cable Tester)가 수행한 구리 포트
테스트의 성능에 대해 설명합니다.VCT는 ESW2-350G 스위치의 GE 포트를 기반으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참고:이 테스트는 길이가 140미터인 케이블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구리 테스트를 수행할 포트
를 선택하면 포트가 Down 상태로 설정됩니다.테스트 후 포트가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SW2-350G 
· ESW2-350G-DC
  

소프트웨어 버전
 

•1.3.0.62
  

구리 테스트
 

참고:Short Reach가 비활성화된 경우 기본 케이블 테스트 결과는 정확하며 EEE(Energy
Efficient Ethernet)가 비활성화된 경우 고급 케이블 테스트 결과가 정확합니다.Port
Management(포트 관리) > Properties(속성)를 탐색하여 Short Reach 및 EEE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Properties(속성) 페이지에서 활성화할 각 확인란을 선택하고 비활성화하려면 확
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관리 > 진단 > 구리 테스트를 선택합니다.구리 테스트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Port(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리 테스트를 수행할 GE 포트를 선택합니다.
 



 
 
3단계:구리 테스트(Copper Test)를 클릭합니다.
 

 
 
4단계.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확인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계속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테
스트를 중지합니다.
 



 
 
테스트 결과 영역에는 다음 필드가 표시됩니다.
 

·Last Update(마지막 업데이트) - 포트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테스트의 날짜 및 시간입니다.
 
·테스트 결과 — 케이블 테스트 결과입니다.
 

- 확인 — 케이블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 케이블 없음 — 케이블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케이블 열기 — 케이블이 한 쪽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짧은 케이블 — 케이블에서 단선이 발생했습니다.
 
- 알 수 없는 테스트 결과 —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Distance to Fault — 포트부터 결함이 발생한 목적지까지 폴트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Operational Port Status — 포트가 Up 또는 Down 상태인지를 표시합니다.
 

VCT가 기가비트 포트(GE1 또는 GE2)에서 실행되면 Advanced Information(고급 정보) 영역
에 다음 필드가 표시됩니다.
 
참고:GE 포트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꼬임쌍선 구리 배선으로 구성됩니다.
 



·케이블 길이 — 케이블 길이입니다.
 
·쌍 — 테스트 중인 케이블 와이어 쌍을 나타냅니다.
 
·상태 — 케이블 와이어 쌍 상태를 나타냅니다.
 

- 빨간색 — 결함을 나타냅니다.
 
- 녹색 — 상태가 OK임을 나타냅니다.
 

·채널 — 케이블 채널을 나타냅니다.
 
·극성 — 와이어 쌍에 대해 자동 극성 탐지 및 교정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모든
RJ-45 포트에서 자동 극성 탐지 및 수정을 허용하여 배선 오류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케이
블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 극성은 정상입니다.
 
·Pair Skew — 케이블 와이어 쌍의 시간 차이를 나노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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