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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테스트는 이더넷 케이블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기가비트 이
더넷(GE) 포트는 크기가 1Gb 이상인 파일을 전송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GE 포트는 최대
1000Mbps(1Gbps)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기본 케이블 테스트는 구리 케이블의 품질 및 포트
에 연결된 특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고급 케이블 테스트는 GE 포트에 연결된 케이블
의 길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ESW2-550X 스택형 관리 스위치에서 구리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SW2-550X 
· ESW2-550X-DC
  

소프트웨어 버전
 

·v1.2.9.44
  

구리 테스트
 

참고:EEE(Energy Efficient Ethernet)가 비활성화된 경우 기본 케이블 테스트 결과는 Short
Reach가 비활성화되고 고급 케이블 테스트 결과가 정확하면 정확합니다.Port
Management(포트 관리) > Properties(속성)를 통해 단거리 및 EEE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Properties(속성) 페이지에서 각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비활성화합니다.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관리 > 진단 > 구리 테스트를 선택합니다.구리 테스트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Unit/Slot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리 테스트를 수행할 Unit/Slot(단위/슬롯)과 Port(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포트를 선택합니다.유닛은 스위치가 활성 상태인지 아니면 스택의
멤버인지 여부를 식별합니다(유닛 1은 활성 상태이고 유닛 2는 멤버임). 사용된 용어에 익숙
하지 않은 경우 Cisco Business를 확인하십시오.새 용어 용어집.슬롯은 스위치가 ESW2-550
또는 ESW2-550X(슬롯 1은 ESW2-550이고 슬롯 2는 ESW2-550X)인지 여부를 식별합니다. 
 
3단계. Copper Test를 클릭합니다.새 창이 나타납니다.
 

 
4단계. 확인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Test Results 영역에는 기본 테스트의 결과가 표시되며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Last Update(마지막 업데이트) - 포트에서 수행된 가장 최근 테스트의 날짜 및 시간입니다.
 
·테스트 결과 — 케이블 테스트 결과입니다.
 

- OK — 케이블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331-glossary-of-non-bias-language.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331-glossary-of-non-bias-language.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331-glossary-of-non-bias-language.html


- 케이블 없음 — 포트에 연결된 케이블이 없습니다.
 
- 케이블 열기 — 케이블의 한 쪽만 연결됩니다.
 
- 짧은 케이블 — 케이블에서 단선이 발생했습니다.
 
- 알 수 없는 테스트 결과 —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Distance to Fault — 포트에서 fault까지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Operational Port Status(운영 포트 상태) - 포트가 작동 또는 작동 중지 상태인지 여부를 표
시합니다.
 

Copper Port Advanced Table(구리 포트 고급 테이블)에는 고급 테스트의 결과가 표시되며 다
음 필드가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 — 케이블 길이입니다.
 
·쌍 — 테스트된 비틀어진 쌍 케이블의 케이블 와이어 쌍을 나타냅니다.
 
·상태 — 케이블 와이어 쌍 상태를 나타냅니다.
 

- 빨간색 — 결함을 나타냅니다.
 
- 녹색 — OK 상태를 나타냅니다.
 

·채널 — 소스 포트와 대상 포트 간에 사용되는 케이블 채널이 직선 케이블인지 또는 크로스
오버 케이블인지 나타냅니다.
 
·극성 — 케이블 와이어 쌍에 대해 자동 극성 탐지 및 교정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자동 극성 탐지 및 수정을 통해 모든 포트에서 와이어링 오류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Pair Skew(쌍 기울이기) - 꼬임 쌍 케이블의 두 와이어 간의 시간 차이를 나노초 단위로 나타
냅니다.일반적으로 동일한 케이블에서 미터 당 비틀기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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