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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DCM(Digital Content Manager)에서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를 시뮬
레이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Dense Receiver Demodulator(DRD) 카드가 장착된 Cisco DCM은 BISS(Basic Interoperable
Swamming System) 스크램블링 및 DVB 시뮬레이트 스크램블링 기능을 제공합니다.Cisco DCM은
필수 테이블, 전송 스트림(TS) 또는 서비스, ECM(Entitlement Control Message) 및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을 CAM(Conditional Access Module)으로 전송하는 호스
트입니다. 추가 Cisco DCM은 서비스 또는 기본 스트림 설계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GUI입니다.

설정

전송 스트림 또는 서비스 전달

TS를 CAM에 전달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전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TS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트랜스폰더의 서비스를 혼합하려면 CAM에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CAM에 TS 전달:전체 TS가 전달되므로 모든 테이블, 기본 스트림, EMM 및 ECM 구성 요소가



CAM에 전달됩니다.

CAM에 서비스 전달:DCM은 일부 테이블을 전달하고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ECM을 TS에서
필터링합니다.EMM은 CAM에 수동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TS를 전달합니다.

CAM 쿼리 활성화/비활성화

Cisco DCM과 CAM은 쿼리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합니다.경우에 따라 이 통신(지연된 응답, 응답 없
음)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CAM이 초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쿼리는 설정 상
자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Cisco DCM에서는 쿼리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CAM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CA(Conditional
Access) PMT(Program Map Table) 쿼리의 플래그를 해제하는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 목록 관리 유형

CA 목록 관리 유형 설정은 CA_PMT가 CAM에 전송되는 방식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Update All(모두 업데이트)은 CAM에게 설명해야 할 서비스의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추가/삭제는 활성화/비활성화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만 전송합니다.

권장 사항:전체 목록을 보낼 경우 이미 정의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어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삭제CAM에는 CA_list가 필요하므로 CAM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CAM 실패 시 재설정



DCM에서 의도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CAM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작업은 Reset On
Failure(실패 시 재설정)를 활성화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DCM이 descrambling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PEG 헤더를 확인하고 descraming 후
Packketed Basic Stream(PES) 헤더를 확인합니다.TS 패킷의 스크램블 비트가 선택됩니다.비디오
및 오디오 PID(Packet Identifier)의 경우 DCM은 유효한 PES 헤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MPEG 플래그 및 PES 헤더)는 매초마다 점검됩니다.연속 오류가 6개일 경우 descrambling
오류로 간주됩니다.DCM에서 descrambling 실패를 탐지하면 해당 서비스의 CA PMT를 CAM에 다
시 보내 해당 오류를 복구하도록 합니다. 

복구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DCM이 CAM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descrambling 오류를 감지하면
CAM 오류로 간주됩니다.오류(DCM 설정)가 발생할 경우 CAM이 자동으로 재설정되도록 구성되면
DCM이 CAM을 재설정합니다.

문제 해결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CAM이 DVB 시뮬레이트 CAM입니까?

참고:일반 인터페이스 + ( CI+ ) 모듈은 전문 수신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CAM의 한도는 무엇입니까?

각 CAM에는 ECM, 기본 스트림, 서비스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대부분의 제조업체에는 소비
자 CAM과 전문 CAM이 있습니다.

●

공급업체에서 권장하고 제공하는 CAM은 무엇입니까?

제공 기관에 연락하여 공식 및 확인된 CAM을 수신합니다.

●

CAM에서 어떤 버전의 펌웨어/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최신 CAM 버전은 무엇입니까?

버전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 Cisco 지원에 문의하여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Cisco DCM
MMI(Man Mach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CAM의 버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CAM이 이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

CA 시스템 ID가 서비스/기본 PID를 스크램블하는 데 사용되는 CA 시스템 ID와 일치합니까?

ECM의 CA 시스템 ID를 CAM GUI에 언급된 CA 시스템 ID와 비교합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로그 검색

descrambling 문제를 디버깅하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 CI 디버그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CA 시스템 ID●

CAM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CAM 버전●

카드 세부사항●

원하는 서비스/기본 스트림의 양●

CAM이 있는 I/O 카드●

CAM 슬롯 번호●

서비스 실패 서비스 ID●

실패한 서비스의 기본 스트림 PID●

실패 시간●

Cisco DCM 로그●

로그 수집

CAM을 재부팅합니다.CAM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또는 CAM을 재장착하여 CAM을 재시
작할 수 있습니다.

1.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CAM이 포함된 I/O 카드에서 CI 디버그를 활성화해야 합
니다.

Help(도움말) > Traces(추적)로 이동합니다.

CI 디버그를 활성화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Minor를 선택합니다.

2.

문제가 발생하면 로그를 수집합니다.Cisco DCM에서 로그를 검색합니다.

참고:문제가 여전히 활성 상태인 경우 XML 데이터가 포함된 로그를 포함합니다.

3.



   

압축을 복구해 보십시오.

descrambling을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GUI를 사용하여 CAM을 재설정합니다.CAM을 수
동으로 재설정합니다.

4.

서비스 요청을 제출하고 로그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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