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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DCM(Digital Content Manager)이 수신 PCR(Program Clock Reference) 패킷
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PCR 디지터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클럭 참조

Cisco DCM이 수신 TS(Transport Stream)를 처리하면 수신 TS에서 잠근 다음 해당 TS에서 사용 가
능한 PCR을 사용합니다.Cisco DCM은 들어오는 스트림에서 동기화하거나, 수신 비트 전송률을 계
산하고, 서비스를 멀티플렉싱하려면 MPEG2 사양에 따라 올바른 PCR이 필요합니다.

참고:멀티플렉싱할 때 Cisco DCM은 처음부터 PCR 값을 다시 생성하지 않고 수신 PCR을 기
준으로 PCR 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버퍼 오버플로

수신 TS에는 TS를 다시 인코딩하는 디바이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규격 외 PCR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네트워크 지터는 PCR 패킷의 도착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Cisco DCM은 서비스를 출력에 전달하면 삽입된 PCR 클럭에서 계산된 속도를 사용하여 기본 스트
림 패킷을 버퍼에 전달합니다.수신 서비스에 대한 PCR의 문제로 인해 버퍼 오버플로 또는 언더플
로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버퍼 재설정이 Cisco DCM 보드 로그에 표시됩니다.Cisco DCM은 그
순간 버퍼 재설정을 수행하므로 출력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성(모범 사례)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지침은 안정적인 입력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입력
문제가 표시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 선택

첫 번째 컨피그레이션 결정은 CBR(Constant Bit Rate) 스트림에서 디지터링을 수행할지,
VBR(Variable Bit Rate) 스트림에서 지터링을 수행할지를 결정합니다.

CBR 디지터

CBR-Auto, CBR-Auto Ref를 선택할 때PCR 또는 CBR-Forced PCR de-jittering 모드, 스트림 비트
전송률은 스트림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추정됩니다.즉, 스트림의 비트 전송률이 일정해야 합니다
.CBR 디지터링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작은 PCR 장애가 버퍼 재설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VBR 디지터링

Cisco DCM은 수신 PCR이 Auto, Auto Ref PCR 또는 Forced PCR 모드로 구성된 경우 계속 측정합
니다.수신 스트림이 VBR 스트림인 경우 이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디지터 선택과는 별도로 들어오는 MPTS(Multiple Program Transport Stream)는 항상
CBR 스트림이어야 합니다.

PCR PID(패킷 ID) 선택

Cisco DCM에는 수신 스트림을 디지팅하는 데 사용되는 PCR PID를 선택하는 세 가지 구성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모드

기본 자동 모드에서는 Cisco DCM이 PCR 플래그가 있는 패킷을 포함하는 첫 번째 수신 PID를 찾습
니다.선택한 PID는 스트림이 사라지거나 시간 초과될 때까지 스트림을 더 세부적으로 디지터링하
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에 잘못된 PCR 값이 있는 패킷도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라디오 서비스 병합)

자동 참조 모드:PMT 모드에서 참조됨

권장 설정은 참조 모드입니다.이 경우 DCM은 수신 TS의 PMT(Program Map Table)에서 참조되는



PID를 조회합니다.

강제 모드

일부 PCR의 PID가 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이러한 PID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는
PID를 수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의 단점은 소스 재구성으로 인해 MPTS에서
PID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턴시 설정

서비스를 인코딩, 트랜스코딩 또는 트랜스코딩할 때 원본은 100ms 내에 PCR을 삽입해야 합니다
.PCR 패킷의 삽입은 PCR 반복이라고 합니다.비트 전송률을 계산하려면 DCM에 PCR 창(2 PCR 패
킷)보다 큰 버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CR 불연속성 오류가 발생합니다.Cisco DCM에
서는 110ms의 기본 버퍼가 사용됩니다.네트워크 및 패킷화 지터에 대응하기 위해 10ms가 추가됩
니다.

네트워크가 일부 네트워크 지터를 도입하면 재설정을 피할 수 있는 180ms의 값으로 버퍼를 증가시
켜 패킷 도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성

구성은 보드 설정입니다.보드의 기본 설정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Cisco DCM 경보에 버퍼 재설정이 표시되면 그림 및 오디오 결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설정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데지터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DCM 경보 기록을 사용하여 데지터 버퍼 경보를 식별합니다.이러한 경



보는 수신 멀티캐스트 IP 주소와 스트림이 도착하는 보드/포트를 표시합니다.이 정보는 이 표와 같
이 TS 인덱스(로그에서 정보를 찾는 데 필요)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터 버퍼 재설정 보드 2, 포트 1, TS 232.13.201.23:9900
디지터 버퍼 재설정 보드 2, 포트 1, TS 232.13.201.23:9900

TS 인덱스/TS 클라이언트

위의 정보를 통해 TS 인덱스/TS ID는 status/diagnostics/stream Info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CO(Numerical Controlled Oscilator) 버퍼 재설정

도움말/추적 페이지에 있는 Cisco DCM 추적은 발생한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NCO 및 TS 인덱스/TS IDENT를 재설정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다음은
DCM 버전 16 릴리스에서 수행된 로그에 표시되는 재설정의 두 가지 예입니다.

기가비트 이더넷(GBE) 보드 로그

 Gbe 보드는 버퍼타임이 231674인 TS 인덱스 4의 재설정을 보여줍니다.

Sep 2 01:54:17 board2 DCM_IO[2789]: ** ERR-MIN:

ResetCounter=5;TsIndex=4;BufferTime=231674;NrResets=3896;resetting NCO

Sep 2 01:54:17 board2 DCM_IO[2789]: !! ERR-MIN: 0: virtual bool

CApplicFW_GBE_Dejittering::ResetNCO

Sep 2 01:54:17 board2 DCM_IO[2789]: ** ERR-MIN: Resetting NCO buffers of TS Index 4

MIC(Media Interface Card) 로그



버전 16 DCM의 MIC 카드 또는 10 기가비트 카드에서는 Stream Ident를 사용하여 어떤 스트림에
입력 문제가 발생했는지 표시하고 버퍼 재설정을 발생시켰습니다.

Jun 12 19:38:55 board2 DCM_IO[3568]: !! TRA-INF:MuxCore: StreamIn Ident 462 -> void

MuxCore::CGbeStreamIn::TriggerDejitterBufferResetAlarm

Jun 12 19:38:55 board2 DCM_IO[3568]: ** TRA-INF: Detecting Dejitter Buffer Reset...

PCR 그래프

버전 15 이상이 있는 경우 Cisco DCM에서 데지터 버퍼 레벨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 정
보는 더 긴 기간 동안 들어오는 스트림의 동작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그래프 컨피그레
이션 및 표시는 상태/진단/스트림 정보 페이지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입력 캡처

수신 IP 패킷 및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Cisco TAC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발생하면 전송 스트림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Cisco DCM은 TS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Cisco DCM을 사용하여 TS를 캡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수신 TS에서 TS 캡처를 선택하거나 도움말/유지 관리로 이동합니다.



2. 이것으로 캡처를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캡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캡처 기능을 사용하면 문
제가 발생하면 자동 중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드 추적에 로그인한 데이터를 사용
해야 합니다.이 이미지와 같이 Board2 추적에서 NCO 재설정 로그가 발생할 때 캡처가 중지됩니다.

3. 캡처가 중지되면 Capture Settings Overview(캡처 설정 개요) 옵션 아래의 Folder(폴더) 아이콘을
눌러 로컬 PC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AC 지원

Cisco TAC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요청을 연 후 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DCM의 전체 로그●

들어오는 전송 스트림의 TS 인덱스●

사용 가능한 경우 PCR 그래프●

문제가 확인되면 IP 입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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