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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S5800 및 AS5400용 포트 어댑터, 다중 채널 T3(Cisco 7200 및 Cisco 7500 플랫폼)
및 Channelized T3 트렁크 카드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트 어댑터 및 다중 채널 T3 개요

이 섹션에서는 Cisco 7200 및 Cisco 7500 Series에서 사용되는 포트 어댑터 및 PA-MC-T3(Multi-
Channel T3)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트 어댑터 개요

PA-MC-T3는 BNC 커넥터를 사용하여 하나의 T3 인터페이스 연결을 제공하는 단일 너비 포트 어댑
터입니다.(그림 1 참조) 인터페이스는 최대 28개의 T1 라인(단일 T3 그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T1 행은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직렬 인터페이스로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그림 1 - PA-MC-T3 - 면판 보기



다중 채널 T3 개요

PA-MC-T3 링크는 28개의 독립적인 T1 데이터 라인으로 변경됩니다.각 T1 라인은 데이터의 직렬
전송을 위해 채널 해제되거나 채널화될 수 있습니다.

각 T1 행은 전체 T1 대역폭, T1 대역폭의 일부 또는 T1 대역폭을 데이터 전송에 채널화된 형태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각 T1 라인의 가용 대역폭은 n x 56kbps 또는 n x 64 kbps입니다. 여기서 n은 시간
슬롯 1~24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Channelized T1은 T1 라인당 최대 24개의 시간 슬롯(56kbps/64kbps)을 허용합니다.T1 대역폭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T1 속도가 완전히 빠르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유휴 채널 데이터로 채
워져 있습니다.여러 T1 라인의 집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PA-MC-T3는 최대 128개의 논리적 채널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PA-MC-T3의 T1 라인은 다른 Cisco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기존의 0 기반 체계(0~27)가 아닌
1~28의 번호로 지정됩니다.이는 Channelized(다중 채널) T3 장비 내의 T1 라인에 대한 텔코 번호
지정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PA-MC-T3의 T3 섹션은 유지 보수 데이터 링크 채널(c-비트 패리티가 사용되는 경우)과 페이로드
및 네트워크 루프백을 지원합니다.PA-MC-T3의 T1 섹션은 ESF(Extended Superframe) 프레이밍의
FDL(Facilities Data Link) 및 다양한 루프백을 지원합니다.각 T1 행에서 BERT(Bit Error Rate
Testing)가 지원됩니다.BERT는 일반적으로 프레임되지 않은 T1 신호를 통해 수행됩니다.

PA-MC-T3는 각 T1 링크를 통해 Cisco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Frame Relay, PPP 및
SMDS DXI(Data Exchange Interface) 캡슐화를 지원합니다.SMDS(Switched Multabit Data
Service)의 경우에만 DXI가 T1 회선에서 전송되므로 직접 DXI 입력이 있는 SMDS 스위치에 연결해
야 합니다.

PA-MC-T3의 물리적 T3 링크는 수신(RX)용 두 개의 여성 BNC 커넥터, 전송(TX)용 한 개로 구성됩
니다. PA-MC-T3 인터페이스를 외부 T3 장비와 연결하려면 75-ohm RG-59 동축 인터페이스 케이블
을 남성 BNC 커넥터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케이블 정보는 개요의 케이블, 커넥터 및 핀아웃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PA-MC-T3 포트 어댑터 설치 및 구성 문서.)

28개의 T1 라인 중 하나를 채널화된 T1 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T1 라인의 시간 슬롯
을 여러 개의 개별 논리적 채널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캡슐화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각 논리적 채널 그룹은 56kbps 또는 64kbps의 개별 시간 슬롯 또는 개별 시간 슬롯과 시간 슬롯 범
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채널 그룹은 시간 슬롯 1, 9 및 12-14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논리 채널 그룹은 최대 1~24개의 시간 슬롯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시간 슬롯을 둘 이
상의 논리 채널 그룹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하지 않는 모든 시간 슬롯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휴 채널 데이터로 채워집니다.

각 T1 라인에는 온보드 T1 비트 BERT(Error Rate Test)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를 통해 포트
어댑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패턴을 보내고 탐지할 수 있으며, T1 라인 또는 28개의 T1
라인 모두에서 BERT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PA-MC-T3 구성

//www.cisco.com/en/US/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multichannel_serial/pa-mc-t3_install_config/2695over.html
//www.cisco.com/en/US/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multichannel_serial/pa-mc-t3_install_config/2695over.html#wp1024857
//www.cisco.com/en/US/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multichannel_serial/pa-mc-t3_install_config/2695over.html
//www.cisco.com/en/US/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multichannel_serial/pa-mc-t3_install_config/2695over.html
//www.cisco.com/en/US/docs/interfaces_modules/port_adapters/install_upgrade/multichannel_serial/pa-mc-t3_install_config/2695over.html


새 PA-MC-T3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활성화된 LED가 켜짐) 확인한 후 특권 레벨 configure 명령
을 사용하여 새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다음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새 인터페이스에서 라우팅하려는 프로토콜입니다.●

IP 주소 - IP 라우팅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용하려는 프로토콜 브리징●

새 PA-MC-T3를 설치했거나 기존 T3 링크의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 인터페이스를 구
성하려면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시작해야 합니다.이전에 구성한 PA-MC-T3을 교체한 경우 시스템은
새 T3 링크를 인식하여 기존 컨피그레이션에 표시합니다.

참고: "/" 기호는 명령에서 물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호는 명령에서 물리적 포트
내에서 시간 다중화 분할 영역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 1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T3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표 1 - T3 명령
목적 명령 예 추가 정보

T3 컨트롤
러 선택

컨트롤
러 t3
슬롯
/포트
어댑터
/포트

이 예에서는 포트 어댑
터 슬롯 1에 있는 Cisco
7200 Series 라우터의
포트 어댑터를 보여줍
니다.
Router# controller t3

1/0

다른 T3 컨
피그레이션
명령보다
먼저 이 명
령을 입력
해야 합니
다.

T3 컨트롤
러의 프레
이밍 유형
설정

프레이
밍 [c비
트] |
m23 |
자동
검색]

이 예에서는 c-bit 프레
이밍을 설정합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framing c-bit

이 예에서는 m23 프레
이밍을 설정합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framing m23

PA-MC-
T3에 요청
하여 먼 끝
에서 받아
야 하는 프
레이밍 유
형을 다음
과 같이 탐
지할 수 있
습니다.
router(conf

ig-

controller)

#

framing

auto-detect

케이블 길
이 지정1

카블렐
링스
피트

Router(config-

controller)#

cablelength 40

케이블 길이가 40으로
지정되었으므로 0-49
범위가 사용됩니다.케
이블 길이를 45로 변경
하면 0-49 범위가 계속
적용됩니다.또한 케이
블 길이를 100으로 지
정한 다음 200으로 변

피트는 0에
서 450 사이
의 숫자입
니다. 기본
값은 49피
트입니다.



경하면 각 경우에 50-
450 범위가 적용됩니
다.따라서 이러한 변화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한 범위(0-
49)에서 다른 범위(50-
450)로 이동하는 것에
만 효과가 있습니다.입
력한 실제 케이블 길이
번호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저장됩니다.

T3 컨트롤
러의 클럭
소스 설정

시계
소스
{내부 |
줄}

이 예에서는 인터페이
스 프로세서 슬롯 1의
VIP에 있는 PA-MC-
T3에서 라인 클럭 소스
를 사용하도록 지시합
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0

Router(config-

controller)#

clock source line

이 예에서는 Cisco
7200 Series 라우터의
PA-MC-T3에서 내부
클럭 소스를 사용하도
록 지시합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

Router(config-

controller)#

clock source line

-

1 사용자 지정 T3 케이블 길이는 다음과 같이 범위로 구성됩니다.0-49 및 50-450. 이러한 범위 중 하
나에 해당하는 케이블 길이 값을 입력하면 해당 값이 적용되는 범위가 사용됩니다.

T1 라인 구성

다음과 같은 두 컨트롤러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하여 T1 줄에 논리적 채널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채널화된 컨피그레이션에 적합합니다.

t1 t1-line-number channel-group channel-group-number timeslots list-of-timeslots [속도 {56 |
64}]위치:t1-line-number는 1~28입니다(모든 28개의 T1 라인에는 둘 이상의 논리적 채널 그룹
이 있을 수 있음).channel-group은 논리적 채널 그룹을 채널화된 T1 회선으로 정의합니다(T1
회선 1~28은 채널화할 수 있음).channel-group-number는 0~23입니다.timeslots 목록은
1~24일 수도 있고 1에서 24 사이의 하위 범위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각 하위 범위는
T1 라인을 구성하는 시간 슬롯 목록입니다).속도{56 | 64}는 56kbps 또는 64kbps로 시간 슬롯
의 속도를 지정하는 선택적 인수입니다.표 4는 T1 라인 1의 논리적 채널 그룹 20의 컨피그레
이션을 보여줍니다. 채널화된 시간 슬롯 1에서 5, 20에서 23으로 지정합니다.다음과 같이 채널
화된 컨피그레이션에 적합한 controller 명령을 사용하여 T1 라인(또는 T1 라인)에서 논리적 채
널 그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no t1 t1-line-number channel-group channel-group-number위치:t1-line-number는 1~28입니2.



다.channel-group-number는 0~23입니다.
표 2는 채널화된 T1 라인 1에서 논리적 채널 그룹 10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표 2 - Channelized T1 라인 1에서 논리적 채널 그룹 10을 제거하는 명령
목적 명령 예 추가 정보

T1 행에 논리
채널 그룹 생
성

t1 t1-
line-
numbe
r
chann
el-
group
chann
el-
group-
numbe
r

이 예는 슬롯 1의 포
트 어댑터에 있는 인
터페이스 0에 대한
것입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

Router(config-

controller)#

1 1 channel-group 20

timeslots 1-5, 20-23

-

T1 행에서 채
널 그룹 제거

no t1
t1-line-
numbe
r
chann
el-
group
chann
el-
group-
numbe
r

이 예는 슬롯 1의 포
트 어댑터에 있는 인
터페이스 0에 대한
것입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

Router(config-

controller)#

no t1 1 channel-

group 10

-

T1 줄에 프레
이밍 형식 설
정

t1 t1-
line-
numbe
r 프레
이밍
{esf |
sf}

이 예에서는 T1 라인
6에 대한
SF(Superframe) 프
레이밍을 설정합니
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

Router(config-

controller)#

t1 6 framing sf

기본 프레
이밍 형식
은
ESF(Exten
ded
Superfram
e)입니다.

감지 또는 노
란색 경보 생
성 켜기/끄기

[no] t1
t1-line-
numbe
r
yellow
{detect
ion | 생
성}

이 예에서는 T1 라인
번호 6에서 노란색
알람의 탐지를 끕니
다.
Router (config-

controller)#

no t1 6 yellow

detection

SF 프레이
밍을 선택
할 때 노란
색 경보가
SF 프레이
밍으로 잘
못 탐지될
수 있으므
로 노란색
경보 탐지
를 끄는 것
이 좋습니
다.



T1 행 16의
ESF 프레이밍
형식 설정

t1 16
프레이
밍 esf

이 예에서는 T1 행
16에 대한 ESF 프레
이밍 형식을 설정합
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

Router(config-

controller)#

t1 16 framing esf

-

T1 회선에 내
부 클럭 소스
설정

t1 t1-
line-
numbe
r 클럭
소스
{intern
al | 줄}

이 예에서는 인터페
이스 프로세서 슬롯
1의 VIP에서 내부 클
럭 소스를 사용하도
록 T1 라인 1을 구성
합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0

Router(config-

controller) #

t1 1 clock source

internal

t1-line-
number는
1~28입니
다. 기본 클
럭 소스는
internal입
니다.테스
트용으로
내부 잠금
을 사용하
도록 클럭
소스를 설
정할 수 있
습니다.T1
회로의 한
쪽 끝은 클
럭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T1 회선에서
회선 클럭 소
스 설정

t1 t1-
line-
numbe
r 클럭
소스
{intern
al | 줄}

이 예에서는 인터페
이스 프로세서 슬롯
1의 VIP에서 라인 클
럭 소스를 사용하여
T1 라인 16을 구성합
니다.
Router(config)#

controller t3 1/0/0

Router(config-

controller)#

t1 16 clock source

line

-

참고: T1 라인이 구성되면 Cisco IOS® Software에 직렬 인터페이스로 표시됩니다.따라서 직렬 인
터페이스에 대한 모든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명령이 T1 라인에 적
용되는 것은 아닙니다.PPP, HDLC, SMDS 및 프레임 릴레이와 같은 모든 캡슐화 형식은 구성된 T1
라인에 적용됩니다.직렬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사용하여 캡슐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렬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스위칭 유형(최적 스위칭 포함)은 구성된 T1 라인에도 적
용됩니다.

T3 컨피그레이션 확인

이 섹션에서는 T3 구성에 대한 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Router# show controllers t3 1/0/0/1



T3 1/0/0 is up.

CT3 H/W Version : 3, CT3 ROM Version : 0.79, CT3 F/W Version : 0.29.0

T3 1/0/0 T1 1

No alarms detected.

Clock Source is internal.

BERT test result (running)

   Test Pattern : 2^11, Status : Sync, Sync Detected : 1

   Interval : 5 minute(s), Time Remain : 5 minute(s)

   Bit Errors(Since BERT Started): 6 bits,

   Bits Received(Since BERT start): 8113 Kbits

   Bit Errors(Since last sync): 6 bits

   Bits Received(Since last sync): 8113 Kbits

7200-1#show controller t3

T3 1/0 is up.  Hardware is CT3 single wide port adapter

  CT3 H/W Version : 1.0.1, CT3 ROM Version : 1.1, CT3 F/W Version : 2.4.0

  FREEDM version: 1, reset 0 resurrect 0

  Applique type is Channelized T3

  Receiver has loss of signal.

  MDL transmission is disabled

  FEAC code received: No code is being received

  Framing is M23, Line Code is B3ZS, Clock Source is Line

  Rx throttle total 0, equipment customer loopback

  Data in current interval (0 seconds elapsed):

     0 Line Code Violations, 0 P-bit Coding Violation

     0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0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0 C-bit Errored Secs, 0 C-bit Severely Errored Secs

표 3은 show controllers t3 명령의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3 - show controllers t3 명령의 필드
필드 설명

T3
1/4/0이 작
동 중입니
다.

이는 셸프 1, 슬롯 4, 포트 0의 이 Cisco
AS5800 액세스 서버에 연결된 T3 컨트롤러가
작동함을 의미합니다.컨트롤러의 상태는 작동,
작동 중지 또는 관리적으로 작동 중지될 수 있
습니다.루프백 조건은 Locally Looped 또는
Remotely Looped로 표시됩니다.

Applique
유형은 ... 컨트롤러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탐지된 경
보 없음

컨트롤러에서 탐지된 모든 경보는 여기에 표시
됩니다.가능한 경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신기가 원격 경보를 전송합니다.●

송신기가 AIS(경보 표시 신호)를 전송합니
다.

●

수신기에 신호가 손실되었습니다(LOS).●

수신자가 AIS를 가져옵니다.●

수신기에 프레임(LOF)이 없습니다.●

수신기에 원격 경보가 있습니다.●

수신기에 경보가 없습니다.●

MDL 전송
...

MDL(Maintenance Data Link) 상태(활성화되
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음)는 여기에 표시됩니
다.이 기능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엔드 T3 유닛
을 향해 성능 정보 및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T1 링크의 FDL(Facility Data
Link)의 상대방입니다.

FAC 코드
를 받았습
니다.

이는 원엔드 경보 코드 요청을 수신하는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가능한 값 목록은 다음과 같
습니다.

T3 견적실패(SA).●

T3 LOS/HBER.●

T3 발신.●

T3 AIS가 수신되었습니다.●

T3 유휴 상태 수신●

T3 견적실패(NSA).●

공통 견적실패(NSA).●

다중 T1/DS1 LOS/HBER.●

T1/DS1 요구 사항실패.●

단일 T1/DS1 LOS/HBER.●

T1/DS1 NSA(Eqts Failure).●

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레이밍
은 ...

이는 표준 T3 프레이밍 유형(M23, C-비트 또
는 자동 탐지)을 나타냅니다.

라인 코드
는 ...

이는 표준 T3 라인 코딩 형식을 나타냅니다.이
예에서 라인 코딩 형식은 조울증 3-0 대체
(B3ZS)입니다.

클럭 소스
: ...

그러면 동기화 신호(시계)의 소스가 표시됩니
다. 이는 회선 또는 내부일 수 있습니다.이 예
에서는 회선이 시계 신호를 제공합니다.

현재 간격
의 데이터
...

현재 간격 900초(15분)의 T3 신호 품질에 대한
요약 통계를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 통계는 현
재 부분 간격에 대한 것입니다.통계는 15분마
다 24시간 누적 버퍼로 롤업됩니다.가장 오래
된 15분 기간은 24시간 누적 버퍼의 뒤쪽에서
떨어집니다.

라인 코드
위반

이렇게 하면 누적 기간 동안 발생하는
BPV(Multilayer Violations) 및 EXZ(Explicer
Zeros)의 카운트가 모두 제공됩니다.EXZ는 0
문자열의 길이에 관계없이 LCV(Line Code
Violations)를 1씩 증가시킵니다.

P 비트 코
딩 위반

P-비트 패리티 오류 이벤트가 발생함을 표시합
니다.P 비트 패리티 오류 이벤트는 T3 M 프레
임에서 수신한 P 비트 코드가 해당 로컬로 계
산된 코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이를
PCV라고 합니다.

C 비트 코
딩 위반

이는 C-bits를 통해 보고된 코딩 위반 수를 나
타냅니다.C 비트 패리티의 경우 누적 간격 동
안 발생하는 CP 비트 패리티 오류의 개수입니
다.이를 CCV라고 합니다.

P 비트 오
류 초

하나 이상의 PCV, 하나 이상의 Out-of-Frame
결함 또는 탐지된 수신 AIS의 시간(초)을 표시
합니다.UAS(Unavailable Seconds)가 계산되
면 이 게이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P-비트 심
각한 오류
초

이는 44개 이상의 PCV, 하나 이상의 Out-of-
Frame 결함 또는 탐지된 수신 AIS의 시간(초
)을 표시합니다.사용할 수 없는 초가 계산되면
이 게이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오
류 프레이
밍 초

하나 이상의 Out-of-Frame 결함 또는 탐지된
수신 AIS가 있는 시간(초)을 나타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초

이 간격 동안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시간(초)을 표시합니다.이를 UAS라고 합니다.

라인 오류
초

하나 이상의 코드 위반 또는 하나 이상의 LOS
결함 동안 이 간격의 시간(초)을 표시합니다.

C 비트 오
류 초

이는 하나 이상의 CCV(C-bit Code Violations),
하나 이상의 Out-of-Frame 결함 또는 탐지된
수신 AIS가 있는 시간(초)을 나타냅니다
.UAS가 계산될 때 이 게이지는 증가하지 않습
니다.이를 CES라고 합니다.

C-비트 극
심 오류
초

이는 44개 이상의 CCV, 하나 이상의 프레임
외부 결함 또는 탐지된 수신 AIS가 있는 시간
(초)을 나타냅니다.UAS가 계산될 때 이 게이지
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총 데이터
(마지막 ...
15분 간격
)

이렇게 하면 15분 간격으로 T3 신호 품질에 대
한 요약 통계가 제공됩니다.이 데이터 블록의
카운터는 24시간마다 지워집니다(96개 간격).

Cisco AS5800/AS5850의 CT3 트렁크 카드 개요

이 섹션에서는 CT3(Channelized T3) 트렁크 카드에 대한 정보와 Cisco 5814 다이얼 셸프 섀시에서
CT3 트렁크 카드를 분리하고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AS5800 범용 액세스 서버는 CT3 인그레스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채널화된 인터
페이스의 비동기 집선 및 단일 T3 기능에서의 멀티플렉싱을 제공합니다.CT3 트렁크 카드는 슬롯
0에서 슬롯 5까지의 Cisco 5814 다이얼 셸프 섀시에 설치됩니다. Cisco AS5800은 현재 두 개의
CT3 트렁크 카드를 지원합니다.

CT3 트렁크 카드에는 온보드 M13 멀티플렉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28개의 개별 T1 회선을
단일 T3 회선으로 멀티플렉싱합니다.Cisco 5814 다이얼 셸프에 설치된 각 CT3 트렁크 카드에는 링
크 신호 및 수신 디지털 통화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2는 CT3 트렁크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림 2 - CT3 트렁크 카드



각 CT3 트렁크 카드:

최대 672개의 세션에 대해 물리적 종료를 제공합니다.●

온보드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최대 256개의 DS0 연결(통
화)에 대한 디지털 종료를 제공합니다.참고: PRI의 D 채널은 HDLC 컨트롤러의 단일 채널을 사
용합니다.

●

프레이밍 및 포함된 시그널링 비트를 제거하고(또는 흐름의 방향에 따라 삽입됨) 통화를 데멀
티플렉싱합니다.프레임 CPU는 데이터 스트림을 TDM(Onboard Time-Division Multiplexing) 리
소스로 전송하여 각 통화를 분리하고 각 통화를 적절한 통화 종료 리소스로 전달합니다.HDLC
컨트롤러의 CT3 트렁크 카드 상에서 디지털 또는 ISDN 발신 통화가 종료됩니다.참고: 각 D 채
널은 HDLC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참고: 아날로그 모뎀에서 시작된 통화는 다이얼 셸프 백플
레인 TDM 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뎀 리소스로 전달됩니다.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모뎀 및
HDLC 리소스 관리를 제어합니다.

●

시간에 민감한 신호 처리에 응답합니다.각 CT3 트렁크 카드는 28개 포트 중 2개에서 2개의 시
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클럭에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소프트웨어에서 할당한 기본
값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

성능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 계산 처리●

시스템이 작동 중인 동안 Cisco 5814 다이얼 셸프에서 트렁크 카드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인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을 지원하지만 다른 카드 및 관련 통화에 대해서는 중
단시키지 않습니다.시스템이 작동 중인 동안 트렁크 카드를 제거하면 해당 카드의 CT3 회선과
연결된 모든 통화가 삭제됩니다.그러나 다른 트렁크 또는 모뎀 카드에서 처리하는 통화는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카드 제거 및 삽입 문서의 온라인 삽입 및 제거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

//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as5800/software/configuration/guide/rem_ins.html
//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as5800/software/configuration/guide/rem_ins.html#38639


그림 3은 완전히 구성된 Cisco 5814 다이얼 셸프 섀시에 설치된 두 개의 트렁크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림 3 - 트렁크 카드가 설치된 Cisco 5814 Dial Shelf 섀시

클록

모든 Cisco AS5800 액세스 서버 트렁크 카드는 동일한 전송 시계를 사용합니다.이 클럭은 다음 소
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DM 클럭 소스 — 여러 클럭 소스가 사용될 때 클럭 소스에 적용되는 1~50의 우선순위 값입니
다.

●

외부 클럭 소스—액세스 서버 외부의 클록 소스.●

클럭은 슬롯 번호(슬롯 0~5)로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가장 높은 우선 순위 클럭은 슬롯 0의 카드
에서 선택되며 기본 클럭으로 사용됩니다.이 클럭이 실패하면 슬롯 1에 있는 카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클럭이 기본 클럭이 됩니다.

그런 다음 트렁크 카드가 시계를 다이얼 셸프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다이얼 셸프 컨트롤러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클록을 시스템 기본 클럭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클럭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백업
대기열에 유지됩니다.

시계 선택에 기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시계를 지정하고 트렁크
카드당 최대 2개의 시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카드에 클럭이 두 개 미만이고 다른 모든 구성된 클럭이 실패할 경우, 클럭 선택은 해당 카드
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전환되고 두 번째 클럭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CT3 클로킹

CT3 트렁크 카드는 일반적으로 DACS(Digital Access and Crossconnect System) 또는 ADM(Add-
Drop Multiplexer)과 같은 외부 디바이스에 연결됩니다. 이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를 사용하려면
CT3 링크가 시간 초과되는 단일 클럭 소스가 필요합니다.CT3 트렁크 카드 또는 외부 장치를 기본
클록 소스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 중에 적절하게 구성해
야 합니다.

CT1 클로킹

CT3 트렁크 카드에는 항상 라인에서 시계를 가져오는 28개의 T1 프레임이 있습니다.따라서 T1 클
럭 소스의 구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LED 및 영숫자 표시기

CT3 트렁크 카드 전면 패널은 트렁크 카드 상태를 나타내는 LED 및 영숫자 디스플레이로 설계되었
습니다(그림 4 참조).

그림 4 - CT3 트렁크 카드 전면 패널 LED 및 영숫자 표시기

표 4에는 CT3 트렁크 카드 LED와 그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표 4 - CT3 트렁크 카드 LED 및 그 기능
LED 색 설명

PWR 녹색 Power(전원) -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켜집니
다.

유지
보수

노란
색

Maintenance(유지 관리) - 기능 카드가
OIR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HCP
U 녹색

Host CPU(호스트 CPU) - 연결된 호스트
CPU가 정상 작동 상태로 확인된 경우 켜집
니다.오류 조건 또는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FCP
U 녹색

프레이밍 데이터 링크 - 연결된 FDL CPU가
정상 작동 상태로 확인될 때, 오류 조건이 있
거나 코드가 다운로드될 때 꺼집니다.

LAL
M

노란
색

Local alarm(로컬 경보) - 특정 포트에 대한
소프트웨어에서 T1 경보 조건을 발견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입니다.작동 조건이 정상일
때 OFF로 유지됩니다.

RAL
M

노란
색

Remote alarm(원격 경보) - 특정 포트에 대
한 소프트웨어에서 T1 경보 상태를 발견했
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입니다.작동 조건이
정상일 때 OFF로 유지됩니다.

NLO
OP

노란
색

네트워크 루프 - 하나 이상의 T1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상태 표시기)입
니다. 작동 조건이 정상일 때 OFF로 유지됩
니다.

T3E
N

녹색1
Enable(활성화) - 정상 작동을 활성화하는
CT3 카드 회선 연결을 나타내는 표시등입니
다.

T3L
OOP2

노란
색 3

루프백 - 루프백 조건이 CT3 라인에 있고 소
프트웨어가 제어됨을 나타내는 표시등입니
다.

로스 노란
색 3

Loss-of-signal - CT3 프레임에서 신호가 손
실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175개의 연속
된 영)입니다.

AIS 노란
색 3

Alarm indication signal(경보 표시 신호) - 수
신된 CT3 라인에 AIS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
시등입니다.T3 경보 상태가 있음을 나타내
는 표시등이며, 작동 조건이 정상일 때
OFF로 유지됩니다.

FER
F

노란
색 3

Far-end receive failure(원엔드 수신 실패) -
CT3 라인에서 원엔드 수신 장애를 나타내는
표시등입니다.

OOF 노란
색 3

Out-of-frame - CT3 라인에서 프레임 초과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입니다.

1 적절한 CT3 작동을 위해서는 이 LED가 켜져야 합니다.2
루프백 모드에서는 진단을 통해 외부 지원 없이 로컬 CT3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CT3 라인은 이 조건의 영향
을 받지 않으므로 연결이 끊기고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3 CT3 작동을 위해 이 LED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트렁크 카드 커넥터

CT3 전면 패널은 두 가지 유형의 케이블 커넥터로 설계되었습니다(그림 5 참조). BNC 커넥터는 T3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밴탐 잭은 DS1 수준에 대한 로컬 BERT 회로 테
스트에 사용됩니다.

그림 5 - CT3 트렁크 카드 전면 패널 커넥터

케이블

CT3 트렁크 카드는 공통 BNC 동축 케이블 커넥터(그림 6 참조)를 사용하여 75ohm 케이블을 통해
45Mbps 신호를 수신하고 전송합니다.두 개의 여성 BNC 커넥터가 있습니다.

T3 전송 데이터용 1개●

T3용 하나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그림 6 - CT3 75-Ohm 동축 케이블

AS5350/AS5400의 CT3 트렁크 카드 개요

CT3 카드의 설치 및 구성 절차는 AS5350 및 AS5400과 동일합니다.

이 섹션의 그림은 AS5350 및 AS5400의 슬롯 번호 지정 및 설치를 보여줍니다.



그림 7 - Cisco AS5350 섀시의 슬롯 번호 매기기

그림 8 - AS5350, T3 DFC의 경우(AS535-DFC-CT3)

그림 9 - Cisco AS5350에 T3 DFC 설치

그림 10 - Cisco AS5400 섀시의 슬롯 번호 매기기



그림 11 - Cisco AS5400에 T3 DFC 설치

AS5350 또는 AS5400에 대해 특권 EXEC 모드에서 show chassis 명령을 입력하여 CT3-DFC가 있
는 슬롯을 확인합니다.T3 라인 또는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동안 해당 슬롯 번호를 사용합니다.

AS5350# show chassis slot

Slot 1:

DFC type is AS5350 Empty DFC

DFC is not powered

OIR events:

        Number of insertions = 0, Number of removals = 0

Slot 2:

DFC type is AS5350 CT3 DFC

OIR events:

        Number of insertions = 0, Number of removals = 0

DFC State is DFC_S_OPERATIONAL

Slot 3:

DFC type is AS5350 Empty DFC

DFC is not powered

OIR events:

        Number of insertions = 0, Number of removals = 0

AS5400용 AS54-DFC-CT3 트렁크 카드 및 AS5350용 AS535-DFC-CT3 트렁크 카드는 데이터의 직
렬 전송을 위해 28개의 개별 T1 채널(T3에 번들로 제공)을 제공합니다.CT3 링크는 C-Bit 패리티 모
드의 유지 보수 데이터 링크 채널 및 페이로드 및 네트워크 루프백도 지원합니다.CT3 링크에 멀티
플렉싱된 T1은 ESF(Extended Super Frame) 프레이밍에서 FDL(Facilities Data Link)을 지원합니다
.

컨트롤러 번호 지정

CT3 컨트롤러 번호 지정 규칙은 CLI 명령의 dfc-slot/port입니다.트렁크 카드 슬롯 번호 지정은 마더
보드에서 시작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동합니다.슬롯 0은 마더보드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카드 슬롯은 1부터 7까지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포트 번호 값은 항상 0입니다.

CT3에서 CT1 컨트롤러 번호 지정 규칙은 CLI 명령에서 dfc-slot/port:channel입니다.포트 번호 지정
값의 범위는 1~28입니다.



명령 목적

1단계 AS5400> 비밀번호 사
용:암호 AS5400#

enable 모드를 시작합
니다.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프롬프트가
AS5350# 또는 AS5400#으
로 변경되면 활성화 모
드 .

2단계
AS5400# 터미널 구성  
   .CNTL/Z 

.AS5400(config)#

전역 구성 모드를 시작
합니다.프롬프트가
AS5350(config)# 또
AS5400(config)# 변경되
면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 .

3단계
AS5400(config)# 컨트
롤러 t3 1/0
AS5400(config-

controller)#

컨트롤러 구성 모드를
시작하여 슬롯 1 포트
0에 대한 T3 컨트롤러
를 구성합니다. 슬롯
값의 범위는 1~7입니
다. 포트 번호는 항상
0입니다.

4단계
AS5400(config-

controller)# 프레이
밍 c 비트

텔코의 프레이밍 유형
을 입력합니다.c-bit 또
는 m23.

5단계
AS5400(config-

controller)# 클럭 소
스 라인

클럭 소스를 입력합니
다.내부 또는 라인.

6단계
AS5400(config-

controller)# 케이블
레른스 450

케이블링 시작:값의 범
위는 0~450피트입니
다.

7단계

AS5400(config-

controller) # t1 1-28
컨트롤러 또는
AS5400(config-

controller)# t1 1-
10,15-20,23 컨트롤
러

T1 컨트롤러를 구성합
니다.범위는 1~28입니
다. 이 경우 28개의
T1이 한 번에 구성됩니
다.지정된 T1 컨트롤러
를 생략하고 다른 컨트
롤러를 프로비저닝합
니다.이 경우 T1 컨트
롤러 11-14, 21, 22 및
24-28은 프로비저닝되
지 않습니다.
참고: 이 CLI 명령은 역
에서만 호환됩니다.

8단계
AS5400(config-

controller)# Ctrl-Z
AS5400#

활성화 모드로 돌아갑
니다.

컨트롤러 확인

컨트롤러가 작동 중이고 경보가 보고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controller 명령을 입력하고 컨
트롤러 유형, 슬롯 및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AS5400# show controller t3 1/0

T3 1/0 is down.

  Applique type is Channelized T3

  Transmitter is sending remote alarm.

  Receiver has loss of signal.

  FEAC code received: No code is being received

  Framing is M23, Line Code is B3ZS, Clock Source is Line

  Data in current interval (330 seconds elapsed):

     0 Line Code Violations, 0 P-bit Coding Violation

     0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0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0 C-bit Errored Secs, 0 C-bit Severely Errored Secs

  Total Data (last 24 hours)

     9944 Line Code Violations, 0 P-bit Coding Violation,

     0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86400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0 C-bit Errored Secs, 0 C-bit Severely Errored Secs

개별 T1 라인을 구성하려면 T1 라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포트 사용

CT3 트렁크 카드 전면 패널은 트렁크 카드 상태 및 포트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숫자 디
스플레이로 설계되었습니다(그림 4 참조).

테스트 포트 기능은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6)T 이상 버전에서 지원됩니다.

테스트 포트 개요:트렁크 카드 밴탐 잭

테스트 포트는 CT3 전면 패널 아래쪽에 있는 밴탐 잭 커넥터 집합입니다(그림 5 참조).

밴탐 잭을 사용하면 외부 테스트 디바이스(예: FIREBERD 테스트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드롭 및 삽
입 모드에서 28개의 개별 T1 회로를 테스트하거나 모니터 모드에서 개별 T1 회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및 삽입 모드에서는 T1 라인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드롭 및 삽입 모드에서 푸시 버
튼이 실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test trunk drop-insert privileged EXEC 명령을 사용하여
지정된 T3 컨트롤러에서 삭제 및 삽입 모드를 비활성화합니다.

●

모니터 모드에서는 T1 라인의 인그레스 면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모니터링 중인 T1 회선은
중단되지 않으며 TDM을 통해 HDLC 및 모뎀 연결을 유지합니다.

●

Drop-and-Insert 모드

test trunk drop-insert privileged EXEC 명령은 T3 컨트롤러에서 drop-and-insert 모드를 활성화 또
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시스템이 처음 부팅되면 모든 T3 컨트롤러에서 드롭 및 삽입 모드
가 비활성화됩니다.

특정 T1 행을 테스트 포트에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특별 권한 EXEC 명령에 test trunk drop-insert를 입력하여 drop-and-insert 모드를 활성화합니
다.
AS5800# test trunk drop-insert on shelf/slot/unit

참고: 셸프/슬롯/유닛은 CT3 컨트롤러에 대한 T1을 식별합니다.

1.

LED 아래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 포트 번호로 전환합니다.푸시 버튼은 그림 4에서
"MONITOR #(모니터 번호)"로 표시됩니다.참고: 포트 번호(1~28)를 통과하려면 2초 이내에 푸
시 버튼을 해제해야 합니다. 포트 28이 지나면 디스플레이가 포트 1로 돌아갑니다.

2.

푸시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앞 패널 LED에 "D"(드롭 삽입 표시)가 표시되어 특정
T1 라인이 테스트 포트로 드롭되었음을 나타냅니다.참고: 다른 포트 번호를 선택하려면 푸시
버튼을 다시 누르고 2초 이상 기다립니다.이제 다른 포트 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T1 행을 테스트한 후 삭제 및 삽입 모드를 비활성화합니다.CT3 보드에서 푸시 버튼을 실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드롭 및 삽입 모드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drop-and-insert 모
드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test trunk drop-insert off privileged EXEC 명령을 입력합니
다.
AS5800# test trunk drop-insert off shelf/slot/unit

4.

모니터 모드

모니터 모드에서 개별 T1 회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포트에서 특정 T1 회선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T3 컨트롤러에서 Drop-and-insert 모드가 비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렇게 하려면 다음
과 같이 show 명령을 입력합니다.
AS5800# show controller t3 shelf/slot/unit

다음은 show controller t3 명령의 샘플 출력입니다. drop-and-insert 모드가 비활성화된 경우
AS5800# show controller t3 1/1/0

T3 1/1/0 is up.

Applique type is Channelized T3

No alarms detected.

FEAC code received: No code is being received

Framing is M23, Line Code B3ZS, Clock Source is Internal

Drop-insert is disabled

Data in current interval (90 seconds elapsed):

0 Line Code Violations, 0 P-bit Coding Violation

0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0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0 C-bit Errored Secs, 0 C-bit Severely Errored Secs

AS5800#

참고: 디스플레이에 drop-insert가 활성화된 경우 Drop-and-Insert Mode(드롭 및 삽입 모드) 절
차의 4단계를 반복합니다.

1.

LED 아래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 포트 번호로 전환합니다.푸시 버튼은 그림 4에서
"MONITOR #(모니터 번호)"로 표시됩니다.참고: 포트 번호(1~28)를 통과하려면 2초 이내에 푸
시 버튼을 해제해야 합니다. 포트 28이 지나면 디스플레이가 포트 1로 돌아갑니다.

2.

푸시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문자 "M"(모니터 표시)이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이는 테스트 포트에서 특정 T1 회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참고: 다른 포
트 번호를 선택하려면 푸시 버튼을 다시 누르고 2초 이상 있습니다.이제 다른 포트 번호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3.



사양

표 5에는 CT3 트렁크 카드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표 5 - CT3 트렁크 카드 사양
설명 사양

크기 H x W x
L

15.4 x 0.08 x 18.7인치(39.12 x 0.203 x
47.5cm), 캐리어 15.5 x 1.23 x 19인치 제외
(39.37 x 3.12 x 48.26cm) 캐리어 포함

무게 3.6kg(8파운드)
전송 비트 전
송률 44,736Mbps

MTBF1 5만 시간을 초과합니다.
전력 요구 사
항 +3.3VDC, 8A, ?5% +5.0VDC, 15A, - 5%

규정 준수

안전:UL 1950, CSA 22.2 No. 950,
EN60950, AUSTEL TS001, AS/NZS 3260,
IEC 950. 배출량:CFR 47 Part 15 Class
B(FCC), CISPR22 Class B, EN55022
Class B, AS/NRZ 3548 Class B, ICES003,
VCCI Class B. 내성:IEC 1000-3-2, IEC
1000-3-3, IEC-1000-4-2, IEC-1000-4-3,
IEC-1000-4-4, IEC-10000-4-5, IEC-100-10
1, EN50082-1, EN50082-2. 자세한 규정 준
수 정보는 이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규정 준
수 및 안전 정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MTBF = 실패 사이의 평균 시간입니다.

트렁크 카드 케이블 연결

CT3 트렁크 카드는 일반적인 여성 BNC 동축 케이블 커넥터를 사용하여 75ohm 케이블을 통해
45Mbps 신호를 수신하고 전송합니다.두 개의 여성 BNC 커넥터가 있습니다.

T3 전송 데이터용 1개●

T3용 하나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75ohm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T3 회선을 연결합니다(그림 6 참조).

T3 행을 연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T3 케이블의 끝을 트렁크 카드의 BNC 콘센트에 직접 연결합니다(그림 12 참조).그림 12 -
CT3 트렁크 카드 BNC 케이블 연결

1.



CT3 케이블의 네트워크 끝을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2.

케이블 길이 구성

CT3 트렁크 카드를 구성할 때 카드에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를 포함해야 합니다.이 길이를 지정하려
면 cabelength 명령을 사용하고 DS3 케이블의 길이를 지정합니다.케이블 길이는 0에서 450 사이의
몇 피트 입니다.

CT3 라인에 대해 시스템을 구성할 때 프레이밍, 라인 코드, 클록 소스, 신호 처리 등을 정의하기 위
한 추가 명령도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소프트웨어 정보는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and Provisioning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트렁크 카드 설치 절차를 완료합니다.

트렁크 카드 설치 확인 및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트렁크 카드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AS5800의 전원을 처음 켜면 시스템이 일련의 진단을 실행하는 동안 모든 LED가 켜집니다
.시스템이 초기 진단을 통과하면 모든 LED가 꺼집니다.표 4에 설명된 대로 LED가 다시 켜집니다.

하드웨어 설치를 완료하려면 트렁크 카드 LED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이렇게 하려면 다
음 LED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원 LED가 켜져 있습니다.전원 LED가 꺼져 있는 경우 카드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
다.다이얼 셸프의 다른 트렁크 카드에 전원 LED가 켜진 경우 다른 슬롯에 트렁크 카드를 삽입
하십시오.전원 LED가 켜지지 않은 경우 다이얼 셸프 전원 연결, 전원 입력 모듈 및 AC 입력 전
원 공급 장치(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

HCPU LED가 켜져 있습니다.HCPU LED가 꺼져 있지만 전원 LED가 켜져 있으면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카드에 로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다이얼 셸프 컨트롤러가 소프트웨어를 자동으

●



로 다시 로드하려고 시도합니다.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시 로드하려는 프로그램 횟수에 장애
가 발생하면 다이얼 셸프 컨트롤러가 트렁크 카드를 꺼내고 모든 LED가 꺼집니다.이 경우 결함
이 하드웨어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교체 카드를 팩터로 반납하십시오.
FCPU LED가 켜져 있습니다.HCPU LED가 켜진 상태에서 FCPU LED가 꺼진 경우 하드웨어에
결함이 있거나 프레임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충돌했습니다.오류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는
지 확인하려면 다이얼 셸프 컨트롤러 카드의 자동 다시 로드 기능이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시
로드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기다립니다.프로그래밍된 시도 횟수 후에 소프트웨어가 다시 로드
되지 않을 경우 하드웨어 결함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교체 카드를 팩터로
반납하십시오.추가 설치 문제 해결 정보는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 하드웨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CT3 트렁크 카드 구성

Cisco 5814 다이얼 셸프는 다이얼 셸프 슬롯 0~5에서만 트렁크 카드를 인식하므로 처음 6개의 슬롯
에만 트렁크 카드를 설치합니다.

동일한 슬롯에 같은 유형의 새 다이얼 셸프 카드를 설치하여 다이얼 셸프 카드를 교체할 경우 시스
템 소프트웨어는 새 다이얼 셸프 카드 인터페이스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장착합니다.추가 구성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거한 트렁크 카드와 다른 슬롯에 트렁크 카드를 설치할 경우 추가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
다.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and Provisioning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명령

이 섹션에서는 CT3 카드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 기호는 명령에서 물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따라서 T3 포트의 1/0/0은 다이얼
셸프에 무엇인가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기호는 명령에서 물리적 포트 내에서
TDM 채널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CT3 카드를 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nable 명령을 입력합니다.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프롬프트가 AS5800#으로 변경되면 특별 권
한 EXEC 모드 .
AS5800> enable

Password: password

AS5800#

1.

configure terminal 명령을 입력하여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갑니다.이 예에서는 터미
널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합니다.프롬프트가 AS5800(config)#으로 변경되면 전역 컨피그레
이션 모드 .
AS5800# 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AS5800(config)#

2.

인터페이스 루프백 0을 입력하여 인터페이스 루프백 0을 생성합니다. 이는 모든 다이얼인 사
용자 주소를 포함하는 논리적 IP 서브넷입니다.프롬프트가 AS5800(config-if)#으로 변경되면
인터페이스 모드 .
AS5800(config)# interface loopback 0

3.

//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as5800/hardware/installation/guide/start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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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Loopback0,

changed state to up

일반 데이터 경로를 소스(로컬 또는 네트워크)로 다시 설정합니다.
AS5800(config-if)# loopback local

4.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려면 no shut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명령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명
령 앞에 no를 입력합니다.
AS5800(config-if)# no shutdown

5.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시작하여 T3 컨트롤러 포트를 구성합니다.올바른 포트 값은
0뿐입니다.
AS5800(config)# controller t3 shelf/slot/0

6.

T3 컨트롤러에 대한 선택적 텍스트 설명을 입력합니다.
AS5800(config-controller)# t3 description ascii-string

7.

컨트롤러 케이블 길이 값(0~450(피트)을 입력합니다.
AS5800(config-controller)# cablelength 200

8.

사용된 T3 프레이밍 유형을 입력합니다.C-bit는 C-bit 패리티 프레이밍을 지정합니다.M23(기
본값)은 M23 멀티플렉서 프레이밍을 지정합니다.
AS5800(config-controller)# framing c-bit

9.

지정된 각 T3 라인 시간 슬롯에서 논리적 T1 컨트롤러를 생성합니다.ds1 항목은 T3 라인 내
의 시간 슬롯이며 1~28의 값을 가집니다.
AS5800(config-controller)# t1 ds1 controller

10.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시작하여 T3 컨트롤러 포트를 구성합니다.T1-num은 T3 라인
내의 T1 타임 로트이며 1~28의 값이 있습니다.
AS5800(config)# controller t1 shelf/slot/port:t1-num

11.

클럭 소스를 내부 클럭(내부) 또는 복구된 클럭(회선)으로 구성합니다.
AS5800(config-controller)# clock source line

12.

클럭 우선 순위(1~50의 값)를 구성합니다.외부 참조 클럭 또는 트렁크 카드를 선택하여 잠금
소스를 선택합니다.외부 참조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CLI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트렁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0~5의 다이얼 셸프 슬롯을 선택합니다.값이 0인 T3 포트 번호를 선택
합니다.
AS5800(config)# dial-tdm-clock priority {1-50}

{external | trunk-slot} {0-5} ds3-port 0 port {1-28}

13.

준비가 되면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AS5800#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14.

확인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려면 show 명령을 입력하여 클럭(show dial-shelf clock) 및 컨트
롤러(show controller t3) 설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show 명령을 입력하려면 특별 권한 EXEC 모
드여야 합니다.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AS5800# show dial-shelf clock

Primary Clock:

--------------

Slot 12:

System primary is 1/1/0:2 of priority 213



TDM Bus Master Clock Generator State = NORMAL

Backup clocks:

Source Slot Port DS3-Port Priority Status State

-------------------------------------------------------------

Trunk 0 1 0 206 Bad Default

Trunk 0 2 0 212 Bad Default

Trunk 1 4 0 225 Good Default

Status of trunk clocks:

-----------------------

Ds3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Slot Port Type 8 7 6 5 4 3 2 1 0 9 8 7 6 5 4 3 2 1 0 9 8 7 6 5 4 3 2 1

0 0 T3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1 0 T3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G G G G G G G G

AS5800# show controller t3

T3 1/0/0 is up.

Applique type is Channelized T3

No alarms detected.

FEAC code received: No code is being received

Framing is M23, Line Code is B3ZS, Clock Source is Line.

Data in current interval (751 seconds elapsed):

0 Line Code Violations, 0 P-bit Coding Violation

0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0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0 C-bit Errored Secs, 0 C-bit Severely Errored Secs

Total Data (last 16 15 minute intervals):

34989 Line Code Violations, 16414 P-bit Coding Violation,

49331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12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10 C-bit Errored Secs, 10 C-bit Severely Errored Secs

T3 1/1/0 is up.

Applique type is Channelized T3

No alarms detected.

FEAC code received: No code is being received

Framing is M23, Line Code is B3ZS, Clock Source is Line.

Data in current interval (751 seconds elapsed):

0 Line Code Violations, 0 P-bit Coding Violation

0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0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0 C-bit Errored Secs, 0 C-bit Severely Errored Secs

Total Data (last 16 15 minute intervals):

42579 Line Code Violations, 16421 P-bit Coding Violation,

49208 C-bit Coding Violation, 0 P-bit Err Secs,

0 P-bit Severely Err Secs, 0 Severely Err Framing Secs,

2 Unavailable Secs, 0 Line Errored Secs,

10 C-bit Errored Secs, 10 C-bit Severely Errored Secs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일반적인 T3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T3 controller configuration:

----------------------------

controller T3 1/0/0

framing m23

clock source line

cablelength 224

t1 1 controller

t1 2 controller

t1 3 controller

t1 4 controller

t1 5 controller

t1 6 controller



   

t1 7 controller

t1 8 controller

t1 9 controller

t1 10 controller

t1 11 controller

t1 12 controller

t1 13 controller

t1 14 controller

t1 15 controller

t1 16 controller

t1 17 controller

t1 18 controller

t1 19 controller

t1 20 controller

t1 21 controller

t1 22 controller

t1 23 controller

t1 24 controller

t1 25 controller

t1 26 controller

t1 27 controller

t1 28 controller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T1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이 나타납니다.

T1 controller configuration:

----------------------------

controller T1 1/0/0:1

framing esf

pri-group timeslots 1-24

controller T1 1/0/0:2

channel-group 0 timeslots 1-24

.

.

.

controller T1 1/1/0:28

cas-group 0 timeslots 1-24

관련 정보

개요:PA-MC-T3 포트 어댑터 설치 및 구성●

카드 제거 및 삽입●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 하드웨어 설치 설명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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