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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E1 오류 이벤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배경 정보

오류 이벤트 차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그래픽의 명령 상자에 해당하는 다음 링크를 클릭
하십시오.

Configure terminal controller e1x clock source line primary links to the Slip Secs Counter
Proging 섹션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E1 오류 이벤트 트러블슈팅의 Slip Secs 카운터
에 대한 터미널 컨트롤러 e1x 클럭 소스 라인 기본 링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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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Use the show controller e1x command link to the Introduction of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E1 오류 이벤트 트러블슈팅의 소개 섹션에 대한 링크를 사용합니다.

●

Configure terminal controller e1x framing cr4 / no-crc4 링크를 Framing Loss Seconds
Increating(프레이밍 손실 초)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E1 오류 이벤트 트러블슈팅)의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

Configure terminal controller e1x framing cr4 / no-crc4 링크를 Line Code Violations Increating
섹션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으로 설정합니다.

●

Configure terminal controller isdn switch-type primary-net5 링크는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의 Verify the isdn switch-type and pri-group timeslots Configuration 섹션에 연
결됩니다.

●

이 상자는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의 Verify the Signaling Channel 섹션에 대한 show
interface ser x:15 명령 링크를 사용하여 d 채널을 선택합니다.

●

Configure terminal interface serial x:15 no shutdown link to the Verify the Signaling Channel
section of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E1 오류 이벤트 트러블슈팅의 신호 채널 확인).

●

Configure terminal interface serial x:15 encapsulation ppp 상자는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의 Verify the Signaling Channel(E1 오류 이벤트 문제 해결의 신호 채널 확인)
섹션으로 연결됩니다.

●

Configure terminal interface serial x:15 no loopback link to the Verify the Signaling Channel
section of E1 Error Events Troubleshooting(E1 오류 이벤트 트러블슈팅의 신호 채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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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1 문제 해결●

E1 레이어 1 문제 해결●

E1 경보 문제 해결●

E1 PRI 문제 해결●

E1 회선에 대한 하드 플러그 루프백 테스트●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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