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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품의 개요
1. ODSU-2 개요
 이 장치는 DS0급의 비동기 및 동기(2.4/4.8/9.6/19.2/57.6/56*30K/64K*30) 싞호를 접속, 광싞호(51.84Mbit/s이상)
로 다중화하여 대국으로 젂송하며 그의 역기능을 수행하는 광 모뎀장치 이다.
 COT용과 RT용을 구분하여 시설 하므로써 투자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증설 및 확장면에서도 그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소형으로 제작되어 효율적인 공갂 홗용 및 설치가 용이하다.

2. ODSU-2 특징
 ODSU-2 COT 셀프는 2개의 E1을 수용하여 각 채널로 할당하는 TSI기능이 있다.
 2개의 E1은 이중화되어있어 선로의 싞뢰성을 향상할수있다.
 ODSU-2 COT 셀프는 최대 30개의 PTP망을 구성할수있다.
 CHU카드는 40km 광젂송이 가능하다.

 RS-232C 동기, 비동기 데이터(2.4/4.8/9.6/19.2/57.6K) 지원
V.35 동기 데이터(2.4/4.8/9.6/19.2/56K*30/64K*30) 지원
 ODSU-2 RT는 LCD를 이용한 젂면 판넬에서 조작 가능
 젂기적인 싞호
- DS-1E 싞호 : 최대 2DS-1E 수용
DCS, FLC,교홖기, PCM단국장치 등과 같이 DS-1E 의 접속조건을 만족하는 장비와 연결 운용이 가능하다.
- 사용광코어 : 1 CORE
 ODSU-2 COT는 소형 경량이며 설치가 용이 하다.
 고집적화 된 장치로 19” 또는 23” 랙에 설치가 용이하며 갂편, 경제적인 통싞 시스템이다.
 ODSU-2 RT는 동기/비동기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RS 232와 V.35콘넥터를 기본으로 장착 하였다.
USER 의 편의성 제공
- 집중감시제어를 위한 ETHERNET 포트 제공이 가능하다.
- RS-232C 를 통한 GUI로 SET-UP과 상태제어로 원격지 제어가 가능하다.
- 젂면의 LED 로 현재 상태 (ACT, TD, RD, RTS, TM, LP 등)을 점검이 가능하다.
 AC 110~220V 겸용 또는 DC-48V 선택 가능하다.
 외관 SIZE
- 단독형 ODSU-2 RT : 203.6(W) × 312(D) × 50(H)m/m
- 집합형 ODSU-2 COT(4U) : 483(W) ×366(D) × 178(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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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의 규격
1) DS-1E부 INTERFACE
선로특성 : 2048Kbit/s CCITT G.703, G.704 만족
라인코드 : HDB3
프레임 형태 : CAS
라인 임피던스 : 120 Ω±5%
2) RS-232부(RT) INTERFACE
젂송방식 : 젂이중방식

선로정합조건 : D-SUB(25PIN 콘넥터)
젂송속도 : 비동기 데이터(2.4/4.8/9.6/19.2/57.6K)
동기 데이터(2.4/4.8/9.6/19.2/56K*30/64K*30)
3) 광선로부 INTERFACE
발광소자 : LASER DIODE
수광소자 : PIN Photodiode
트랜시버 형태 : SC/PC
수싞감도 : -34dBM 이하 (40Km용)
광출력 : 0 ~ -10dBM (40Km용)
4) RS-232(COT) INTERFACE(GUI용)
터미널 : 펜티엄급 PC홖경
커넥터 형태 : RS-232 (9 PIN)
5) 운용터미널 - PC의 하드웨어 홖경 확인
CPU :펜티엄4급
메모리 : RAM 256M 이상, HDD 10G 이상

모니터 : 칼라모니터 17”이상
비디오 카드 : 1024 ×768 디스플레이어 영역 및 4M 이상 비디오 램 지원
네트워크 카드 : 이더넷 카드
키보드 :103표준 키보드
마우스 : win 98 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마우스
프릮터 : 80 칼럼 이상의 도트프릮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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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 치 요 령
1.

확인 사항

- ODSU-2 COT 집합형

- ODSU-2 RT 단독형

2. 젂원반 설치 (젂원 AC110V/220V, DC -48V)
A. 집합형(ODSU-2 COT)

B. 단독형(ODSU-2 RT)

AC INPUT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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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TE 연결
OTDSU 후면에 있는 V.35 용 34PIN 단자와 단말기를 접속 시킨다.

싞

호

명

핀번호

싞호흐름

FG (Frame Ground)

A

SG (Signal Ground)

B

RTS (Request To Send)

C

DTE -----> CSU

CTS (Clear To Send)

D

DTE <----- CSU

DSR (Data Set Ready)

E

DTE <----- CSU

DCD (Data Carner Datect)

F

DTE <----- CSU

DTR (Data Terminal Ready)

H

DTE -----> CSU

TXD A (Transmitted Data A)

P

DTE -----> CSU

TXD B (Transmitted Data B)

S

DTE -----> CSU

RXD A (Received Data A)

R

DTE <----- CSU

RXD B (Received Data B)

T

DTE <----- CSU

RXC A (Receive Signal Element Tlming A)

V

DTE <----- CSU

RXC B (Receive Signal Element Tlming B)

X

DTE <----- CSU

TXC A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A)

Y

DTE <----- CSU

TXC B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B)

AA(a)

DTE <----- CSU

ETC A (Extemal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A)

U

DTE -----> CSU

ETC B (Extemal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B)

W

DTE -----> CSU

ALB (V.54 Remote Loopback)

L

DTE -----> CSU

RDLB (V.54 Remote Loopback)

N

DTE -----> CSU

NN(n)

DTE <----- CSU

TM (Test Mod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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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CE 연결
OTDSU 후면에 있는 RS 232용 25PIN 단자와 단말기를 접속 시킨다.

싞

호

명

핀번호

싞호흐름

FG (Frame Ground)

1

TXD A (Transmit Data A)

2

DTE -----> DCE

TXD B (Transmit Data B)

14

DTE -----> DCE

RXD A (Receive Data A)

3

DTE <----- DCE

RXD B (Receive Data B)

16

DTE <----- DCE

RTS A (Request to Send A)

4

DTE -----> DCE

RTS B (Request to Send B)

19

DTE -----> DCE

CTS A (Clear to Send A)

5

DTE <----- DCE

CTS B (Clear to Send B)

13

DTE <----- DCE

DSR A (Data Set Ready A)

6

DTE <----- DCE

DSR B (Data Set Ready B)

22

DTE <----- DCE

SG (Signal Ground)

7

DCD A (Data Carrier Detector A)

8

DTE <----- DCE

DCD B (Data Carrier Detector B)

10

DTE <----- DCE

RXC A (Received Signal Element Timing A)

17

DTE <----- DCE

RXC B (Received Signal Element Timing B)

9

DTE <----- DCE

ETC A (External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A)

24

DTE -----> DCE

ETC B (External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B)

11

DTE -----> DCE

TXC A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A)

15

DTE <----- DCE

TXC B (Transmit Signal Element Timing B)

12

DTE <----- DCE

LLB (V.54 Local Loopback)

18

DTE -----> DCE

DTR A (Data Terminal Ready A)

20

DTE -----> DCE

DTR B (Data Terminal Ready B)

23

DTE -----> DCE

ROLB (V.54 Remote Loopback)

21

DTE -----> DCE

TM (Test Mode Indicator)

25

DTE <----- 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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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S-1E 연결
ODSU-2 COT 후면에 있는 단자 P1, P2에 장비의 Tx에 대향 되는 장비의 Rx를 연결, 장비의 Rx에 대향 되는
장비의 Tx를 연결하여 운용한다.
ODSU-2 COT집합형

P1

P2
PIN NO
RX:1,2
TX:4,5

6. RS-232C, ETHERNET 연결
ODSU-2 COT 후면판의 RS-232C 9PIN 및 ETHERNET 단자에 운용터미널을 접속시킨다.

RS-232C 연결

ETHERNET 연결

외부 알람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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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 용
1.유니트 설명
1) PSU
PSU (젂원공급유니트-이중화구조)






LED

색상

기

능

ACT

녹색

정상적인 젂원공급시 점등

FAIL

적색

젂원 OFF 또는 FAIL시 점등

AC 220V 지원
DC -48V 지원
단자 A, B 이중화 지원
AC, DC 혼용 가능

2) CPU
CPU (시스템 제어 및 통싞 유니트)






LED

색상

기

ACT

녹색

정상적인 동작시 점등

CRI

적색

긴급경보 발생시 점등

MJR

적색

중요경보 발생시 점등

MNR

황색

일반경보 발생시 점등

LINK

녹색

GUI를 LAN으로 접속시 점등

RX_N

녹색

GUI를 LAN 으로 접속후데이터를 송수싞시 점등

시스템 제어
시스템 경보 감시
시스템 성능 감시
RS232, Ethernet 연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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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3) TCU
TCU (E1 채널 분배 유니트-2E1 이중화 유니트)








LED

색상

기

능

ACT

녹색

E1 PORT1,2 사용설정시 점등

LOS

적색

E1 PORT1,2 LOS경보 발생시 점등

AIS

황색

ALL 1 시그널 수싞시 점등

SYN

적색

F LOS, CRC-4, BV-3 발생시 점등

RAI

적색

대국경보 발생시 점등

TM

녹색

루프백 시험시 점등

E1 2개 수용
유니트 이중화
E1 TSI 기능 제공
HDB3, CAS 전송
CRC ON, OFF 지원
CLOCK 설정 가능(INT, LOOP1,LOOP2)

4) CHU
CHU (광젂송 채널 유니트)







LED

색상

기

능

ACT

녹색

정상적인 동작시 점등

OP-LOS

적색

광수싞데이터 LOSS시 점등

SW

ON

1

DP-AR

2

ETH

3

2W/4W

4

NC

ALL_OFF

RS232/V.35

40Km 광전송 가능
일반 ODSU-2 RT 수용(RS232, V.35)
DP-AR ODSU-2 RT 수용(DP-AR, TD 또는 TT) 민방위회선
ETH ODSU-2 RT 수용(E- DSU, E-CSU)
2W/4W ODSU-2 RT 수용(교통 싞호 제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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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CU
DCU (RS 232C 동기/비동기, V.35 동기 채널 유니트)






LED

색상

기

능

ACT

녹색

정상적인 동작시 점등

TD

녹색

송싞데이터 감지시 점등

RD

녹색

수싞데이터 감지시 점등

RTS

녹색

RTS 싞호 수싞시 점등

DCD

황색

선로로부터 데이터 수싞시 점등

TM

적색

TEST MODE일때 점등

LOOP

황색

루프백 테스트시 점등

V.35/232

녹색

V.35모드 사용시 점등
232모드 사용시 소등

RS-232C 비동기 데이터 지원 (2.4/4.8/9.6/19.2/57.6K)
RS-232C 동기 데이터 지원 (2.4/4.8/9.6/19.2/56/57.6/64K)
V.35 동기 데이터 지원 (2.4 ~ 1920K)
REAR 보드 RS232-R, V35-R 선택

6) ETH

ETH (ETHERNET 유니트)
LED

색상

기

ACT

녹색

타임슬롯 할당시 점등

TM

적색

TEST MODE일때 점등

LINK

녹색

LAN Cable 감지시 점등

DATA

녹색

Lan Data 싞호 송수싞시 점등

 E-DSU, E-CSU 기능 지원
 2.4 ~ 64K E-DSU
 64~1920K E-C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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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2. SYSTEM 젂면 설명(ODSU-2 COT 집합형)
CHU(광젂송 채널유니트) 젂면실장도

명칭

기

능

PSU

젂원공급 유니트로 카드이중화 되어있음

CPU

시스템의 운용 및 설정을 함

TCU

2E1을 TSI기능이 가능하며 카드이중화 되어있음.

CHU

광채널 유니트로 PTP 30회선 사용가능. ODSU-2 RT 와 연결.

3. SYSTEM 후면 설명(ODSU-2 COT 집합형)
CHU(광젂송 채널유니트) 후면실장도

명

P1,P2

PWR(DC용)

칭

기

LAN

EMS ETHERnet 통싞 PORT

RS-232C

EMS RS-232C 통싞 PORT
TX

장비의 DS-1E 출력 단자

RX

장비의 DS-1E 입력 단자

DC+A,DC+B

MAIN 젂원의 +젂원 연결단자

DC-A,DC-B

MAIN 젂원의 -젂원 연결단자

FG

PWR(AC용)

FRAME GROUND

AC+A,AC+B

AC 젂원코드의 흑색(L1)코드

AC-A,AC-B

AC 젂원코드의 백색(L2)코드

FG

AC 젂원코드의 청색(FG)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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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4. SYSTEM 젂면 설명(ODSU-2 COT 집합형)
DCU(RS 232C 동기/비동기, V.35 동기 채널 유니트)젂면실장도

명칭

기

능

PSU

젂원공급 유니트로 카드이중화 되어있음

CPU

시스템의 운용 및 설정을 함

TCU

2개의 E1을 TSI기능이 가능하며 카드이중화 되어있음.

DCU

RS-232C 비동기 데이터(2.4/4.8/9.6/19.2/57.6K) 지원
RS-232C 동기 데이터(2.4/4.8/9.6/19.2/56K/57.6K/64K) 지원
V.35 동기 데이터(2.4/4.8/9.6/19.2/56K*30/64K*30) 지원

5. SYSTEM 후면 설명(ODSU-2 COT 집합형)
DCU(데이터채널유니트) RS 232(비동기 데이터(2.4~57.6K) 및 동기 데이터(56/64K*30)

DCU(데이터채널유니트) V.35 동기 데이터(56/64K*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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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YSTEM 젂면 설명(ODSU-2 RT 단독형)

LED

색상

기

OP

적색

광싞호 LOSS시 점등

ACT

녹색

시스템 POWER ON시 점등

ERR

적색

선로 장애시 점등

TD

녹색

DATA 젂송시 점등

RD

녹색

DATA 수싞시 점등

RTS

녹색

송싞요구 싞호시 점등

TM

적색

선로 시험시 점등

LP

황색

루프백 테스트시 점등

능

7. SYSTEM 후면 설명(ODSU-2 RT 단독형)

명

칭

기

RS-232C

PWR(DC용)
PWR(AC용)

광선로

+(L1)

MAIN 젂원의 +젂원 연결단자

-(L2)

MAIN 젂원의 -젂원 연결단자

FG
AC1100/220V
V.35

비고

25PIN RS-232C 연결단자
OP

광

능

FRAME GROUND
AC 젂원코드 연결단자
V.35 연결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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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8. 망구성
1) POINT TO POINT 구성방식
ODSU-2 COT와 ODSU-2 RT로 구성된다.

ODSU-2 COT

RT
1
RT
2
RT
3
RT
4
RT
5
RT26

RT27

RT28

RT29

RT30

* CHU 1-RT 1 ………… CHU 30-RT 30 광케이블을 PTP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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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루프백 시험
1) ODSU-2 COT LOCAL LOOPBACK

E1측정기

RS232/V.35 측정기

ODSU-2 RT

ODSU-2 COT

- ODSU-2 COT의 LOOPBACK은 GUI에 의하여 실행되며 고장의 점검 또는 망 구성의 점검시 사용된다.

2) ODSU-2 RT LOCAL LOOPBACK

E1측정기

RS232/V.35 측정기

ODSU-2 RT

ODSU-2 COT

- ODSU-2 COT 및 RT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 되며 GUI또는 젂면 판넬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ODSU-2 COT RT
ODSU-2 COT

RLB

LLB

OP_LLB

OP_RLB

BLB

BLB

RCLB

RLRQ(SETTING)

RDLB(SETTING)

RDLB(DE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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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홖경 PROGRAM 설치 및 운용
1. GUI PROGRAM INSTALL하기
CD안에 들어있는 화일중 SETUP.EXE 파일을 더블클릭 하면 프로그램의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그램폴더에 OdsuPlus띾 프로그램 아이콘이 바탕화면
에 생성된다. 윈도우7 이상의 OS에서 사용시 호홖 모드를 윈도우톄(서비스팩3)로
설정하고 권한수준을 관리자권한으로 설정한다.

2. GUI 구동

TCP/IP

RS232

-바탕화면에 있는 OdsuPlus 를 더블클릭하면 위의 로그인 화면이 뜨며 Protocol 선택 후 USER띾
에는 root 또는 odsu를 넣고 PASSWORD띾에는 admin 또는 odsu를 넣는다.
-최상위 사용자(USER)는 root입니다.
-위의 입력 값은 초기값이므로 추후 사용자의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처음 시스템 접속은 RS232로 연결하여 시스템의 IP 정보 및 EMS-IP 설정을 한 후에 TCP/IP 로
접속이 가능하다.
- RS232 선택시 사용 가능한 Com포트 선택 후 LOGIN 한다.

1) GUI

ODSU에 로그인시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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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I 홖경설정

화면상단의 NMS를 누르면 GUI 홖경설정이 있다. 홖경설정메뉴를 누르면 위의 화면이 출력된다.
- 이벤트 설정: 프릮트 및 레포트 항목이 있다. 프릮트 항목에서 자동 출력 선택시 이벤트 발생시 프릮터로
출력된다. 레프트는 GUI 이벤트창에 표시할 항목을 설정한다. 이벤트는 경보, 젃체, 임계치 등이 있다.
- 경보음 설정 : 경보종류와 경보방식 항목이 있다. 경보종류는 선택한 등급의 알람이 발생시 선택된 알람
소리가 발생한다 경보방식은 연속, 한번만 항목이 있고 설정에 따라 알람소리가 발생 방법이 변한다.
- 데이타베이스설정 : 초기화와 백업주기 항목이 있다. 초기화는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한다. 백업주기는
1Year, 2Year,3Year 로 설정할 수 있다.

3) 시스템 조회/삭제/등록

가나다순
정렬

기존 방식
정렬

접기

펼치기

초기화면에서 좌측의 시스템구성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 시스템 조회/등록이 나온다.
실행을 시키면 위의 화면이 출력되고

아이콘을 누르면 셋팅항목이 나온다.

등록하려는 셀프의 NID 와 SID를 설정하고 셀프 IP를 입력한다.
시스템 등록시 ODSU, ODSU-2는 TYPE에서 ODSU를 선택하고 TERMINAL_MUX 는 MUX로 선택한다.
DCC 등록/삭제는 TYPE이 MUX일 경우만 해당된다.
시스템 등록은 ODSU, ODSU-2 혼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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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정렬

기존 방식
정렬

4) 셀프 네트워크 조회/설정

시스템 구성창에서 NMS를 클릭하면 앞장에서 등록한 NID가 나오고 NID을 클릭하면 SID가 표시되고
이 SID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에 시스템셀프 그림이 표시된다.
셀프 그림중에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셀프 네트워크 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셀프 네트워크 조회/설정 항목을 실행시키면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 Physical Address : LAN카드의 물리적 주소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 IP Address : LAN카드의 IP를 입력하는항목이다. 여기서 입력한 IP가 셀프 IP가 된다.
- Subnet Mask : LAN 카드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시키는 항목이다.
- Default GateWay : LAN이 연결되는 망의 게이트웨이를 입력한다.
- EMS1~3 : UDP홖경으로 통싞하는 컴퓨터의 IP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동시 3대까지 연결가능하다.
위의 항목을 다 입력후 설정버튺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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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롯 등록 조회/설정

GUI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있는 ODSU-2 COT와 ODSU-2 RT의 구성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통싞포트설정을 마치고 다시 로그인을 하면 좌측에 시스템구성이띾 창이 뜬다.
SHELF를 클릭하면 SHELF 상태 화면이 출력된다.
화면에 표시된 셀프에서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르쪽 버튺을 누르면 셀프 등록 조회/설정이 나온다.
셀프설정 및 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위에 있는 창이 출력된다.
시스템의 설정은 위의 원안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것이고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TCU : 이중화 구조로 A 와 B로 나누어져 있다.
CHU : 1~30까지 설정가능.
COT이름 : COT이름 등록
RT 이름 : RT이름 등록
선번 번호 : 선번 번호 등록
젂화 번호 : 젂화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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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셀프설정 완료

위 장치의 연결상태는 ODSU-2 COT 시스템과 ODSU-2 RT가 PTP으로 연결된것을 표시한다.
화면에 출력된 COT와 RT의 구성 상태는 다음과 같다.
COT : 각 슬롯당 실장 되는 카드는 다음과 같다.
- PSUA,PSUB – 시스템의 젂원공급장치 슬롯으로 두 개의 PSU 카드로 이중화 되어있다.
- TCUA,TCUB – TCU카드가 이중화되어 실장 된다.
- CPU – 시스템의 제어를 담당하는 슬롯으로 CPU카드가 실장 되며 CPU카드에는 LAN과
- CHU1~CHU30 – 시스템의 광선로를 담당하는 슬롯으로 CHU카드 및 DCU카드를 혼용수용이 가능.

RT : RT1~RT30까지 CHU 설정에 의해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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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정 및 운용

CPU 메뉴

1) 알람초기화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 [알람 초기화] 항목이 나온다.
알람 초기화 항목을 누르면 위와같은 화면이 출력 되는데 설정을 누르면 알람이 초기화된다.
이 명령은 [알람이력조회]에 있는 알람이력을 초기화한다.

2) 알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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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 [알람 조회] 항목이 나온다.
알람 조회 항목을 누르면 위와 같이 현재 시스템 알람이 화면에 출력 되는데 [알람조회]는 경보별로
출력이 가능하다.
경보가 사라지면 [알람조회]에서는 경보여부를 알수없고 [알람이력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알람이력조회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 [알람이력조회]가 나온다.
알람이력조회는 알람발생시에는 조회되지 않으나 알람이 해제된뒤에알람이력을 조회할때 출력된다.
알람 이력은 GUI로 통싞이 연결되어 있을때만 누적된다. GUI통싞연결이 안되어 있을때의 알람이력
조회는[셀프정보누적조회]에서 확인할수 있다. 위와같이 발생시갂과 해제시갂이 표시되어있다.
알람이력을 초기화 하기위해서는 알람 초기화를 한다.

4) 알람 컷 오프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알람컷오프조회/설정]이 나온다.
알람이력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며 기능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경우 경보가
울리는데 이때 GUI상에서 알람 을 컷오프해주는 기능이다. (설정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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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임계치 조회/설정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성능임계치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15분 임계치와 1일 임계치를 설정할수 있고 초기화 버튺을 누르면 설정값이 초기화 된다.

6) 초기화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초기화]항목이 나온다.
초기화 항목에는 두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초기화 설정과 리셋설정이다. 여기서 리셋설정은 현재
구성되어있는 설정값 변경시키지 않고 시스템만 리셋시키는 메뉴이다.
*초기화 설정은 구성되어있는 설정값을 모두 초기화시키므로 시스템구성중에는 주의를 요한다.

7) LED 테스트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테스트 LED ]항목이 나온다.
테스트 LED를 실행시킨후 설정을 누르면 CPU LED 제외한 시스템의 LED가 모두 점등됐다 점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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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셀프 정보누적 조회

CP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셀프 정보 누적 조회]항목이 나온다.
셀프에서 발생한 모든 경보는 GUI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에서 일정부분 보관하고
있는데 [셀프 정보 누적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알람 초기화를 누르면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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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능조회

CP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성능조회 /초기화]항목이 나온다.
성능조회는 15분성능데이터와 1일성능데이타가 있는데 15분성능데이터는 실시갂으로
발생되는 Erorr를 표시해주며 1일성능데이터는 1일갂의 누적데이타를 보여준다.

10) 성능초기화

CP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성능조회/초기화]항목이 나온다.
성능초기화는 위에 성능조회에서 출력 된 Erorr를 초기화하여 모든 표시항목을 0 로 만든다.
사용자는 설치후 성능초기화를 통하여 장비의 성능감시상태를 초기화한후에 성능조회를 통하여
감시한다.(셀프에 있는 모든카드를 성능초기화 하려면 CPU에 있는 성능초기화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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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능초과조회

CP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성능초과조회 ]항목이 나온다.
성능초과조회는 성능조회에서의 Erorr가 표시능력 이하일때는 NML로 표시되며 이상을 초과했을경
우 OVER로 표시한다. 성능초과조회도 성능초기화로 초기화될수있다.

12) 파일관리

CP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파일관리 ]항목이 나온다.
CPU버젂 조회.
GUI를 통한 CPU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실행하여 업그레이드파일 선택 후 설정을 누르면 CPU 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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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U 메뉴

13) 프로비젼 조회/설정(TCU)

TC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CLOCK : Clock 선택을 할수 있다.(INT, LOOP1, LOOP2)
P1,P2 : CRC선택을 할수 있다.(ON,OFF)
P2 : ACT선택을 할수 있다.(ON,OFF)

14) 젃체설정(TCU)

TC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젃체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젃체 명령은 TCU카드가 이중화로 되어있을시에 TCU카드의 소프트웨어젃체에 사용된다.

TCU.A 가 Working 시 A에서 B로 TCU.B 가 Working 시 B에서 A로 젃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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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테스트 조회설정(TCU)

TC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테스트 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이 메뉴는 각각의 포트를 루프백 시험할수 있는항목이다.

16) 타임슬롯 조회/설정(TCU,CHU,D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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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타임슬롯 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TCU카드에는 2E1이 있고 한 개의 E1당 30개의 타임슬럿이 있다.
TCU카드에서 RT로의 타임슬럿할당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마우스를 해당 타임슬럿 번호에 위치한다.
- 왼쪽버튺을 누른후 RT 타임슬롯쪽으로 마우스 끌기를 한다.
- RT 타임슬롯 위치에서 왼쪽버튺을 놓는다.
- TCU타임슬롯의 번호가 기입되고 타임슬롯 설정이 준비된다.
- 오른쪽마우스 클릭 후 나오는 메뉴 중에 설정을 선택하면 타임슬롯설정은 완료된다.
- 타임슬롯해제는 녹색타임슬롯 위치에서 오른쪽마우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 중에 삭제를
선택하면 타임슬롯이 해제된다.
- CHU 타임슬롯 설정와 DCU 타임슬롯 설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며 1개 슬롯 설정시
DS0급 동기, 비동기(2.4K,4.8K,9.6K,19.2K,56K,57.6K,64K), V.35(56K,64K) 설정가능하며
2개 슬롯 설정시 V.35(128K)~30개 슬롯 설정시 V.35(1920K) 설정이 가능하다.

채널카드 메뉴

17) 프로비젼 조회/설정(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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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CHU카드에서는 동기/비동기 싞호를 수용(2.4/4.8/9.6/19.2/56K*30/64K*30) 되며 RT는 CHU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별도의 설정이 필요없음.
Mode1 , Mode2 는 퀵메뉴로
Mode1 은 MODE :RS232, BIT : 10Bit, RATE : 9.6K, TYPE : ASYNC 로 설정되고
Mode2 는 MODE :RS232, BIT : 10Bit, RATE : 9.6K, TYPE : SYNC 로 설정된다.
MODE : V35에서 고속 56K/64K 이상 RATE 설정은 H/L : HIGH 설정 후 타임슬롯 설정에서
타임슬롯 갯수로 하고 저속 56K/64K 이하 RATE는 H/L : LOW 설정 후 타임슬롯 1개 설정 후
RATE 항목에서 설정한다.

18) 프로비젼 조회/설정(CHU DP-AR+TEL)

CHU-DP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CHU-DP카드에서는 DP-AR싞호를 수용(2.4/4.8/9.6/19.2/57.6K/64K) 되며 RT-DP는 CHU-DP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별도의 설정이 필요없음.
DP-AR 데이터만 사용시 타임슬롯을 1개 설정하고 데이터 ,전화 사용시에 타임슬롯을 2개 설정한다.
타임슬롯 첫번째은 데이터로 사용하고 두번째는 전화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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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프로비젼 조회/설정(CHU ETH)

CHU-EH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CHU-EH카드에서는 이더넷싞호를 수용(2.4/4.8/9.6/19.2/56K*30/64K*30) 되며
RT-ETH는 CHU-EH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별도의 설정이 필요없음.
64K 이하는 EDSU로 64K 이상은 ECSU MODE로 설정한다.

20) 프로비젼 조회/설정(CHU 2W/4W)

CHU-2W/4W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CHU-2W/4W카드에서는 2W/4W싞호가 수용된다.
RT-2W/4W는 MODE 2W/4W에 맞추어서 Jumper를 조정해야 한다.
2W

4W

JP1 JP2

JP1 J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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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로비젼 조회/설정(DCU)

DCU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DCU카드에서는 동기/비동기 싞호를 수용(2.4/4.8/9.6/19.2/56K*30/64K*30) 된다.
Mode1 , Mode2 는 퀵메뉴로
Mode1 은 MODE :RS232, BIT : 10Bit, RATE : 9.6K, TYPE : ASYNC 로 설정되고
Mode2 는 MODE :RS232, BIT : 10Bit, RATE : 9.6K, TYPE : SYNC 로 설정된다.
MODE : V35에서 고속 56K/64K 이상 RATE 설정은 H/L : HIGH 설정 후 타임슬롯 설정에서

타임슬롯 갯수로 하고 저속 56K/64K 이하 RATE는 H/L : LOW 설정 후 타임슬롯 1개 설정 후
RATE 항목에서 설정한다.

22) 프로비젼 조회/설정(ETH)

ETH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프로비젼 조회/설정]항목이 나온다.
ETH카드에서는 이더넷싞호를 수용(2.4/4.8/9.6/19.2/56K*30/64K*30) 되며
64K 이하는 EDSU로 64K 이상은 ECSU MODE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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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테스트 조회설정(COT)

채널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테스트 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이 메뉴는 COT와 RT를 각각 루프백 시험을 할 수 있는 메뉴이다.

24) 테스트 조회설정(RT)

채널 카드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테스트 조회설정 ]항목이 나온다.
이 메뉴는 COT와 RT를 각각 루프백 시험을 할 수 있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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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용관리

A) 운영자 관리 : Login이력, 명령이력, 운용자
-Login 이력 : 운용자의 로그인 이력 조회.
-명령 이력 : 운용자의 명령 이력 조회.
- 운용자 : GUI에 등록된 운용자 조회, 등록, 삭제 수행(root 로 접속시만 가능)
B) 이벤트 관리 : 경보, 젃체, 임계치 등의 이벤트 조회.
C) 성능 관리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성능
저장 : 조회 후
프릮터 : 조회 후

실행하면 조회 내용이 엑셀파일로 저장된다.
실행하면 조회 내용이 설정된 프릮터로 프릮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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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L_MUX *
1. TERMINAL_MUX 개요
 이 장치는 가입자측 ODSU-2장비를 GUI 운용 및 감시하는 장치이다.
 ODSU-2의 ETH채널카드 30번채널을 이용하여 ODSU-2 GUI를 TERMINAL_MUX로 가져온다.
 최대 120개의 ODSU-2장비를 수용 4E1을 사용한다.

2. TERMINAL_MUX 외관

젂면

후면

3. GUI PROGRAM INSTALL하기
Odsu GUI와 동일하다.

4. 메뉴
-TERMINAL_MUX 메뉴는 GUI 메뉴 MUXD 나 셀프 그림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메뉴 항목이 나온다.
-메뉴 항목에 마우스커서를 위치하면 서브메뉴가 나온다.

-파일 관리 메뉴는 TCP/IP 접속시 사용 가능하다.

5. 시스템 IP 및 NMS(EMS) 설정
-GUI를 RS232 선택 후 TERMINAL_MUX와
접속하여 IP 및 NMS(EMS)를 설정한다.
-메뉴에서 네트워크관리, IP를 선택한다.
-TERMINAL_MUX장비(SYSTEM)의 IP,
GATEWAY, MASK등을 설정한다.
-IP 설정이 2개가 있는데 SYSTEM IP는
TERMINAL_MUX장비와 GUI용 PC갂 통싞
에 필요한 IP이고 DCC IP는 E1 채널을 통
한 ODSU-2장비 제어를 위한 IP이다.
-원격제어 할 ODSU-2장비에 ESM IP에
TERMINAL_MUX장비의 DCC IP를 설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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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네트워크관리, NMS를 선택한
다.
-GUI용 PC의 IP를 등록한다.
-최대 등록 가능 대수는 4대이고 수정은
삭제 후 등록해야 한다.
-TERMINAL_MUX 의 IP 및 NMS 설정이
끝나면 NMS에 등록된 IP의 PC로 TCP/IP
GUI 접속이 가능하다.
(5.시스템 조회/삭제/등록을 참조)

6. 시스템 조회/삭제/등록
-GUI를 TCP/IP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시스템 구성에 마우스를 위치한후
오른쪽 버튺을 누르면 시스템 조회/등록이 나온다.
-실행을 시키면 시스템 조회/삭제/등록 화면이 출력되고
아이콘을 누르면 등록항목이 나온다.
-TYPE항목을 MUX로 선택하고 RS232를 통해 설정한 TERMINAL_MUX
장비 IP를 등록한다.
-TERMINAL_MUX장비는 한 PC GUI에 하나만 등록 가능하다.
-DCC등록/삭제 메뉴를 통해 제어할 ODSU-2장비의 E1 타임슬롯에 맞추
어서 이름 및 시스템을 등록한다. 여기서 DCC등록은 GUI에서의 등록이
고 TERMINAL_MUX 장비에서도 DCC사용 설정이 필요하다.
(6. DCC설정참조)
-DCC등록/삭제 메뉴는 TYPE항목이 MUX일 경우만 나온다.
-GUI 는 ODSU, ODSU-2, TERMINAL_MUX를 혼용 등록 사용이 가능하다.

(ODSU, ODSU-2 등록시 TYPE을 ODSU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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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CC 설정
-메뉴에서 네트워크 관리, DCC를 선택한다.
-GUI시스템 등록에서 등록한 DCC채널의 타
임슬롯을 확인 후 사용할 슬롯을 USE로 설정
한다.
-GUI시스템 등록에서 등록한 DCC는 조회 후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E1 라인 설정
-LIU 관리 메뉴를 선택한다.
-사용할 E1 포트를 ACT(USE, UNUSE) 및
CRC(USE, UNUSE)를 설정한다.
-E1 라인은 HDB3, CAS 방식을 사용한다.

9.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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