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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100(Cable Modem Network Analysis Solution,디지털 케이블모뎀망 분석기)
CAS-100은 양방향 HFC망에서 케이블 모뎀의 설치 및 고장수리를 위한 디지털 전용 계
측 장비이며 CMTS와 연동되어 상.하향 신호를 측정합니다.
CAS-100은 CMTS와 연동없이 하향 신호의 전송 상태를 측정합니다.
CAS-100은 케이블모뎀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고급화 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
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CAS-100은 MCNS 표준 규격(DOCSIS1.0)을 준수하며 32비트 스트롱암 마이크로프로세
서 및 16MB 플래쉬메모리, 32MB SDRAM과 320×240 픽셀 컬러 LCD를 탑재하여 운용자
에게 신속하고 선명한 측정을 지원합니다.
CAS-100은 터치 스크린 패널 스위치(LCD)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운
용자는 터치 스크린 패널에 나타난 항목을 직접 터치하면 되므로 메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CAS-100은 NiMH 배터리 팩을 사용하여 연속 3시간 사용을 지원하며 한번 수행한 측정
조건은 내부에 기억함으로 반복적인 측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측

정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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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ㅇIn Channel SNR
ㅇBER(Pre FEC, Post FEC)
ㅇErrored Seconds(Pre FEC, Post FEC)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 지속적인 장애 환경 분석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 간헐적인 장애 환경 분석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 간헐적인 장애 환경 분석

ㅇSeverely Errored Seconds (Post FEC)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 간헐적인 장애 환경 분석

ㅇDigital Power Level,Freq,Ch,Modulation Type
ㅇConstellation
ㅇDownstream QAM 자동 탐색
ㅇDownstream Max Speed
Upstream
ㅇDigital Power Level,Freq,Ch,Modulation Type
ㅇPER(패킷손실율)
ㅇUpstream Path Attenuation(상향경로 감쇄)
ㅇCMTS 상향채널 ID
ㅇUpstream Max Speed
Network Protocol 분석
ㅇAccess IP 탐색
ㅇPing Test
ㅇMAC address 변경 기능
ㅇMax CPE
기 타
ㅇ제한값 설정(Min/Max)
ㅇ측정 데이터 관리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 종합분석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 QAM신호 분석
QAM채널 자동 탐색 기능(AutoScan)
QoS – 하향 제한속도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품질분석 측정 파라미터
QoS – 상향 제한속도

-

종합분석
장애 환경 분석
장애 환경 분석
장애 환경 분석

Local IP/Gateway/DHCP/TFTP/TOD/Ping/Configuration File
Ping 목적지 주소 자유 설정, Ping Time 측정
불량 모뎀 식별 및 MAC 어드레스 등록여부 확인 기능
QoS - 사용 가능 IP 수
운용 기준 설정(Pass Limits)
Constellation Map을 포함한 측정 데이터 저장 및 PC 업로드

㈜ 코 어 넷
www.corenet.co.kr

특

징

/

효

과

ㅇ기존 아날로그 계측기는 CATV신호 위주인 반면 CAS-100은 디지털 신호 전용 분석기임
ㅇ하향-상향-네트워크분석-운용기준 적합여부 순서로 품질분석 또는 장애원인 파악이 간단 명료함
ㅇ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 원인 판단 가능
ㅇ장애 분류 용이(전송망 vs 시스템)
ㅇ순수 국내개발 및 신속한 A/S
ㅇ케이블 모뎀망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능률성 향상
▷기본적인 SNMP 기능으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 조치 가능
▷노트북 대용 효과 (SNMP Emulator)
▷현장과 헤드엔드간 전화량 감소
▷빈번한 장애 원인 파악 용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1일 1인 업무수행능력 배가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ㅇ데이터 관리 용이
▷PC호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품질 이력 관리
▷장애 재발생 예방
ㅇ정확한 불량모뎀 식별을 통한 비용 절감

메인화면

접속모드

상.하향 측정정보

하향 추가정보

상향 추가정보

Ping 측정

Access IP 탐색

QAM Auto 측정

Limits 설정-하향

Limits 설정-상향

모뎀MAC주소 입력

Data저장 – PC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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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100 Specifications
Modulation
Downstream Modulation : 64/256 QAM
Lock Range 64/256 QAM : -15 ～ +15 dBmV
Input Level : -20 ～ +30 dBmV
Upstream Modulation : QPSK/16QAM
Upstream Transmit Level : +8 ～ +58 dBmV(QPSK), +8 ～ +55 dBmV(16QAM)
Downstream SNR Range : 21 to 35 dB
Downstream SNR Accuracy : ±2.0 dB (Typical)
Bit Error Rate
-9
-3
Downstream BER Range : 1.0 ×E ～ 1.0 × E
-6
Errored Seconds : Numerical Count of Downstream Errored Seconds(BER ＞1.0 ×E )
Severely Errored Seconds : Numerical Count of Downstream Severely Errored Seconds
-3
(BER ＞1.0 ×E )
FEC(Forward Error Correction)
Downstream : Viterbi/Reed Solomon, ITU J.83 Annex B
Upstream
: Reed Solomon
Bit per Symbol : QPSK(2bit), 16QAM(4bit), 64QAM(6bit), 256 QAM(8bit)
Packet Error Rate
Tx Packets, Rx Packets, Lost Packets, Ping Time
Digital Signal Level Meter / Constellation Display
Accuracy : ±2.0 dB (Typical)
Downstream Frequency Range : 91 ～ 857 MHz
Upstream Frequency Range : 5 ～ 42 MHz
Constellation Display : I-Q Display of 64/256 QAM
Micro Processor / Memory
32 Bits StrongArm / 16 MB Flash Memory, 32 MB SDRAM
Power
Adapter Input : 100 ～ 250VAC, 50 ～ 60Hz, 0.5A
Adapter Output : +12VDC, 1.5A
내부 재충전 배터리 : NiMH Battery Pack
충전 배터리 사용시간 : 완전 충전 시 3 시간 이상
Interfaces
RS 232 Serial Port, RJ-45 10BaseT(Ethernet), 75Ω F81(Female)
Operating Temperature
0℃ ～ +50℃
Display
Color Active Matrix LCD 320 ×240 pixels
Touch Screen Panel Switch, LED Indicator
Accessory
AC 배터리 충전기, 사용 설명서, 휴대용 가방
PC용 프로그램 디스켓, RS232C 케이블, 터치 스크린 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