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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본 제품은 날로 증가하는 케이블모뎀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고급화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CAS-100은 양방향 HFC망에서 DOCSIS 표준 케이블 모뎀의 설치 및 고장수
리를 위한 디지털 전용 계측 장비이며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와 연동되어 사용합니다. 또한 HFC망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송 상태 및 서비스 장애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
와줍니다.
본 제품은 MCNS 표준 규격(DOCSIS 1.0)을 준수하며 32비트 스트롱암 마이
크로프로세서 및 16MB 플래쉬메모리, 32MB SDRAM과 320 ×240 픽셀 컬러
LCD를 탑재하여 운용자에게 신속하고 선명한 측정을 지원합니다.
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터치 스크린 패널 스위치(LCD)를 사용하기 때
문에 사용이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운용자는 터치 스크린 패널에 나타난
항목을 직접 터치하면 되므로 메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NiMH 밧데리 팩을 사용하여 연속 3시간 사용을 지원하며 한번 수행
한 측정조건은 내부에 기억함으로 반복적인 측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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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측정 항목

Downstream

Upstream

• In-Channel SNR

• Digital Power Level

• BER(Bit Error Rate/PRE, PST)

• PER(Packet Error Rate)

-. ERR SEC

-. Ping Time

-. SEV SEC

-. Tx Packets

• Digital Power Level

-. Rx Packets

• Downstream QAM Informations

-. Lost Packets

-. Freq, Chan, Modulation

-. Max. Speed

Type

-. Max. CPE
• QAM/QPSK Informations

-. Max. Speed
• Locking Available Ch

-. Freq, Modulation Type

Searching

• Upstream Path Attenuation

-. Downstream QAM

• Upstream Channel ID
• NFP(Noise Filter Processing)

Auto Detect
• IP Status
-. Local IP Address
-. Gateway
-. DHCP,TOD,TFTP Server
-. Ping Address
• Constellation
-. QAM Analysis
• Limits Setup,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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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메뉴 구성 / 설정 / 운용
1. 초기 화면

전원 ON

Self Test(초기화)

※ 주의
1. 터치스크린의 표면에 끝이 날카로운 것이나 과도한 충격을

절대

가하지 마세요.

2. 터치스크린의 보호를 위해 보호 필름이 장착되어 있으니 이를 제거하지 마세요.
3. 본체에 과도한 충격이나 습기, 열기에 노출치 마시고 본체 표면을 유기용제로 표면을
닦지 마세요
4.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6시간 이상이면 만충전이 이루어짐으로 이틀이상 충전치 마세요.
5. 배터리 잔량표시의 막대표시가 없으면 20

30분 내에 전원이 꺼지므로 즉시 충전하

거나 AC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6. 대부분의 계측기에는 측정 결과를 Display하는 데에 약간의 Time Delay가 있사오니
선택된 결과가 완전히 Display된 후에 다른 선택 버튼을 누르세요.
7. CAS-100을 가방에 넣어 보관 시나 이동 시에 전원 스위치를

위로

향하도록 하세요.

실수로 전원 스위치가 켜질 수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전원이 인가된 케이블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 CAS-100 본체에 부착된 라벨이 파손되면 적절한 A/S를 받을 수 없사오니 Serial No가
인쇄된 라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력콘넥터가 소손될 수 있으니 동봉한 EZ콘넥터(어댑터)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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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 이동 아이콘
☞ 배터리 잔량 표시
- AC 어댑터로 충전시
‘Charging’으로
전환
☞메뉴 선택 시 바탕의
음영이 변화됨

메인 메뉴

2. Digital Level
☞ 케이블모뎀이 CMTS와 링크가
☞ Enter

되지 않는 경우 하향 정보만 측정
하기 위한 메뉴

※ Cable Modem모드에 먼저 Link하면 TOD Server를 통해 측정 당시의 시간을 Download하
여 CAS-100 내에 시간 정보를 저장합니다. 단, 전원이 유지될 때까지만 나타냅니다.

측정대상의 주파수(채널 번호) 선택 방법
◆ Manual 측정
; 측정대상의 주파수(채널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입력 방법 (Main Menu⇒System Setup ⇒Modem Setup 1/2⇒ Manual)
◆ Automatic 측정
; 측정대상의 주파수(채널번호)를 모르는 경우 QAM신호 자동측정
; 입력 방법 (Main Menu⇒System Setup ⇒Modem Setup 1/2⇒ 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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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측정 화면

☞ 운용자가 측정지역의 서비스 채널
및 주파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
우 측정
☞ CMTS와 연결이 안될 경우 하향레벨
만 측정
※ 하향이 정상인 경우는 상향이
문제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서비스 채널 / 주파수 입력
-. 방향키로 숫자 입력
-. 채널을 변경하면 주파수는
자동적으로 중간주파수로
변경됨.(채널 우선)
☞ MORE enter 후 save
☞ 메인 메뉴에서
‘Digital Level’enter

◆주파수 설정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고 Digital Level을 선택 시

Digital Level에서 2단계 임을 표시

☞ 서비스 하향 채널 및 주파수의
가용성(Lock) 확인
- Yes : QAM신호임을 확인
- No : QAM신호가 아닌 다른
미디어 신호(아날로그
TV 등)임을 확인
☞ 하향 채널 및 주파수 확인
☞ 하향 Power Level 측정
☞ SAVE :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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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evel 2에서

MORE

☞ 하향 측정 결과 확인
-. SNR
-. BER(PRE FEC, POST FEC)
-. Level
-. Frequency
-. Modulation Type
-. Error Second
.PRE : Pre BER 제한값(PRE FEC
BER 1.0E-6)을 초과한
에러발생 시간(초)
.PST : Post BER 제한값(PST FEC
BER 1.0E-6)을 초과한
에러발생 시간(초)
-. Severely Error Second
.Post BER 제한값(PST FEC
BER 1.0E-3)을 초과한
에러발생 시간(초)

MORE

☞ 하향 측정 추가 정보 확인
-. Constellation
(QAM 심볼 분석)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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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 디스플레이의 1/4면
만을 확대하여 디스플레이

Digital Level 2 에서

CHANNEL

☞ 다른 가용 하향 채널 및 주파수
입력
☞ 채널 번호를 변경하면 주파수도
자동으로 변경됨
☞ NEXT를 누르면 Digital Level 2로
연결됨.

Digital Level 2 에서

LINK

☞ Cable Modem 메뉴의 Manual Link
와 동일한 측정
☞ 매뉴얼 하향 채널(주파수)로
CMTS와 연결
☞ Upstream Channel 번호는
CMTS 상향 채널 ID 이며 무시해도
상관없슴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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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Setup 메뉴의 Modem Setup
에서 MAC Address 설정을 ‘User
Defined’ 로 한 경우 좌측의 메뉴
로 넘어감
- MAC Address를 숫자 키패드로
순차적으로 입력
☞ System Setup 메뉴의 Modem Setup
에서 MAC Address 설정을
‘Default’ 로 한 경우는 좌측의
메뉴를 생략하고 CMTS와 접속을 시
도함.
NEXT

☞ CMTS와 연결
- 하향 주파수 측정
※ Locked : QAM신호임을 확인
- CMTS 상향 채널 ID(포트 번호) 및
모뎀 상향 출력 파워 측정
※ 상향파워값이 디스플레이만 되더
라도 통신상에는 문제가 없슴.
- DHCP서버의 IP 제공 확인
- TFTP서버의 QoS 최종승인 확인
※ 만일 사용자 모뎀 MAC이 서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DHCP Service
또는 Registration 절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Digital Level 2 혹은 4 에서

☞ 다음절차(NEXT)는 Cable Modem 메뉴
의 ‘Modem2–상.하향 측정값 정보’
로 진행됨.

SAVE

☞ SAVE :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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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접속 모드(Modem Initialisation)에서의 장애 진단 요령

☞ 하향 장애 (하향신호가 없을 때)
☞
☞
☞
☞
☞

하향주파수 표시
Locked 표시 없슴
Reset 반복
하향주파수 변동 (435/437)
Digital Level 메뉴로 하향레벨 재 확인
필요.
-. < -20 dBmV 를 나타내면 하향신호가
없음을 의미함.
LED> Sync Off
D/S 깜빡임

☞ 상향 장애 (상향 전송 경로가 끊긴 경우)
☞ 하향주파수 표시
☞ Locked 표시
☞ 상향 채널 ID 만 표시
☞ 상향 파워레벨 표시 없슴
☞ 상향 채널 ID 변동
☞ Reset 없이 하향주파수 변동 (435/437)
LED> Sync On
D/S, U/S 깜빡임

☞ 상향 장애 (상향 전송 손실이 큰 경우)
☞
☞
☞
☞

하향주파수 표시(불변)
Locked 표시
상향 채널 ID 표시(가변)
상향파워레벨
+61.0dBmV(최대) 표시(불변)
☞ 상향 채널 ID가 잠깐씩 변동됨.
-. 1분 이상 관찰하여 변동여부 확인.
☞ Reset 없슴
LED> Sync On
D/S, U/S 깜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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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장애 (모뎀 MAC주소가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TFTP 오류시)

☞
☞
☞
☞
☞

하향주파수 표시
Locked 표시
상향 채널 ID 표시(불변)
상향파워 레벨 표시
DHCP Service 에서 표시 없슴
(IP를 받지 못함)
또는
DHCP Service에서 IP를 받고
Registration에서 표시 없슴(승인 불가)
☞ Reset반복
☞ 하향주파수 변동 (435/437)
LED> Sync On
D/S, U/S 깜빡임
ISP의 서버운용 방법에 따라 다름.

※ Cable Modem Link 접속 시도 후 다른 메뉴로 이동 시 Reset됨.
디스플레이된 메시지(Waiting for modem reset)가 사라진 후 터치해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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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측정 화면
☞ 운용자가 측정지역의 서비스 채널
및 주파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측정
☞ 시작 채널 번호와
종료 채널 번호 선택 입력
☞ MORE enter 후 save
☞ 메인 메뉴에서
‘Digital Level’enter

☞ 가용 하향 주파수 검색
☞ 서비스 하향 채널 및 주파수의
가용성(Yes) 확인 후 반드시
Stop키를 누르고 가용채널을
선택하여 NEXT키를 누르면
자동 링크
☞ Start를 다시 누르면 종료 하향 채
널까지 다시 검색
☞ 하향 Power Level 측정
☞ SNR 측정
※STOP키를 누르면 키 인식의 Time
Delay로 한 주파수를 더 Display함.
※START/STOP은
Toggle
Key이므로
STOP한 후 계속 주파수 검색을 원하
면 START키를 누르면 됨.

☞ 다음 절차(NEXT)는 위의 Manual LINKING 측정과 동일하며,
‘Digital Level 2’의 절차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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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ble Modem
☞ 케이블모뎀이 CMTS와 정상적으
로 링크가 된 경우 상,하향 정보
☞ Enter

모두를 측정하기 위한 메뉴

◆ Manual Link 측정
(Main Menu⇒System Setup ⇒Modem Setup 1/2⇒ manual )
☞ 운용자가 측정지역의 서비스 채널
및 주파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
우 측정
☞ 가입자 케이블모뎀 MAC 주소 입력
(가입자 모뎀 불량 여부 확인)
또는 계측기 내부 MAC 이용
→<System Setup> –<Modem Setup >
메뉴의 MAC Address 설정 참조

☞ Next(LINKING)
NEXT

☞ CMTS와 연결
- 하향 주파수 측정
※ Locked : QAM신호임을 확인
- CMTS 상향 채널 ID(포트 번호)
및 모뎀 상향 출력 파워 측정
※ 상향파워값이 디스플레이만
되더라도 통신상에는 문제가
없슴.
- DHCP서버의 IP 제공 확인
- TFTP서버의 QoS 최종승인 확인
※ 만일 사용자 모뎀 MAC이
서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DHCP Service 또는
Registration 절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NEXT

☞ 다음절차(NEXT)는 Cable Modem
메뉴의 ‘MODEM 2 –상.하향 측정
값 정보’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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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 측정 결과 확인
-. 하향 주파수 측정
-. Modulation Type
-. SNR, BER(PRE FEC, POST FEC)
-. Level
☞ 상향 측정 결과 확인
-. 상향 주파수
-. Modulation Type
-. 모뎀 출력 Level
-. PER(Packet Error Rate),
Lost Packets
☞ SAVE : 데이터 저장
MORE

☞ 측정 추가 정보 확인
-. IP Status
-. IP Traffic(Ping Test)

IP Status

☞ IP
-.
-.
-.
-.
-.

상태 정보
모뎀 IP 주소
게이트웨이 IP 주소
TFTP 서버 IP 주소
TOD 서버 IP 주소
Ping 목적지 IP 주소

※ System Setup의 Modem Setup에서
Ping Address로 설정

-. DHCP 서버 IP 주소
-. TFTP 파일
※ 모뎀 업그레이드(TFTP)는 수동으로
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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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m 2 에서

IP Traffic

☞ IP
-.
-.
-.
-.
-.

트래픽 정보
PER (패킷 에러율)
송신 패킷 수
수신 패킷 수
손실 패킷 수
Ping Time(데이터 전송 평균
시간, ms)
-. Max CPE : 모뎀이 사용할 수
있는 IP 수

Modem 2 에서

Dwnstrm

☞ 하향 측정 결과 확인(추가 정보)
-. SNR
-. BER(PRE FEC, POST FEC)
-. 주파수, 레벨
-. Max Speed(하향제한속도,QoS)
서비스품질 확인(Pro,Lite등)
-. E.S 1 :Pre Errored Second
-. E.S 2 :Post Errored Second
-. Severly Errored Second
-. Constellation(QAM 심볼 분석)
☞ 데이터 저장
Zoom

☞ Constellation 디스플레이의 1/4면
만을 확대하여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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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m 2 에서

Upstrm

☞ 상향 측정 결과 확인(추가 정보)
-. 모뎀 출력 Level
-. 상향 경로 감쇄값
※ 모뎀과 CMTS 상향포트간의
경로 손실 값
-. 주파수
-. 변조방식
-. 상향채널 대역폭
-. 상향제한 속도(QoS) 확인
◆ Automatic Link 측정
(Main Menu⇒System Setup ⇒Modem Setup 1/2⇒ Automatic)
☞ 운용자가 측정지역의 서비스 채널
및 주파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 측정
☞ 가용 하향 주파수 검색
☞ 서비스 하향 채널 및 주파수의
가용성(Yes) 확인 후 Stop키를
누르고 가용채널 선택하여
NEXT키를 누르면 자동 링크
☞ 하향 Power Level 측정
☞ SNR 측정
※STOP키를 누르면 키 인식의 Time
Delay로 한 주파수를 더 Display함.
※START/STOP은
Toggle
Key이므로
STOP한 후 계속 주파수 검색을 원하
면 START키를 누르면 됨.

NEXT

☞ System Setup 메뉴의 Modem Setup
에서 MAC Address 설정을 ‘User
Defined’ 로 한 경우 좌측의 메뉴
로 진행
-. MAC Address를 숫자 키 패드로
순차적으로 입력
☞ System Setup 메뉴의 Modem Setup
에서 MAC Address 설정을
‘Default’ 로 한 경우는 좌측의
메뉴를 생략하고 CMTS와 접속을 시
도함.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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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S와 연결
- 하향 주파수 측정
- CMTS 상향 채널 ID(포트 번호)
및 모뎀 상향 출력 파워 측정
※ 단, NFP 모뎀망에서의 측정은
(N)으로 표시됨.
- DHCP서버의 IP 제공 확인
- TFTP서버의 QoS 최종승인 확인
☞ 다음절차(NEXT)는 Cable Modem
메뉴의 ‘MODEM 2 –상.하향 측정
값 정보’로 진행됨.
NEXT

☞ 다음 절차(NEXT)는 위의 Manual LINKING 측정과 동일하며,
‘MODEM 2’의 절차로 넘어감

※ 케이블모뎀 링크 후 메인 메뉴로 이동 시 디스플레이 하단에
Waiting for Modem Reset

메시지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터치스크린 패널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으며, 메시지가 사라지면 동작됨.
Waiting for Modem Reset

메시지가 사라지기 전이라도 System Setup 메뉴는

동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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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stem Setup

☞ Enter

◆ System
☞ 현재 시각, 연월일
-. Cable Modem 링크 후 TOD서버
로부터 인식함.
※ 단, 전원이 OFF될 때까지 인식함.

☞ 전원 OFF 시간 조정
-. 측정 입력이 없는 경우
LCD 전원 자동 OFF
-. Always : 늘 켜짐
-. 5 min : 5분 후 자동 꺼짐
-. 10min : 10분 후 자동 꺼짐
※ 터치스크린 LCD를 한번 만지면
전원 ON

☞ System Default
-. Default : 계측기 Default MAC
어드레스 확인
-. Reset : 모뎀 강제 Reset
-. Not Change : 현재 상태 유지
※ SAVE 시 실행됨.

☞ Firmware Ver : 펌웨어 버전
☞ SAVE : Setup 상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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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Table

☞ 채널 방식 선택
-. NTSC Standard
-. IRC(Incrementary Related
Carrier)
-. HRC(Harmonically Related
Carrier)
→ EIA는 Standard와 동일함
☞ 선택 후 NEXT(SAVE)
☞ 모뎀 측정방법 선택
-. Manual
: Dwell on ranging
Freq (서비스 하향 주파수를 정
확히 아는 경우)
-. Automatic : Start at ranging
Freq (서비스 하향 주파수를 정
확히 모르는 경우)
☞ Manual
-. 가용 채널, 주파수
☞ Automatic
-. 시작/종료 하향 채널

◆ Modem Setup

☞ MORE 선택 후 SAVE

MORE

☞ Ranging Method
-. Dwell on ranging Freq :
특정 주파수 지정
-. Start at ranging Freq :
선택한 범위내의 주파수
(채널) 대역에서 Scan 시작
☞ CMTS 상향 포트 수신 레벨
☞ 패킷 사이즈 : 1024 / 512 bytes
☞ Ping Address:기본은 Gateway이며,
목적지 IP 주소 입력가능
☞ MAC 어드레스 설정 방법
-. User Defined
(사용자 모뎀 MAC 설정)
-. Default(CAS-100의 MAC)
※ Default MAC은 사전에 서버 등록
필요

☞ Fixing Upstream : NFP 서비스 구
간에서의 상향 고정 주파수 설정
단, 일반지역은 00.00MHz로 설정
하며, 변경 저장후 Reset됨.
☞ SAVE : Setup 상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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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Max
☞ 제한값 설정
-. 사업자별 네트워크 운용 기준
설정
☞ 하향(64QAM/256QAM 구분)
-. 최소 BER(Pre FEC, Post FEC)
-. 레벨(최소, 최대)
-. SNR(최소)

MORE

☞ 상향
-. 모뎀 출력 레벨(최소, 최대)
-. 상향경로 감쇄(최소, 최대)
-. Packet Error Rate :
패킷에러율
-. Ping 평균 Time(최대) :
데이터 전송 평균 시간으로
설정값을 초과한 패킷은 손실
패킷으로 간주함.
※ PER은 Modem 2 화면과 Modem 3
화면(IP Traffic)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아래사항을 권장함.
-. 정확한 측정은 Modem 3
(IP Traffic)에서 측정함을 권장
※ 멀리 떨어진 Ping Address 선택 시
Ping Time을 200ms 이상 설정 요
망.
※ Min Max 제한값을 벗어나면

빨간색 텍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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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됨.

5. File Manager

☞ Enter

File Manager
☞ 저장 데이터 표시
-. 일련번호, MAC주소,
월/일/시/분, 저장 데이터 형태
☞ Type A : Downstream 측정 데이터
☞ Type B : Constellation Map을
포함한 Downstream
측정 데이터
☞ Type C : Down/Upstream 측정 데이
터
☞ Type D : Constellation Map을 포
함한 Down/Upstream 측
정 데이터
☞ COPY : PC로 전체파일복사
(CAS-100에는 파일이 남음)
☞ ERASE : 전체파일 삭제
(CAS-100에서 수행)
☞ MORE : Next page

6. LED Status
◆
◆
◆
◆
◆
◆

POWER
PC(LAN)
U/S
D/S
SYNC
Ready

–
–
–
–
–
–

전원 상태 표시
ETHERNET 검색 상태 표시
송신 데이터 상태 표시
수신 데이터 상태 표시
모뎀 수신 신호 상태 표시
모뎀 서비스 상태 표시(통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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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C프로그램
동봉된

디스켓(혹은

www.admotech.co.kr에서

프로그램

Download가능)의

CAS-100 Download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CAS-100
으로부터 측정데이타를 Download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상태 표시창에 Ready가 표시되
게 된다.

CAS-100과 PC를 동봉된 RS232C 케이블로 연결한 후 CAS-100의 File Manager의
COPY 키를 누르면 상태 표시창에 Downloading이라는 표시되며 CAS-100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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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100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된다. 데이터 전송이 완
료된 후 SAVE 버튼을 누르면 파일명(텍스트화일)을 Key in할 수 있고 저장된 파일을 불
러오려면 LOAD버튼을 누르고 기존의 파일이 Load된 상태에서 CAS-100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Download하면 기존 파일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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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한 데이터에서 Constellation을 Double Click하면 CAS-100에서 저장하였던
Constellation Map을 볼 수 있다. 이때 각 Constellation Map의 파일명은 자동적으로 할
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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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텍스트 화일을 MS 엑셀 화일로 불러오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메뉴바에서 데이터 –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 텍스트화일 가져오기 – 저장한
텍스트화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새로운 파일은 기존 파일과 계속 연결하여 사용,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측정항목 제목은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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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처리 사례
※ 야간시간에 끊김 현상 발생

☞ SNR : 25.6dB
☞ 옥내 측정(불량 분배기 제거 전)

☞ SNR : 29.8dB
☞ 옥내 측정(불량 분배기 제거 후)

☞ SNR : 36.9dB
☞ 탭(T/O)에서 측정

☞ SNR : 31.2dB
☞ 옥내 재측정
(탭에서 불량 분배기 교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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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관 및 제품 사양

1. 외관

2. 제품 사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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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
Downstream SNR Range
21 to 35(<) dB
Downstream SNR Accuracy
±2.0 dB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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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t Error Rate / Packet Error Rate

Downstream BER Range
1.0 ×E-9 ～ 1.0 × E-3
Errored Seconds
Numerical Count of Downstream Errored Seconds
Severely Errored Seconds
Numerical Count of Downstream Severely Errored Seconds
FEC(Forward Error Correction)
Downstream : Viterbi/Reed Solomon, ITU J.83 Annex B
Upstream
: Reed Solomon
Bit per Symbol
QPSK
: 2bit
16 QAM : 4bit
64 QAM : 6bit
256 QAM : 8bit
Packet Error Rate (ICMP)
Tx Packets, Rx Packets, Lost Packets, Ping Tim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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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

라. Micro Processor /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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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its StrongArm
16 MB Flash Memory
32 MB SDRAM

마. Power
Adapter(Charger)
Input : 100 ～ 250VAC, 50 ～ 60Hz, 0.5A
Output : +12VDC, 1.5A
내부 재충전 배터리 : NiMH Battery Pack
충전 배터리 사용시간 : 완전 충전 시 3 시간 이상 연속 사용
※ 주의 : 연속적으로 2 일 이상 충전하지 마세요.
Automatic Low Battery Shutdown

바. Interfaces

RS 232 Serial Port
RJ-45 10BaseT(Ethernet)
75Ω F81(Female)
사. Display

Color Active Matrix LCD 320 ×240 pixels
Touch Screen Panel Switch
LED Indicator

아.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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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배터리 충전기
사용 설명서
휴대용 가방
PC용 프로그램 디스켓, RS232C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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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사항

◆ 디지털 신호의 특징
<장점>
- 한번 양자화(quantization = 디지털화) 되면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 원본과 100%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다.
- 전송 중에 발생하는 에러를 자동으로 복구시키는 알고리즘이 가능하다.
- 전송 거리가 멀어도 repeater 를 이용하면 신호의 왜곡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다.
-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암호화가 가능하다.
- 정보 저장의 단위와 용량이 명확하다.
- 상대적으로 아날로그보다 잡음에 강한 편이다.

<단점>
- 신호 자체가 주파수 대역폭을 많이 차지한다.
- 아날로그 신호의 미묘한 특성을 100% 간직할 수는 없다.
- 회로 구조가 복잡해진다.
- 순간적인 오류가 이후의 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신호의 동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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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R(In-Channel Signal to Noise Ratio)
- 채널내 신호대 잡음비, QAM 변조에러율 측정 -

◆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SNR을 나타내는 MER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의 SNR 또는 CNR과
유사하다.
◆ 디지털 신호 측정값인 SNR은 이상적인 QAM신호의 평균레벨에 대하여 에러레벨의 비율
을 측정하여 디지털 채널의 손상을 알려주는 파라미터 이다.
◆ 간단히 캐리어레벨과 잡음전력을 측정하는 것은 신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위상잡음
(phase noise)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이다.

◆ 아날로그 비디오와 달리 QAM 변조는 진폭변조(AM)와 위상변조(PM)를 사용한다.
◆ 제한된 전송 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송파의 진폭
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시키는 방식이 QAM이다.
◆ QAM은 MPSK와 달리 위상 뿐만 아니라 크기도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지만, 에러에 취약한 편이다.
◆ 디지털 SNR 측정은 일시적이지 않은 손상(예를 들어 시스템 잡음, 레이저 클리핑과
같은 비선형 왜곡, CSO, CTB, 불요 인그레스 등)을 발견하여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기능
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운로드 속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모뎀접속 지점을 기준
으로 64QAM은 23dB, 256QAM은 28dB 이상의 SNR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모뎀의 접속장애 또는 현저한 통신속도의 저하가 유발된다.
◆ 이상적인 constellation 위치에 벗어날수록, SNR은 저하된다.
-. Constellation 형태를 이용하여 장애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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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SNR

저하된 SNR

◆ 진폭과 위상 잡음에 의해 constellation의 위치가 영향을 받는다.

진폭 잡음

위상 잡음
Carrier 위상

기타 잡음 및 간섭

Carrier 진폭

◆ SNR (Signal-to-Noise Ratio ; 신호대 잡음비) 정의
채널에서 뿐만이 아니라 SNR 은 자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표인데,
말 그대로 통신 신호와 잡음간의 전력비를 의미한다. 주로 decibel(dB)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의 좋고 나쁨이 채널을 통과한 신호의 왜곡정도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S/N = 20log10(Vs/Vn)

Vs : 입력 신호 레벨, Vn : 입력 잡음 레벨

◆ MER(Modultation Error Ratio) 정의
MER = 20 Log(Average Symbol Magnitude / Average Error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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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러 크기(Average Error Magnitude)
이상적인 심볼 위치

평균 심볼 크기(Average Symbol Magnitude)

I

◆ BER(Bit Error Rate)
- 비트 에러율 측정 –

◆ 변조시스템과 비트에러
디지털 변복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송되는 파형이 어느정도
찌그러지더라도, 0 과 1 의 부호만 정확히 판별이 되면 완벽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단순성에 있다. 반면에 심한 잡음으로 인해 1 로 변조된 신호가 0 으로 복조되는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신호가 전송되는 경우가 되어 버리므로 이러한 비트 에러를 줄이는 것이
디지털 변복조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비트에러율은 채널의 잡음
특성과도 관계가 깊지만, 디지털 신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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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 플롯
BER 플롯은 SNR 에 따른 비트 에러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원하는
비트 에러 이하의 SNR 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송신신호의 전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BER 은 SNR 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아래 그림은 BER 분포의 몇가지
예이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SNR 의 크기, 즉 전송전력의 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세로축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다. 세로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수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있어야 에러가 적다는 의미가 된다.

◆ BER은 전체비트 수와 오류비트 수 간의 비율이다.
◆ 운용 시스템의 비트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스템의 에러 마진이 얼마나 남았
는지는 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BER = Total Error Bits / Total Bits
◆ FEC(Forward Error Correction)은 디코딩 회로를 통해 에러를 정정하는 기능을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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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 Post BER 측정을 통해서 시스템의 장애를 예측할 수 있다.
- Pre FEC BER : FEC 디코더 전단에서의 BER 측정
- Post FEC BER : FEC 디코더 후단에서의 BER 측정
※ Post FEC BER 발생은 FEC 디코딩(오류정정) 후에도 에러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케이블모뎀 네트웍상에서 에러검출과 재전송이 발생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저하된다. 그로므로 Post FEC BER 은 데이터 전송 속도 판단 기준이 되는 측정 파라
미터이다.
◆ Error Second(Pre) : Pre FEC에서 BER의 threshold가 1.0E-6 이상으로 발생한 시간
◆ Error Second(Post) : Post FEC에서 BER의 threshold가 1.0E-6 이상으로 발생한 시간
◆ Severely Error Second : Post FEC에서 BER의 threshold가 1.0E-3 이상으로 발생한
시간
※ E.S 및 S.E.S는 총 측정시간 중 비트에러가 위의 제한값을 초과한 시간들을
나타내므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비트에러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파라미터
이다.
※ 위의 ES 및 SES는 본 제품에 적용한 threshold값임.
◆ 디지털 SNR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장애요소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BER
과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일시적인 간섭(임펄스 장애)이 발생한 경우, SNR은 양호하지만 BER은 저
하될 수 있다.
-. 콘넥터 접불 또는 부식
-. 스위프 시스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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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SNR 및 BER 동시 분석

◆ 아래 그림은 BER은 양호하지만, SNR의 변화상태를 보여준다.

SNR 양호/BER 양호

SNR 보통/BER 양호

SNR 불량/BER 양호

※ CAS-100 을 이용한 SNR(MER)/BER 동시 측정 분석

구분

인그레스

인그레스

SNR(MER) 저하

임펄스

SNR(MER),BER
동시 저하

임펄스

SNR(MER),BER
동시 저하

BER 저하

◆ Digital Signal Level Measurement
- 디지털 신호 레벨 측정 -

◆ 아날로그와 디지털 캐리어는 채널을 점유한 신호의 내용물 및 파워의 분포 관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한 시스템의 왜곡특성은 모든 캐리어의 전체 파워(total power)와 관계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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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적의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 평균(Average) and 최대치(Peak) Power
-. 평균전력은 그 시간적인 전력변화를 고려한 값이다.

◆ 아날로그 비디오 Power
-. 아날로그 비디오 캐이어의 평균전력은 화면(picture)에 따라 달라진다. 어두운
화면은 밝은 화면보다 평균전력이 높다.
-. sync 펄스 동안에, 비디오 캐리어는 Peak 파워값이 되고, 장면과 장면간에 변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최대치(peak) 파워는 아날로그 비디오 측정의 표준
이 되었다.

Synch 펄스

최대치 전력
(Peak Power)

비디오 콘텐츠

평균 전력
(Average Power)

밝은 화면

어두운 화면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Peak Power)
= One Frequenc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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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호 Power
-. 아날로그 캐리어와는 다르게 디지털 캐리어 파워는 점유 채널 주파수 안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QAM 디지털 캐리어(Average Power)
= Bandwidth Measurement

◆ 디지털 신호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특정 bandwidth를 필요로 한다.
◆ Peak 파워가 동일할 때, BW가 넓을수록 평균전력은 크다.

최대치 전력(Peak Power)
-. 아날로그 RF레벨메터 측정값
디지털신호

디지털신호

freq

평균 전력 (Average Power)
-. 디지털 파워메터 측정값

◆ BW는 디지털신호 측정 시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 일반적인 아날로그 RF 레벨 메터는 이러한 BW를 고려하지 않았다.
◆ 디지털 캐리어 측정은 인접 채널파워를 배제하여, 측정 채널내의 점유 주파수에서 파
워를 측정한다.
◆ 디지털 케이블모뎀 분석기는 64/256QAM 신호의 6MHz 밴드폭의 평균 파워값으로 자동
적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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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
- QAM 심볼 벡터 분산도 측정 -

◆ Real 신호와 Complex 신호
일반적으로 신호는 수학적인 계산특성에 따라 Real 신호와 Real/ Imaginary 가 동시에
존재하는 Complex 신호로 분류된다.
Real Signal : cos ωt
Complex Signal : cos ωt + j sin ωt

◆ I / Q 플롯
복소 신호를 직교 좌표를 통해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이 X 축은 실수부, Y 축은
허수부로 표현된다. 이것을 신호의 관점에서 분류할 때 실수(Real)축을 I 채널 (Inphase), 허수 축을 Q 채널 (Quadrature-phase)이라고 표기한다. 즉 일반적으로 I-Q
채널이라 함은 정현파 신호를 복소수 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복소수의 직교좌표와 극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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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SK (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BPSK 가 1 과 0 의 두가지 신호만을 구분하는 변조인 반면, QPSK 는 4 가지의 디지털
신호를 구분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QPSK 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00, 01, 10, 11 의
4 가지 2bit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같은 시간내에 BPSK 보다
2 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BPSK 가 반송파의 위상을 180 도씩
바꾸어가면서 전송했다면 QPSK 는 90 도씩 위상을 변화시켜서 4 개의 신호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렇듯 M=4 인 MPSK 즉, 4 PSK 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QPSK 라고 불리운다.
PSK 계열의 전송방식은 반송파의 전압, 즉 I/Q 플롯에서 신호들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상만으로 신호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보여진 QPSK 의 일반적인 두가지 I/Q 플롯 형태는 초기 위상값만 다를 뿐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2 가지 QPSK 방식의 I/Q 플롯>

41/46

<QPSK 의 변조 원리>

MPSK 는 BPSK 와 QPSK 를 포함한 M-ary PSK 를 의미한다. M-ary 혹은 M 진 변조라 함은
1 과 0 만으로 구성된 2 진 디지털 신호가 아닌, 크기가 일정한 단계별로 분포하는
multilevel 신호의 level 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 16 단계로 양자화된
신호를 한번에 보내려면 적어도 16 가지의 신호좌표를 가진 multilevel signaling
변조를 해야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반송파신호를 16 가지의 위상차를 두게
만들어 16 가지 서로 구분되는 신호를 보내는 16 PSK 를 사용할 수 있다. MPSK 에서
M=2 인 경우, 즉 두 종류의 신호를 사용하면 BPSK, M=4 인 경우를 QPSK 라고 부르기
때문에 MPSK 라 함은 이러한 PSK 계열을 모두 포함한 용어이다.
이렇듯 여러 단계로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보낼 때는 이러한 multilevel signaling
변조법인 MPSK 이나 QAM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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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SK 에서의 신호 판별영역>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Multilevel signaling 을 복조할 때는 I/Q 플롯을 기준으로
각 신호 마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신된 신호좌표의 위치를 통해 원래 신호를
찾아낸다. 채널을 통과하면서 위상이나 크기의 왜곡이 생기는데, MPSK 를 이용하면
신호크기의 왜곡은 거의 무시되고 수신신호의 위상만을 주요한 구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진 8 PSK 의 8 가지 신호가 잡음으로 인해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다른 비트로 판단되어 에러를
유발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M-PSK 시스템의 I/Q 플롯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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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은 디지털 신호를 일정량만큼 분류하여 반송파 신호와 위상을 변화시키면서
변조시키는 방법이다. QAM 은 MPSK 와 달리 위상 뿐만 아니라 크기도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지만, 에러에 취약한
편이다.
16-QAM 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a)에서 처럼 16 개의 level 로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는 (b)와 같이 I/Q 플롯의 16 개의 좌표로 분산되어 변조된다. 즉
위상과 크기가 각각 다른 16 개의 신호공간을 통해 한 좌표당 4bit 의 2 진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수신단 측에서는 그림 (b)에서 나타난 것처럼 16 개의
신호좌표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신된 신호가 어느 영역에 위치하느냐를
관측하여 원래 신호로 복조하게 된다.

(a) 시간영역의 디지털 신호

(b) I/Q 플롯 신호공간도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16 QAM 의 경우 12 가지의 위상과 3 가지의 신호크기를
조합하여 총 16 개의 신호가 바둑판처럼 사용되게 된다. (I/Q 플롯에서 반지름은 신호의
크기를 말하며, I 축을 기준으로 신호가 돌아간 각도는 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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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6QAM의 I/Q 플롯에서 좌표 신호 배치
◆ QAM 의 종류 (MQAM)
QAM 은 사용하는 신호좌표의 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MPSK 와 마찬가지로
M-ary 방식이라서 QAM 을 MQAM 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2 의 승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호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MQAM 을 보여주고 있다.

-. 64 QAM : I 축에 8개의 레벨, Q 축에 8개의 레벨이 있어 총 64개의 심볼을 표현함.
한 개의 심볼은 6비트를 나타냄.
-. 256 QAM : I 축에 16 개의 레벨, Q 축에 16 개의 레벨이 있어 총 256 개의 심볼을
표현함. 한 개의 심볼은 8 비트를 나타냄.
-. QPSK 보다 데이터 전송효율은 높지만, 심볼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높은 SNR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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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상 주의 사항

1. 본 제품의 LCD는 지나친 충격에 인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동봉한
터치 펜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충전 시 정격 어댑터 사용(만충전 소요시간 : 6시간)
-. 지나친 충전은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입력콘넥터가 소손될 수 있으니 동봉한 EZ콘넥터를 사용하여 주십
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코어넷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39
☎ (02) 2677-9904,5070 / FAX : (02) 2677-9996
H.P : www.corenet.co.kr

☞ ㈜에드모텍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8-5번지 벤처타운
장영실관 205호
☎ (042) 936-1353,4 / FAX : (042) 936-1350
H.P : www.adm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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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 저희 코어넷 및 에드모텍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CAS-100에 부착된 라벨의 파손 시에는 보증수리 규정에 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제품 고장발생시 구입점으로 연락주세요. (대리점 이용이 안될 경우 에드모텍이나 코어넷으로 연락 바립니다.)
•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 부품 보유연한은 6년입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제 품 명
구 입 일

케이블모뎀망 분석기
년
월
일

모 델 명
SERIAL NO.

CAS-100

CAS-100의
제품 보증기간은 1년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

구입후 1년(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날 경우에만 무료서비스
를 받을수 있습니다.

1.고장이 아닌 경우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설
명서를 읽어 주세요.(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 기준에 준함)
2.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함부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지정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 발생시 예)규정된 AC/DC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설치 후 이동 시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시
• 에드모텍에서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3.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인한 고장 발생시
• CAS-100에 부착된 라벨의 파손 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램프류, 필터류, 등)
4. 유상 비용
• MODEM B/D 교체 : 200,000원
• LCD 교체 : 300,000원
• BATTERY 교체 : 50,000원
• HOUSING 교체 : 100,000원
• CONTROL B/D 교체 : 400,000원

보상내용

소비자 피해 유형

보증기간내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
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
요한 수리를 요할때
수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
리
시
가
동일 하자로 4회째 고장 발생시
능
수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
리
능시(부품 보유기간 이내)
불
수리용 부품은 없어 수리 불가능
가
시(부품 보유기간 이내)
능

보증기간이후

교환 또는 환급

제품교환
무료수리
유료수리
제품교환
제품교환
제품교환 또는 환
급

정액 감가상각후
교환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
하여 환급

이 보증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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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 가 239 번지
TEL:02)2677-9904,5070 / FAX:02)2677-999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8-5번지
벤처타운 장영실관 205호
TEL:042)936-1353,4 / FAX:042)936-1350

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