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테스트 & 측정 부문

JDSU PathTrak™ HCU200
초기 도입 비용과 크기 감소, 성능 유지

주요 장점

HCU200의 전면 및 후면 모양

어플리케이션
• PathTrak을 적용하기에 너무 작은 허브
사이트까지 모두 모니터링 가능
• 현장용 측정기와 상호 작용(DSAM Field
View 및 Field View QAM™)
• 가입자 서비스상에 장애 원인 인지
• Codeword 에러 감지를 통해 우선적으
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해결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는지 확인
• 단순한 유입잡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형 장애와 레이저 클리핑을 포
함하여 중요한 모든 유형의 장애 감지

•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MACTrak™으로 한 명의
가입자까지 유지 관리가 가능.
• MACTrak이 포함된 HCU200은 복잡한 상향스트림에서 실시간 케이블
모뎀 US(업스트림) 반송파 품질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스펙트럼 기반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그 이상의 기능을 제공.
• 네트워크 가용성 및 서비스 가동 시간 증가.
• 주요 매출 보호 및 서비스 품질 이슈로 인한 고객 이탈 위험 감소.
• DSAM과의 상호 작용으로 운영 효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
• 독립형 허브/헤드엔드 스펙트럼과 QAM 분석 도구 필요성 제거.
• 컴팩트한 모니터링 솔루션.
• 기존 PathTrak 시스템의 손쉬운 확장.

HCU200
현재 시행되고 있는 DOCSIS® 3.0 환경에 있어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향대역에서 보다 넓은 반송파 대역을 사용하고 장애에 더 민감한 고변조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반송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서비스 중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방적 유지 관리 절차를 만들고
시행하여 노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측정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상향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인 PathTrak(HCU200)은 SSD 데이터 저장
기능을 가진 1RU 크기에 16포트 입력을 지원합니다. 이 장비는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대형 장비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 허브(지사)와 헤드엔드에 적합합니다. 노드 분할로 인해 추가적인
모니터링 포트 부족시 기존 HCU1500에 , HCU200을 증설하여 증설된 노드의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CU200은 기존의 PathTrak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Codeword 에러 탐지 기능이
있는 MACTrak 기술과 케이블 모뎀 문제 해결을 위한 MAC 주소 추출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0.5 - 85 MHz 주파수 범위를 지원하기 때문에 DOCSIS 3.0
호환시 업스트림(상향) 확장 시에도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PathTrak 하드웨어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각각의 HCU200에는 자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와 스펙트럼 및 QAM 분석기 측정 엔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HCU200을 추가해도 전반적인 시스템 속도나 성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athTrak으로 분석된 반송파 기반 데이터는 모뎀 또는 CMTS 하드웨어/펌웨어
개정 버전에 독립적이므로 NOC 담당자와 현장 기술자들이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은 모뎀 및 CMTS 데이터를 몇 시간 단위로 폴링하여
통계를 집계해 노드 또는 모뎀에 태그를 달지만, PathTrak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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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MACTrak 화면에서는 현재 노드의 현황을 하나의 페이지로표시합니다.

Impairment Dashboard를 이용하여 노드
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발견된
노드의 가장 가능성이 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간단하게 적색/녹색 형태
로 보여주어 운영자가 한 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MACTrak MAC 주소 표시 및 필터링 기능을 통해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품 번호

설명

HCU200-FULL-F

QAMTrak 분석기와 MACTrak Performance Monitoring*을 포함한 전체 기능을 갖춘 HCU200 16포트 상향 모니터링 모듈. 이것은 –48 VDC 전
력 공급 장비로, DC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AC 어댑터가 포함됩니다(F-커넥터).

HCU200-FULL-BNC

QAMTrak 분석기와 MACTrak Performance Monitoring*을 포함한 전체 기능을 갖춘 HCU200 16포트 상향 모니터링 모듈. 이것은 –48 VDC 전
력 공급 장비로, DC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AC 어댑터가 포함됩니다(BNC-커넥터).

HCU200-MACPACK-UPG

MACTrak Performance Monitoring*을 포함하여 HCU200 또는 HCU200LITE 모듈에 전체 MACTrak 기능을 제공하는 현장 업그레이드.

HCU200MCMON-UPG

MACTrak Performance Monitoring* 기능을 포함시키기 위해, 옵션 표준화 전에 선적된 HCU200MACPACK 장비에 대한 HCU200 MACTrak
Performance Monitoring 선택적 현장 업그레이드.

*MACTrak Performance Monitoring 기능을 사용하려면 WebView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