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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소개
개요
V4N-S-A Node 는 오늘날 broadband network 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플렛폼으로
뛰어는 성능과 신뢰도를 가지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이 chapter 에선 V4N-S-A Node 메인 부품과 구성옵션, 액세서리에 대해 설명한다.

용도
이 매뉴얼은 V4N-S-A Node 설치 및 구성, 셋업 과 고장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범위
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 Node 설명
• Node 의 설치 와 구성
• Node 상, 하향 셋업 및 Balancing
• Node 고장수리
• 구성옵션과 액세서리 설명

매뉴얼 사용자
이 매뉴얼은 유사한 장비에 대한 작업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절차서이다.
사용자가 이 매뉴얼의 설명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선 충분한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
경고:
숙련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사용자만이 이 제품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부상 및 제품에 하자 발생원인을 초래한다.

문서 버전
first guide (Rev 1.0).

V4N-S-A Node 사용자 메뉴얼 4

설명
V4N-S-A Node 는 HFC network 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4Port 의 고출력
RF 출력을 가진다. 모든 감쇄와 기울기(equalization)조절은 JXP PAD 와 EQ 를
사용한다.
V4N-S-A Node 는 Base 와 Lid(덮개)로 구성되어있다. Lid 는 power supply(SMPS),
하향 광 수신기 모듈(FRX) 상향 광 송신 모듈(RTX)로 구성되어있으며, Base 는
RF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장에선 V4N-S-A Node 부품 과 RF 모듈에 대하여 상세 설명한다.

V4N-S-A Node 특징
V4N-S-A Node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역폭: 1000MHz
• 출력레벨: 4Port/54dBmV@1000MHz
• JXP PAD 사용 레벨 감쇄(Attenuation)
• 15A 전류 사용
• NMS(Docsis HMS 트랜스폰더) 설치가능 (옵션사항)
• 42/54, 65/85, 85/105, 204/258 Band Diplexer Filter 선택
• 상향 송신기 대역폭 5~204MHz
• 슬로프 조절 EQ(Linear Equalizer)
• 제품 운용 온도 범위 -40(˚C) ~ +60(˚C)
• 광 송/수신기 모듈운용을 위한 T.P 및 LED 디스플레이 제공
• 플러그인 타입 광 송/수신기 SFP 모듈 디자인(현장 업그레이드 용이)
• 이중화(Redundancy) 및 셀 분할(Segmented) 확장성 용이
• 간편한 S/W 조작으로 이중화(Redundancy) 및 셀 분할(Segmented) 선택가능
• 전원(SMPS) 이중화 가능(옵션사항)
• 하향 광 수신기(FRX) AGC 적용, RF 출력 레벨 안정화(-6~+1dBm)
• <60W 낮은 소비전력

전원부
V4N-S-A Node 입력전원 40VAC ~ 130VAC.

입/출력포트
V4N-S-A Node 는 2 개의 광 입력 및 출력포트와 4 개의 RF 출력포트로 구성

테스트단자
RF 모듈에 8 개의 RF 테스트 단자와 광 송, 수신부에 4 개의 테스트 단자로 구성

Fuse
V4N-S-A Node 의 포트 근처에 6 개의 전원 Fuse 삽입부 구성
전원 V4N-S-A Node 출력포트로부터 인가된 AC 전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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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ontinued
Ordering Information
Character #

1

3

4

5

6

7

8

9

10

Field #
Model #
FIELD

1
V4N-S-A

-

2
4

3
1

4
1

5
1

-

D

V4N-S-A

4 ports, 54dBmV output level

1

2

6

11

12

13

14

2

7
0

8
0

S

Bandwidth Split:
2

3

4
6
8
2

42/54 Split
65/85 Split
85/105 Split
204/258Split

Basic Configuration:
FRX & RTX Segmented
1
2

FRX & RTX Redundant

Forward receiver setting:
4

1

1RX, -6dBm to +1dBm Standard, AGC

2

2RX, 2*(-6dBm to +1dBm Standard, AGC)

Return transmitter setting:

5

0

0TX

1

1TX, w/o burst mode operation

2

2TX, 2*(w/o burst mode operation)

3

1TX, w/ burst mode operation

4

2TX, 2*(w/ burst mode operation)

Return Transmitter:

6

00

None

F1

1310 FP, 0dBm w/ iso

F2

1310 FP, 3dBm w/ iso

F3

1550 FP, 0dBm w/ iso

F4

1550 FP, 3dBm w/ iso

D1

1310 DFB, 0dBm w/ iso

D2

1310 DFB, 3dBm w/ iso

D3

1550 DFB, 0dBm w/ iso

D4

1550 DFB, 3dBm w/ iso

D5

1590 DFB, 0dBm w/ iso

D6

1590 DFB, 3dBm w/ iso

D7

1610 DFB, 0dBm w/ iso

D8

1610 DFB, 3dBm w/ iso

C1

CWDM DFB 1270 3dBm

C2

CWDM DFB 1290 3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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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

16

17

18

19

A

-

10
0

11
1

12
0

설명, Continued

6

C3

CWDM DFB 1310 3dBm

C4

CWDM DFB 1330 3dBm

C5

CWDM DFB 1350 3dBm

C6

CWDM DFB 1370 3dBm

C7

CWDM DFB 1390 3dBm

C8

CWDM DFB 1410 3dBm

C9

CWDM DFB 1430 3dBm

CA

CWDM DFB 1450 3dBm

CB

CWDM DFB 1470 3dBm

CC

CWDM DFB 1490 3dBm

CD

CWDM DFB 1510 3dBm

CE

CWDM DFB 1530 3dBm

CF

CWDM DFB 1550 3dBm

CG

CWDM DFB 1570 3dBm

CH

CWDM DFB 1590 3dBm

CJ

CWDM DFB 1610 3dBm

WDM type:
7

0

No WDM

1

w/1*WDM (1310nm / 1550nm)

2

w/2*WDM (1310nm / 1550nm)

3

w/1*WDM (1610nm / 1550nm)

4

w/2*WDM (1610nm / 1550nm)

Optical Coupler:
8

0

No Optical Coupler

1

w/ Optical Coupler

Optical connector:
9

SA

SC/APC

SU

SC/UPC

Transponder setting:
10

0

No Transponder

1

w/ Transponder

Power Supply:
11

1

1*Power Supply, 40V~130VAC

2

2*Power Supply, 40V~130VAC

Return Switch:
12

0

w/o RSW

1

w/ R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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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s
V4N-S-A Node 테스트단자
V4N-S-A Node RF 모듈의 테스트 단자는 다음과 같다.
Note:
• 하향 출력 테스트 단자 -20dB
• 상향 입력 테스트 단자 -2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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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s, Continued
V4N-S-A Node housing lid 테스트 단자는 다음과 같다.
Note:
• 하향 수신 출력단 테스트 단자 -20dB
• 상향 송신 입력단 테스트 단자 -2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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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s, Continued
V4N-S-A Node 액세서리
V4N-S-A Node 의 액세서리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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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s, Continued
Fiber Tray
광 트레이는 여분의 파이버와 광 커넥터의 위치를 고정 및 보호를 위해 제공된다.
하우징 파이버 입력 커넥터는 하우징 안으로 들어오는 파이버의 외부 환경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하우징 Lid 쪽에 위치하고 있어 광케이블 정리 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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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도
V4N-S-A Node 의 블록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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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설치 및 구성
설치 전
이 장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료 되었을 때를 가정한다.
• 설치 장소 준비
• 동축케이블이 포설되어 있고 케이블에 장착된 핀 타입의 동축 커넥터 유무

필수 장비
설치 전, 아래의 공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토크 렌치 1/2-inch 소켓
• 일자 드라이버
• 십자 드라이버
• Heavy-duty wire cutters 또는 snips
• 토크 렌치 셋트

토크사양
다음 표는 V4N-S-A Node 의 토크 사양을 설명한다.
Fastener

Torque Specification

Housing retainer screws

1.5 Nm to 1.8 Nm

Housing closure bolts

6.8 Nm to 9.0 Nm

Housing strand clamp bolts

5 Nm to 6 Nm

Housing grounding screw

0.9 Nm to 1.0 Nm

Housing plugs test point
port plugs

6.8 Nm to 9.0 Nm

RF F-Cable connector

Per manufacturer
instructions and reaches the
IP68 protection rank

Hard line cable connector

Per manufacturer
instructions and reaches the
IP68 protectio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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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설치 전, Continued
하우징 사이즈
표준 V4N-S-A Node 하우징 치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설치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시 아래 측정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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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N-S-A Node 열기
V4N-S-A Node Housing 열기
V4N-S-A Node 하우징 열기 단계는 아래와 같다.
중요: 하우징 볼트를 풀기 전, hinge locking pin 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hinge locking pin 은 Base 로부터 Lid 의 분리를 막는다.
1

하우징 Lid 상단에 체결된 ½-inch 볼트를 푼다.

2

하우징 열기
주의: 체결된 볼트는 반드시 하우징에 남아 있어야 하며 완전히 분리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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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커넥터 연결
V4N-S-A Node 커넥터 연결 준비사항
핀타입 커넥터 핀을 재단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각각의 RF 커넥터 볼트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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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커넥터 연결, Continued
2

아래와 같이 RF 출력포트 위쪽에 RF 커넥터를 위치하여 정해진 위치에
커넥터 핀을 재단하면 연결 되어야 할 mm ~ mm 길이로 재단 될
것이다. V4N-S-A Node 는 모두 핀타입의 5/8”커넥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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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커넥터 연결, Continued
RF 커넥터 핀 연결
V4N-S-A Node housing RF 커넥터핀 연결을 완료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V4N-S-A Node housing 을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2

RF 커넥터 핀이 하우징의 STRIP Line 을 넘어 설경우, heavy-duty wire cutters
를 이용하여 핀을 재단한다.

3

하우징 안 RF 커넥터 볼트를 푼다.

4

RF 커넥터를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한다. 제조사 사양에 따라서 너트를
체결한다.

5

RF F-Cable connector bolt 를 0.9 Nm to 1.0 Nm 강도로 체결한다.

6

각 RF 포트는 순서 2 번을 반복한다.

7

Housing 설치를 진행한다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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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설치
하우징 설치(와이어)
와이어 위 모듈 설치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와이어에 모듈 장착시
하이징을 열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사항: 하우징의 Protection class 는 IP68 이다.
주의:
와이어 설치시, 하우징 사이즈와 무게를 다시 확인하며, 하우징 무게를 와이어가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

와이어 클램프 볼트를 푼다.

2

와이어에 하우징을 적정한 위치 안에 둔다. 최소 와이어 직경은 5/16 인치
이다.

3

와이어 위에 와이어 클램프를 넣는다. 다음으로 클램프 볼트를 조인다.
필요시 하우징을 이동할 수 있다.

4

동축케이블과 커넥터 설치를 위해 필요시 하우징 이동, 아래 사진 참고

5

½-인치 토크렌치를 사용, 와이어 클램프 볼트를 6.8 Nm 에서 9.0Nm 까지
조인다. 와이어와 하우징 사이에 기계적인 접촉이 완전한지 확인.
주의: 하우징의 정면이 약간 기울어 짐은 정상이다. 케이블이 팽팽할수록
하우징은 수직에 가깝게 설치 된다.

6

커넥터 제조사 사양에 따라 동축케이블과 핀 커넥터를 연결한다.

7

액세서리 설치 를 진행한다. ( pag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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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설치, Continued
하우징 설치(벽면)
하우징 벽면 위 설치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중요사항: 하우징의 protection class 는 IP68 이다.
1

2 개의 5/8” 홀을 190.5mm 간격으로 설치 될 곳에 뚫는다. 설치 메탈 판
두께는 10 ~ 15 mm 이다.

2

하우징을 벽 이나 함체 위로 적절한 곳에 위치한다.

3

금속판 위 2 개의 뚫어진 홀이 바닥의 pedestal mounting hole 과 나란한지
확인 후 2 개의 볼트를 체결한다.

4

½-인치 토크렌치 사용, 클램프 볼트를 1.1 Nm ~ 1.3 Nm 강도로 체결한다.
주의: 하우징의 정면이 약간 기울어 짐은 정상이다. 케이블이 팽팽할수록
하우징은 수직에 가깝게 설치 된다.

5

커넥터 제조사 사양에 따라 동축케이블과 핀 커넥터를 연결한다.

6

액세서리설치 를 진행한다.(pag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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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설치, Continued
하우징 접지
하우징 접지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하우징 Base 에 Ground Screw 를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푼다.

2

하우징 Base 에 있는 Ground Screw 에 접지선을 연결한다.

3

ground screw 를 단단히 체결해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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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설치
액세서리 PAD 설치
V4N-S-A Node 의 ATT PAD 설치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V4N-S-A Node housing 을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Note: 이 액세서리는 커버 탈착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2

PAD 슬롯안에 사진과 같이 PAD 를 설치할 수 있다.
Note: ATT PAD 바닥에 모든 핀이 ATT PAD 슬롯의 핀 구멍과 일치 한지
확인 하여야 모듈에 ATT PAD 가 평평하게 설치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V4N-S-A Node Housing Base PAD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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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설치, Continued
V4N-S-A Node Housing Lid PAD 는 다음과 같다..

3

필요에 따라 다른 옵션 또는 액세서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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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설치, Continued
Equalizer(EQ) 설치

V4N-S-A Node 의 Equalizer(EQ)설치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Note: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설치절차를 정확히 따른다.
1

하우징을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Note: 이 악세서리는 커버 탈착 없이 설치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다른 옵션 또는 액세서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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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Module 설치
RF 모듈은 하부측 RF 커넥터를 통하여 하우징과 연결된다.

RF Module 설치
V4N-S-A Node 의 RF Module 설치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CAUTION:
하우징에서 RF 모듈을 조립 및 분해시 Fuse 를 제거하지 않으면(전원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할 시) 하우징 및 각 부품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1

Node 에 AC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한다면 다음 단계를 수행
한다.
하우징에 RF 모듈은 설치 한 후 Node 에 Fuse 를 삽입한다.
하우징에서 RF 모듈을 제거하기 전엔 Node 의 Fuse 를 제거한다.

2
3

하우징에 RF 모듈을 삽입한다.
4 개의 RF 모듈 retainer screws(고정나사)를 조여 하우징에 RF 모듈을
고정한다. retainer screws 는 1.5Nm~1.8Nm 로 조인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retainer screws 위치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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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Module 설치, Continued
5
6

전원케이블을 안쪽에 위치한다.
8-Pin Connector 를 RF Module 에 연결한다. 하향 입력 RF Cable
Connector 와 상향 출력 RF Cable Connector 는 하나의 RF 모듈에 연결된다.
커넥터가 RF Module 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되었는지 확인 한다.

7

RF cable 이 RF Module 커버 위 흰색 플라스틱 Retainer clips 을 통과
하게끔 설치한다.

8

System Power 를 진행한다 (on pag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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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ower
System Power (40 to 130 VAC)
V4N-S-A Node 는 동축케이블로부터 AC 전원을 인가 받는다. AC 파워는 외부 AC
Power Supply 로부터 공급 받는다.

출력 포트로부터 전원을 인가할 수 있고, 각 V4N-S-A Node 는 RF 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포트에 전원흐름을 Pass 또는 Block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의
포트엔 반드시 AC 전원이 인가 되어야 한다.

전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AC 전원을 Pass 하고자 하는 포트에 Fuse 를 설치한다.
V4N-S-A Node 에 전원 인가 전, 모든 액세서리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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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ower
Fuse
System Maps(설계도면)을 확인하여 Fuse 가 삽입될 부분을 확인 한다.
1

Housing 을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2

전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AC 를 통과시키고 싶은 포트에
Fuse 를 설치한다.

3

하우징을 닫는다. V4N-S-A Node Housing 닫기(page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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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모듈 분리 및 재설치
V4N-S-A Node Optical Section 으로부터 Optical Components 를 분리하거나 재설치
할 수 있다.
• Forward Receiver Module (FRX)
• Reverse Transmitter Module (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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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모듈 분리 및 재설치, Continued
Forward Receiver Module 분리 및 재설치
Optical Section 으로부터 Optical Receiver 를 분리 하거나 재설치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Housing 을 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2

Fiber Tray 를 뒤집는다.

3

Fuse 를 제거한다. System Power (page 27)참조.

4

Forward Receiver module 의 Forward Output Cable Connector 를 분리한다.

5

Forward Receiver Module 로부터 Fiber 를 분리하고, 바로 Fiber 와 Module
Connector 에 Dust Cap 을 씌운다.

6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Mounting screw 를 풀러 Forward Receiver
Module 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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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모듈 분리 및 재설치, Continued
7

Housing Lid 로부터 Forward Receiver Module 를 꺼낸다.
a) Receiver 를 재설치 하지 않을 경우, Step 11 을 진행한다.
b) Receiver 를 재설치 할 경우, Step 8 을 진행한다.

8

슬롯에 Forward Receiver Module 를 삽입한다.

9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Mounting Screw 를 단단히 체결한다.

10

Fiber connector 와 Output Cable Connectors 를 Forward Receiver Module 에
재연결 한다.

11

Fuse 를 삽입한다. System Power (page 27)참조.

12

하우징을 닫는다. V4N-S-A Node Housing 닫기(page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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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모듈 분리 및 재설치, Continued
Reverse Transmitter Module 분리 및 재설치
Optical Section 으로부터 Optical transmitter 를 분리 하거나 재설치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Housing 을 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2

Fiber Tray 를 뒤집는다.

3

Fuse 를 제거한다. System Power (page 27)참조.

4

Reverse Transmitter Module 의 Reverse Input Cable Connector 를 분리한다

5

Reverse Transmitter Module 로부터 Fiber 를 분리하고, 바로 Fiber 와 Module
Connector 에 Dust Cap 을 씌운다.

6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Mounting screw 를 풀러 Reverse Transmitter
Module 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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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모듈 분리 및 재설치, Continued
7

Housing Lid 로부터 Reverse Transmitter Module 를 꺼낸다.
a) Transmitter 를 재설치 하지 않을 경우, Step 11 을 진행한다.
b) Transmitter 를 재설치 할 경우, Step 8 을 진행한다.

8

슬롯에 Reverse Transmitter Module 을 삽입한다.

9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Mounting Screw 를 단단히 체결한다.

10

Fiber connector 와 Output Cable Connectors 를 Reverse Transmitter Module
에 재연결 한다.

11

Fuse 를 삽입한다. System Power (page 27)참조.

12

하우징을 닫는다. V4N-S-A Node Housing 닫기(page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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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P 모듈 분리 및 재설치, Continued
SFP 모듈 분리 및 재설치
Optical Module 로부터 SFP 모듈을 분리하거나 재설치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
한다.
1

Housing 을 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2

Fiber Tray 를 뒤집는다.

3

Fuse 를 제거한다. System Power (page 27)참조.

4

SFP 모듈로부터 Fiber 를 분리하고, 바로 Fiber 와 Module Connector 에 Dust
Cap 을 씌운다

5

SFP 모듈의 Handle 을 이용하여 모듈을 잡아당긴다.

6

분리한 SFP 모듈에 Dust Cap 을 씌운다.

a) SFP 모듈을 재설치 하지 않을 경우, Step 9 을 진행한다.
b) SFP 모듈을 재설치 할 경우, Step 7 을 진행한다.
7

슬롯에 SFP 모듈을 삽입한다.

8

SFP 모듈에 Fiber Connector 를 재연결 한다.

9

Fuse 를 삽입한다. System Power (page 27)참조.

10

하우징을 닫는다. V4N-S-A Node Housing 닫기(page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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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으로부터 RF Module 분리
RF Module 분리
RF Module 을 분리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CAUTION:
Housing 으로부터 RF Module 을 분리 및 재설치 전 Fuse 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RF 커넥터 및 하우징의 각 부품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1

Housing 을 연다. V4N-S-A Node Housing 열기(page 15) 참조

2

AC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증폭기 작업을 하는 경우, 하우징의 RF
Module 을 분리 하기 전, 퓨즈를 제거한다.

3

RF Module 의 Reverse output cable connector, Forward input cable
connector, 8-pin connector 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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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으로부터 RF Module 분리
4

흰색 플라스틱 Retainer clip 으로부터 Power cable 을 분리한다.

5

RF module cover 안에 있는 구멍으로부터 케이블 가이드를 연다.
Note: 케이블 Power Supply Module 에 연결 되어 있을 수 있음.

6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Retainer Screw 를 푼다.

7

하우징으로 부터 RF Module 을 분리한 후 안전한 곳에 둔다.

아래 Diagram 을 참고 하여 볼트 분리시 토르크 사양을 준수한다.

CAUTION:
개인의 부상과 RF 모듈에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드시 안전한 곳에
RF 모듈을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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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Optical Service Cable 연결
Fiber Connectors 및 Fiber Optical Service Cable
다음 그림은 V4N-S-A Node 에 사용하는 fiber optic service cabl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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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Connector 연결
Fiber Connector 연결
Fiber connector 연결을 위해 다음단계를 수행한다.
1 Fiber Pigtail 의 경로는 가까운 가장자리 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진행한다.
• Fiber 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하며, 30mm 의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
2 Fiber connector 팁이 청결해야 한다.
3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Fiber Connector 을 연결한다. Fiber 길이는 116.5cm 을
권장한다.
5 여분의 Fiber pigtail 은 Fiber Tray 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Forward input optical
connector 는 Forward Receiver Module 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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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Connectors 연결, Continued
6

출력 Fiber pigtail 은 Fiber tray 부근에 위치하게끔 하며, reverse output
optical connector 를 Reverse Transmitter Module 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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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N-S-A Node Housing 닫기
V4N-S-A Node Housing 닫기
V4N-S-A Node housing 닫기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CAUTION:
누수 및 침수에 의한 데미지를 피하고, 완벽히 Housing 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
과정을 정확히 따른다. Housing 체결시 케이블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한다.
1

하우징 개스킷을 청결히 한 후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후 오염
물질을 닦아낸다.

2

Housing 을 체결한다.

3

6 ½-inch 볼트를 육각드라이버 혹은 Ratchet 으로 체결한다.

4

Torque wrench 를 사용하여 6 개의 볼트를 2.8Nm 로 체결한다.
Important: Torquing Sequence 에 명시된 사양을 참고하여 올바른 순서로
볼트를 체결한다.(아래 Diagram 참고)

5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Housing 채결 볼트를 6.8 Nm to 9.0 Nm 로 체결한다.

Torquing Sequence
다음 그림은 housing closure bolts 위한 torquing sequenc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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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Balancing 및 Setup
개요
이 장에서는 케이블 시스템 내의 V4N-S-A Node 에 대한 올바른 Balancing 및
Setup 방식을 위한 지침서이며, 정격 신호레벨을 보장하기 위해 섹터별로 균형있게
레벨을 설정한다.

설치 전
설치자는 Balancing 조절 전에 다음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보는 신호 Balancing 조절 전 필요한 사항이다.
신호 Balancing 조절 전 V4N-S-A- Node 는 1 시간 정도 예열이 필요하며
구성방법에 맞게 제품을 셋팅했는지 확인한다.
아래의 표는 Balancing 조절시 필요한 항목이다.

필요항목

검토사항

설계도 사본

예상되는 입, 출력 레벨치 확인

1/2-Inch 소켓 토크렌치

Node housing 열고 닫을시 사용

Spectrum analyzer 또는
Signal analysis meter
Test point probe
각 끝단 F-Connector 타입 75 Ω
동축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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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레벨 확인

Test points 연결
Test points 를 이용하여 레벨 테스트

Forward Path(하향) Balancing
서문
설계자는 Forward Input Optical Power 테스트(Page 42)를 참고하여 적합한
Node 타입과 시스템 설치사항을 확인한다. 신호 Balancing 조절 전 Node 는 1 시간
정도 예열이 필요하며 구성방법에 맞게 Node 를 셋팅 했는지 확인한다.
V4N-S-A Node 의 Forward Path(하향)섹션에서 신호체크를 위한 Test Point 기능,
증폭, Equalization 을 수행할 수 있다.

Forward Input Optical Power 테스트
input optical power 테스트를 위해 다음단계를 수행한다.
1

Input Fiber 접점을 청결히 한다.

2

Input fiber connector 를 Forward Receiver Module 에 연결한다.
(Optical LED 점등)

3

Forward Input Optical Power 를 테스트한다. Optical Input 권장범위는
-6 dBm ~ +1 dBm 이다.

4

실제 측정레벨과 설계도면상 예상 레벨값과 비교한다.
a) 불만족할 경우 Optical Power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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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Path(하향) Balancing
Output Tilt 확인
Node 에 Output Tilt 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Forward output test point 에 Test point probe 를 연결한다.

2

적합한 Output tilt 를 위해 설계도면 참고.

3

실제 Output tilt 를 확인하려면, Low 주파수와 High 주파수의 레벨 차이를
측정한다.

4

Output Tilt 셋업(page 44) 단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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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Path(하향)Balancing, Continued
Output Tilt 셋업
Forward output tilt 는 Forward Linear Equalizer (FLEQ)로 조정할 수 있다.
각 FLEQ 범위는 0~15dB 이다.

• Equalizer 값이 증가할 시 1GHz 대역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 Equalizer 값이 감소할 시 1GHz 대역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Note:
• Forward output equalizer 는 제조사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셋팅 후 출고한
상태이므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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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Path(하향)Balancing, Continued
Forward Output Level 셋업
Tilt 셋팅 후, Node 에 적절한 PAD 값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Node 의 출력 레벨은 PAD 값 설정으로 셋팅된다.
1

Forward output test point 에 Test probe 를 연결한다.

2

출력테스트 포인트에 High 주파수레벨을 측정하고, 설계도면 레벨과 비교해
본다

3

측정레벨이 설계도면 레벨과 ± 0.5 dB 이내에 측정되는가?
A) 실제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레벨에 20dB 를 더한다.
B) 만약 출력레벨이 ± 0.5 dB 이내일 경우 Step 5 를 수행한다..
C) 출력레벨이 설계된 출력레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Forward PAD 를
조정한다.

4

출력레벨이 만족할 때까지 Step2, 3 을 반복한다.
각 포트의 출력레벨이 54dBmV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Reverse Input Level 셋업 (page 46)수행.

CAUTION:
PAD 는 Forward output level 컨트롤을 위해 신중하게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폭단에 손상이 생겨 출력신호에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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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Path(상향) Balancing
Reverse Input Level 셋업
Reverse input level 을 테스트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1

다음 그림과 같이 reverse input test point 에 계측기를 연결한다.

2

권장 입력 범위는 15 dBmV ~ 25 dBmV 이다.

3

입력 레벨을 측정하고, 설계 레벨과 비교한다. Test Pont 는 20dB 를
감쇠시킨다.

4

설계 범위 내에 레벨이 측정되었는가?
a)

그럴 경우, step 5 을 수행한다.

b)

그렇지 않은 경우나 신호가 없는 경우, 원인파악을 한다.
증폭기에 적절한 입력레벨이 인가되지 않으면 Balancing 셋팅을 할 수
없다.

5

Reverse input test point 으로부터 계측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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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Path(상향) Balancing, Continued
Reverse Path Equalizer 값 셋업
Reverse output tilt 는 Reverse Linear Equalizer (RLEQ)로 조정할 수 있다.
각 RLEQ 범위는 0~10dB 이다

1

Reverse input test point 에 계측기를 연결한다.

2

입력 레벨을 측정하고, 설계 레벨과 비교한다.

3

측정레벨이 설계도면 레벨과 ± 0.5 dB 이내에 측정되는가?
A) 만약 출력레벨이 ± 0.5 dB 이내일 경우 다단계를 수행한다.
B) 출력레벨이 설계된 출력레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Reverse EQ 를
조정한다

4

다시 한번 출력 Tilt 를 측정하고, Test Point 로부터 계측기를 분리한다.

Note: 최초 제조사 출고시 Reverse equalizer 는 0dB PA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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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Path(상향) Balancing, Continued

Reverse Transmitter Input Level 셋업
Tilt 셋팅 후, Node 에 적절한 PAD 값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Node 의 Reverse Transmitter input level 은 PAD 값 설정으로 셋팅된다.
1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RTX input test point 에 계측기를 연결한다.

2

권장 입력범위는 6 dBmV/ch ~ 19 dBmV/ch 이다

3

입력 레벨을 측정하고, 설계 레벨과 비교한다. Test Pont 는 20dB 를
감쇠시킨다.

4

설계 범위 내에 레벨이 측정되었는가?
a) 그럴 경우 step 5 를 수행한다.
b) 그렇 않은 경우나 신호가 없는경우, 원인파악을 한다. 증폭기에 적정한
입력이 인가되지 않으면 Balancing 셋팅을 할 수 없다.

5

RTX Input Test Point 로부터 계측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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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고장진단
개요
이 장에서는 V4N-S-A Node 의 고장진단을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설비장비
다음은 제품의 고장진단시 필요한 장비목록이다.
•

콤프레샤

•

Lint-free wipes moistened, optical-grade (99%) isopropyl alcohol

•

Optical connect scope

•

Optical power meter

•

Spectrum analyzer

•

전계강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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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RF Output
V4N-S-A Node 의 Low RF Output 에 고장진단을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Low RF Output 고장진단
원인
Low RF input 인가되는 경우.

해결방안
정확한 RF Input 을 인가한다.
적절한 입력 및 출력을 위해 송신기
앞단 증폭기를 확인한다.

결함이 있거나 Optical Coupler 접합
불량 (headend 송신기와 Node 사이).

교체 또는, Coupler 재접합 한다.
모든 사용하지 않는 Fiber Pigtail 에는
종단처리를 한다.

Optical Coupler 종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사용하지 않는 Fiber Pigtail 에는
종단처리를 한다.

Node 에 인가되는 Optical 파워가
레벨이 낮은 경우.

커넥터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권장 Optical 입력 범위는
-6~+1dBm 이다.

Fiber 가 너무 타이트하게 셋팅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송신기의 광 출력을 확인한다.
Link Loss 를 확인한다.
결함이 있는 Connector 를 교체한다.

Optical receiver 결함

Optical receiver 를 교체한다.
FRX 출력 Test Point 의 출력 레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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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RF Signal 없음

RF Module 의 Test Point 는 forward RF 신호에서 -20dB 로 측정된다.

Forward RF Signal 없음 고장진단
Forward RF signal 없음 고장진단 전에, V4N-S-A Node 가 하향 광 송신기로부터
적절한 광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지 확인한다.

원인
Forward input test point 에
RF Signal 이 없는 경우

해결방안
RF 모듈은 Optical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적절한 forward RF input signal 을 수신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Node 가 H/E 로부터 적절한 Forward RF
Input signal 을 수신하고 있는지 확인
한다.
Important: 적절한 Forward RF input
signal 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Node 의
Balance 셋팅을 할 수 없다.

Input Test Point 에서는 적절한

모든 액세서리를 확인한다

RF Signal 이 측정되지만, 한 개 혹은

PAD 및 EQ 가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Forward Output Test Point 에서
낮거나 품질이 저하될 경우

제조사 출고시 설치된 액세서리들이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RF module 을 재장착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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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RF Signal 낮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
RF Module 의 Test Point 는 forward RF 신호에서 -20dB 로 측정된다.

Forward RF Signal 낮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 고장진단
고장진단 전, V4N-S-A Node 가 하향 광 송신기로부터 적절한 광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지 확인한다.
Important: 적절한 Forward RF input signal 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Node 의
Balance 셋팅을 할 수 없다.

RF 모듈을 설계도면 사양에 맞게 구성했는지 확인하며 Node 는 적어도 1 시간 이상
예열한다.

원인

해결방안

Input Test Point 에서는 적절한 RF
모든 액세서리를 확인한다
Signal 이 측정되지만, 한 개 혹은 모든
PAD 및 EQ 가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Forward Output Test Point 에서 낮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이 저하될 경우
제조사 출고시 설치된 액세서리들이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RF module 을 재장착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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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RF Signal 없는 경우
Reverse RF signal 는 RF Module reverse input test points 에서 측정할 수 있다.

Reverse RF Signal 없는 경우 고장진단.
고장진단 전, Node 전단 Amplifier 로부터 적절한 신호가 인가되는지 확인 한다.
Important: 적절한 Reverse RF Signal 이 인가되지 않으면 Node 에 Balance 셋팅을
할 수 없다.

원인
reverse input test point 에 신호가 없는
경우

해결방안
RF Cable Connector 연결을 확인한다.
Node 에 인가되는 Reverse RF Input
Signal 을 확인한다.
Important: 적절한 Reverse RF Signal 이
인가되지 않으면 Node 에 Balance
셋팅을 할 수 없다.

Reverse Input Test Point 에서는 적절한
RF Signal 이 측정되지만, 한 개 혹은
모든 RTX Input Test Point 에서 낮거나
품질이 저하될 경우

모든 액세서리를 확인한다
PAD 및 EQ 가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제조사 출고시 설치된 액세서리들이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RF module 을 재장착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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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RF Signal 낮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
Reverse RF signal 는 RF Module reverse input test points 에서 측정할 수 있다.

Reverse RF Signal 낮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 고장진단
고장진단 전, Node 전단 Amplifier 로부터 적절한 신호가 인가되는지 확인 한다.
Important: 적절한 Reverse RF Signal 이 인가되지 않으면 Node 에 Balance 셋팅을
할 수 없다.
RF 모듈을 설계도면 사양에 맞게 구성했는지 확인하며 Node 는 적어도 1 시간 이상
예열한다.

원인

해결방안

Reverse input test point 에 신호가
낮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측정될 경우

Node 에 적절한 Reverse RF Input
Signal 인가되는지 확인한다.

Reverse Input Test Point 에서는 적절한
RF Signal 이 측정되지만, 한 개 혹은
모든 RTX Input Test Point 에서 낮거나
품질이 저하될 경우

모든 액세서리를 확인한다
PAD 및 EQ 가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제조사 출고시 설치된 액세서리들이
확실히 설치되었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RF module 을 재장착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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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파 대 잡음비 고장진단
반송파 대 잡음비 고장진단을 위해 다음단계를 수행한다.

반송파 대 잡음비 고장진단
원인
Node 에 인가되는 Optical 파워가
레벨이 낮은 경우.
권장 Optical 입력 범위는
-6~+1dBm 이다.

해결방안
커넥터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Fiber 가 너무 타이트하게 셋팅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송신기의 광 출력을 확인한다.
Link Loss 를 확인한다.
결함이 있는 Connector 를 교체한다.
Transmitter 에 RF input 을 확인한다.

Transmitter 에 Low RF input.

모든 Amplifier 이전의 Transmitter
입력 및 출력을 확인한다.

광 수신불량

Forward receiver 를 교체한다.

결함이 있거나 Optical Coupler 접합
불량 (headend 송신기와 Node 사이).

교체 또는, Coupler 재접합 한다.

Optical Coupler 종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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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하지 않는 Fiber Pigtail 에는
종단처리를 한다.
모든 사용하지 않는 Fiber Pigtail 에는
종단처리를 한다.

기타 문제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기타문제 고장진단
원인

해결방안
Power supply 를 확인한다.

Network 의 RF signal 없는
경우

Node Power supply 를 확인한다.
Fiber 의 광 신호를 확인한다.
Optical Receiver 의 Voltage 레벨을 확인한다.
Forward Output test point 를 확인한다.

H/E 나 Hub 의 Optical
Receiver 에서 RF 출력이
없는 경우

H/E 나 Hub 의 Fiber connector 를 확인한다
광 입력 레벨을 확인한다.
Fiber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Node 의 reverse transmitter module 를 확인한다.
Node transmitter 의 RF 입력레벨을 확인한다.
케이블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과도한 Noise 측정

Fiber 연결상태 및 이물질여부를 확인한다.
Transmitter Test point 의 Noise 레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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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upply 결함
Power Supply 결함
고장진단을 위해 다음단계를 수행한다.
Important: Node 에 적절한 전원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Balance 셋팅을 할 수
없다.
원인
power supply 결함.

해결방안
전원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Power Supply 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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