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별도의 데이터 시트가 제공됩니다. 

MPEG 전송 스트림  
▶ MTM400MTM400MTM400MTM400 

 

▶MTM400 MPEG 전송 스트림 모니터 – 적합한 컨텐트, 적합한 장소, 적합한 시간 

 

기술적 개요 

NEW: 기가비트 이더넷 IP 모니터링 및 측정 인터페이스. 

NEW: PID당, 또는 TS당 기반으로 표시되는 연속성 카운트 

NEW: 예외 모니터링을 위해 참조 스트림으로부터 자동으로 간단하게 템플릿 생성 

NEW: COFDM 채널 임펄스 응답 및 캐리어 스펙트럼 

NEW: COFDM 계층적 변조 지원 

NEW: 핸드헬드 및 모바일 TV를 위한 ISDB-T 부분(하나의 세그먼트) 수용 

NEW: 실종된 트랩의 감지를 허용하기 위해 순차적 번호를 사용한 진보된 SNMP 트랩 

MTM400은 실시간 MPEG 전송 스트림 모니터입니다. MLM1000 다중 레이어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1 MTM400은 RF, IP 및 TS 인터페이스를 통한 MPEG 전송의 전송 

모니터링을 위한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TM400의 기능 

 

 

특징 애플리케이션 이점 
예방 모니터링 키 트렌드 모니터 및 

QoS(MER, EVM, BER, 

Packet 오류율)를 보장하기 

위한 예방 관리가 가능 

서비스 품질 향상, 네트워크 

성능 개선, 계약상 페널티 

감소, 고객 동요 감소 

크로스 레이어 

모니터링 
IP, RF 및 전송 레이어에 

걸쳐 고속으로 오류 추적 
빠른 오류 해결, 고객 불만족 

감소로 시간 절약, 네트워크 

성능 향상, 고객 불만족 감소 
방송 연결성, 경계 

장치에 적합한 가장 

심도 있는 분석 

 사용자 네트워크의 임의 

포인트에서의 모니터링 
사용자 네트워크의 IP 

코어로부터 RF 경계까지의 

모니터링 빠르고 향상된 오류 

해결 
RF 신뢰도 측정 

인터페이스 
 COFDM, 8VSB, QAM A/B/C, 

QPSK, 8PSK 모니터링  
비용 효율적으로 모든 RF 

채널을 스캔 가능한 시작 

포인트 직접 방송 모니터링 
원격 웹 기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모든 네트워크된 PC로부터 

동시 다중 사용자 액세스 
 여러 원격 사용자가 동일한 

정보에 동시에 액세스 가능 

견고한 내장 실시간 

운영 체제(RTOS) 
 뛰어난 신뢰성, 24x7 동작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고, 

바이러스 또는 가동 중지 시간 

최소화 

 

▶ 특징과 장점 

IP, RF에서의 다중 레이어, 다중 채널, 

원격 모니터링 및 측정과 DVB, ATSC, 

DCLL 및 ISDB-T(지상국 및 모바일)에 

대한 전송 레이어 표준 

 

전기적 및 광학적 인터페이스의 

기가비트 이더넷 옵션을 사용하는 

IP를 통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모니터링, IP 프로토콜 지원은 

UDP 및 IGMP를 사용하는 RTP, ARP 

및 ICMP(원격 핑(Ping))을 포함 

 

세션 모니터링 지원 

– RTP/UDP 및 TS 상태 표시기를 사용 

하는 링크 상의 모든 세션/플로우 발견 

– 세션 비트율 모니터링 

– 모든 세션의 IP 패킷 오류 상황 

 

종합 트래픽 비트율, 순간 TS율, 오류 

패킷, 탈락 패킷, 위반 패킷 및 패킷 

내부 도착 타이밍(PIT)를 포함한 IP 

측정 및 알람 

 

주요 RF 측정, 추가적인 고가의 RF 

테스트 장비 없이 MER 및 EVM이 

어떤 화질 손상이 최종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전에 신호 

하락의 조기 경보를 제공(COFDM에 

대해 MER 최대 38dB 일반)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서비스 명 

디코딩을 사용하는 DPI (SCTE-35) 

로컬 컨텐트 삽입 모니터링 DigiCipher 

II(DCII) 프로토콜 지원 

컨텐트 등급 검사가 적절한 컨텐트 

방송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장소의 적합한 

컨텐트를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템플릿 모니터링 옵션 

원격 레코딩이 어렵고 간헐적인 

문제의 진단을 위해, 전문적인 

오프라인 분석을 위한 스트림 

이벤트의 캡처 및 분석을 허용. 

기술자의 중계국 방문 불필요 

▶ 애플리케이션 

기여 및 주 배포 

– IP 배포를 통한 MPEG 

– 지상파 배포 

– 기여 및 주 배포 

– 케이블 전파 중계소 모니터링 

– DTH 또는 네트워크 조작자 위성 

업링크 모니터링 

IPTV 

경계 네트워크 모니터링 

– ASI ~ RF 

– IP ~ RF(두개의 MTM400 유닛 필요) 

– IP ~ ASI 





MPEG 전송 스트림 모니터 

▶ MTM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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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M400은 1 RU 랙마운트 섀시 내에 

패키지화된 단일 전송 스트림 프로세서 

플랫폼을 사용하여 최대 155Mbps의 

데이터율로 전송 스트림의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2  

이 플랫폼은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링 

제품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 옵션의 추가로 

모니터링 기능의 진단을 제공합니다.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는 주요 MPEG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기본 레벨의 

기능 및 낮은 가격은 전송 네트워크에 

걸친 폭 넓은 적용 및 용이하고 빠른 

실패 차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단 모니터링 옵션은 MPEG 전송 

스트림의 보다 깊은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레코딩 기능, PSI/SI/PSIP/ARIB 

분석은 물론 적합한 컨텐트, 적합한 장소, 

적합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고유한 

사용자 정의 템플릿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주요 네트워크 노드로 배치되는 진단 

모니터 MTM400은 결함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가비트 이더넷, COFDM, 8-VSB, 8-PSK, 

QPSK(L 밴드) 및 QAM을 포함하는 

선택적 RF 신뢰성 모니터링 

인터페이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RF 인터페이스는 MTM400이 RF 입력을 

수신하고, MER, BER을 포함한 주요 RF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표시하고, 전송 

스트림의 상태 측정을 제공하기 위해 

신호의 복조 전에 컨스틸레이션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기가 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총 

트래픽 비트율, 순간 TS율, 오류 패킷, 

낙오된 패킷 및 패킷 내부 도착 

타이밍(PIT)를 포함한 주요 IP 

매개변수의 측정을 허용합니다. 

 

유연성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MTM400은 업그레이드 경로를 사용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에 적합하도록 비용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진단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됩니다.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링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설치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진단 기능은 전송 스트림이 처리되는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트리거된 레코딩이 문제를 캡처하고 텍트로닉스 

MPEG 테스트 시스템 독립형 소프트웨어*1와 

같은 오프라인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PSI/SI/PSIP/ARIB SI 분석 및 반복율 

그래프로 방송하는 사람이 시스템 정보가 

존재하고 전송 시스템 내에서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템플릿 테스트가 주요 매개변수를 검사하여 

전송 스트림이 방송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구성되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들 매개변수는 

전송 스트림의 ID 및 네트워크 ID, 멀티플렉스 

내의 프로그램 번호, 각 프로그램이 자신의 

모든 구성요소(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텔레텍스트, 자막)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 및 

조건적 접근(CA) 상태를 포함합니다. 

▶ 비트율 테스트는 PID,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PID의 사용자 정의 그룹이 사용자 

정의 가능한 한계 내에 있는 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멀티플렉스 동작을 보장해 줍니다. 

Tektronix 고유의 PID 가변성 테스트가 

통계적 다중 송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PID 비트율 변이의 표시를 제공합니다. 

▶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결과 보기를 

사용하는 심도 있는 PCR 분석으로 

타이밍 및 지터 측정이 가능하여 

네트워크의 정확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 서비스 로그인으로 서비스 레벨 승인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의 의무 

충족을 보장해 줍니다. 

▶ MTM400을 사용하여 캡처된 스트림의 심도 

있는 연장 시간 분석을 위한 오프라인 분석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텍트로닉스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MPEG 

모니터링 분석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 

기여 및 주 배포 

디지털 비디오의 기여 및 배포 

네트워크는 압축된 비디오를 많은 발생 

포인트에서 다중 운반 포인트로 제한된 

대역폭 링크를 통해 운반합니다.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장소에서의 적합한 컨텐트 

전송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동작 및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입니다. 적절한 서비스 

품질(QoS)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전송 

오류는 비디오 컨텐트가 서비스 레벨 

승인마다 전송되지 않을 때 수익의 

잠재적 손실을 가져 옵니다. MTM400 

전송 스트림 모니터는 다음과 같이 

비디오 네트워크 QoS를 향상 시킵니다.  

▶ MTM400의 낮은 가격,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링으로 폭 넓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전송 스트림 모니터링을 위한 최대 

155Mb/s의 높은 비트율 성능은 ASI/기가 

비트 이더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비트율 테스트 및 기록은 모니터링 될 

대역폭 용례 및 검증될 서비스 레벨 

승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1 별도의 데이터 시트가 제공됩니다. 

 

*2 최대 전송 스트림 비트율은 전송 스트림 컨텐트 

및 수행될 분석의 심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림 

분석의 심도는 SI/PSIP 최대 컨텐트가 초과될 

때 부드럽게 다루어져 중요한 측정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3 MTS400 시리즈 MPEG 테스트 시스템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도구가 MTM400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이들은 MLM1000 제어 PC상에서 

실행되도록 고안된 독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별도의 데이터 시트가 

제공됩니다. 

 

 



신호 생성 방법론의 이해 

▶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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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배포를 통한 MPEG 

 

 

MPEG-2, MPEG-4/AVC(H.264) 및 VC1 

인코딩 자료의 인터넷 프로토콜 배포는 

낮은 비용 및 전송 네트워크에 기반한 

패킷의 쉬운 라우팅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P 배포는 몇 가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을 보장하는 것도 그 

일부분입니다. IP 인터페이스 옵션이 적용된 

MTM400은 MSO를 제공하고, 방송하는 

사람 및 네트워크 조작자에게 MPEG 

네트워크로 IP를 중단 없이 가로질러 

복잡한 전송 문제를 모니터하고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기가비트 이더넷 전기적 및 

플러그 가능한, 광학 소형 

플러그가능(SFP) 모듈을 사용하여 

MTM400의 IP 모니터링 옵션은 IP기반의 

MPEG 전송 및 배포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분석 및 레코딩을 위해 

직접 패킷 해제된 MPEG 스트림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ASI/SMPTE 310M 

입출력을 제공합니다. 기가비트 이더넷 

카드 상의 입력 소스는 전기적 

이더넷(RJ45) 및 광 이더넷(SFP 

850nm에서 다중 모드, 1310nm에서 단일 

모드, 1550nm에서 단일 모드)사이에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IP 세션 화면표시 

 

 

프로토콜 지원 

▶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 실시간 프로토콜(RTP) 

▶ 인터넷 프로토콜(IP) 

▶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VLAN) 

▶ 이더넷(10/100/1000Mb/s) 

다중 캐스트 사용 및 제어 지원 

▶ 주소 결정 프로토콜(ARP) 

▶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ICMP 원격 

핑(ping)) 

▶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IGMP) 

세션 모니터링 지원 

▶ RTP/UDP, VLAN 및 TS 상태 표시기를 

사용하는 링크 상의 모든 세션/플로우의 

발견 

▶ 세션 비트율 모니터링 

▶ 모든 세션의 IP 패킷 오류 상태 

IP 패킷 지원 

▶ IP 패킷당 7 전송 스트림 패킷 

▶ FEC(FEC 분석되지만 처리되지 않음) 

 

 

측정 및 표시 기능 

- 화면 표시 

- RTP/UDP, VLAN 및 TS 상태 표시기를 

사용하는 링크 상의 모든 세션/플로우의 

발견 

- 세션 비트율 모니터링 

- 모든 세션의 IP 패킷 오류 상태 

▶ 통계 

– 통계적 IP 헤더 컨텐트 

– 모든 이더넷 트래픽에 대한 총 비트율 

– 선택된 IP 세션에 대한 순간 TS 비트율 

– 오류가 일어난 패킷 

– 누락된 패킷 

▶ 그래프 

– IP 세션 TS 비트율 

– 표의 세션 리스트로부터 IP 주소 및 

포트 번호 선택(트래픽 세션 그래프) 

– 선택된 IP 세션의 최소, 최대 및 평균 IP 

패킷 간격 변이(추세 그래프) 

▶ 알람: 사용자 정의 임계값 

– 오류가 일어난 패킷 

– 누락된 패킷 

– IP 패킷 내부 도착 변이 

▶ 제어 

– 라인 선택(광, 전기적 비율) 

– MAC, IP, 포트에 대한 필터 

– ARP, RTP, IGMP, ICMP에 대한 프로토콜 

제어 

(내향, 외향 핑) 

▶ RTP 지원 

– 순서를 벗어난 패킷 표시 

– 누락된 패킷 표시 

 

폭발적인 트래픽에 대한 지속적 비트율 

보상을 위한 ASI 출력 평활화  

평활화는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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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M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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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 신호 모니터링 

 

케이블 전파 중계소 모니터링 

케이블 회사는 다중, 무인 전파 중계소에서 

작업이 집중될 때 컨텐트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빠듯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MTM400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 MTM400은 무인 지역 중계국의 지켜보지 

않은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 중앙 조작 센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유닛은 필요한 인력을 

줄여줍니다. 

▶ QAM Annex A/B/C RF 인터페이스의 

포괄적인 적용범위는 비용 효율적인 다중 

채널, 다중 레이어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 RF 인터페이스는 케이블 상의 모든 

채널/다중송신의 비용 효율적인 스캐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 QAM 인터페이스의 PLL 및 AFC 특성 

선정은 일반 동작에는 너무 약한 신호 상의 

컨스틸레이션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파 배포 

지상파 방속국은 무인 전송국에서의 

컨텐트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류를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프라인 조사를 위해 오류를 

캡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MTM400은 매일의 지켜보지 않은 동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저 비용의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링은 폭 

넓은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중앙집중화 및 네트워크화된 동작은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 합니다. 

▶ 원격 스트림 캡처는 기술자들이 중계국을 

방문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COFDM QAM64 컨스틸레이션 

 

▶ COFDM 채널 C/N 

 

▶ COFDM 및 8-VSB RF 지상파 

인터페이스가 전송국에서의 모니터링 

또는 원격 직접 방송 모니터링을 

허용합니다. 

▶ SFN내의 다중 경로 간섭 및 지연 측정을 

위해 COFDM 채널 임펄스 응답합니다. 

▶ COFDM 계층적 변조를 지원합니다. 

 

DTH 또는 네트워크 조작자 위성 업링크 

모니터링 

DTH 네트워크는 한정된 숫자의 개인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많은 수의 채널로 

특징지어 집니다. 단일 신호에서의 

오류가 수 많은 고객의 불만 및 동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내의 오류 

또는 부정확한 컨텐트는 많은 시청자가 

영향을 받기 전에 식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작자는 

변조 전과 후 양쪽을 모니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MTM400 솔루션이 스트림 

당 저 비용을 제공합니다. 

▶ QPSK(L 밴드) 및 8-PSK RF 

인터페이스가 ASI/ SMPTE 310M 

인터페이스 및 RF 인터페이스 양쪽의 

전환에 의해 양쪽에서 스트림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COFDM 채널 임펄스 응답 

 

▶ COFDM 채널 선형 진폭 

 

IPTV 

IPTV는 비디오 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도전을 만들어 냅니다. 

MTM400은 넓은 IP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심도 있는 MPEG 측정 및 

레코딩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링크 상의 

모든 세션에 대하여 IP 패킷 오류가 있는 

다중 세션 IP 트래픽 화면을 보여줍니다. 

MTM400 통합 오류 로그 내의 IP 및 

MPEG 레이어 오류 간의 연계성 저장은 

IP 및 TS 오류 간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경계 장치 모니터링 

경계 장치 모니터링은 현대적인 혼성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TM400은 ASI에서 IP 또는 RF 측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 요구에 

대응합니다. 

▶ ASI ~ RF 

▶ IP ~ RF(두 개의 MTM400 유닛 필요) 

▶ IP ~ ASI 

 



신호 생성 방법론의 이해 

▶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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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M400 스트림 테스트 

 

측정 기능 

MTM400 표준 구성에서의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 

▶ MPEG-2, DVB, ATSC 및 ISDB 지원 

▶ TR 101 290에서 지정된 기술에 따른 TR 

101 290 선행 1, 2 및 3 측정* 4 

▶ PID당, 또는 TS당 기반으로 표시되는 

연속성 카운트 

▶ TR 101 290 MGB2에 지정된 방법론에 

따른 비트율 측정 최대 155 Mbps*2의 

최대 입력 전송 스트림 비트율 

▶ TR 101 290에 따른 SFN 측정 

▶ 패킷 크기 감지 

▶ 오류 로그 

▶ SNMP 트랩 지원이 있는 SNMP MIB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테스트 및 측정의 

상태, SNMP 트랩 지원은 손실된 트랩의 

감지 및 오류 트랩 세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트랩 순서 번호를 포함 

 

진단 모니터링 옵션 

▶ 사용자 정의 사전 트리거 버퍼링 및 및 

160MB까지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을 

갖는 트리거된 레코딩 

▶ PSI/SI/PSIP/ARIB SI 분석 및 반복율 

그래프 테이블 및 서비스 컨텐트를 

시험하는 기능 및 테이블 반복율의 

실시간 그래픽 표시를 갖춘 전송 스트림 

구조 보기 

▶ 참조 스트림으로부터 자동으로 템플릿을 

생성하는 템플릿 테스트(사용자 지정 

서비스 계획 테스트에 대한). 스케쥴된 

템플릿 갱신을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테스트 

▶ PID, 프로그램, 또는 PID 기반의 사용자 

지정 그룹 상의 비트율 테스트 

 

▶ MTM400 SI 테이블 

 

▶ MTM400 템플릿 테스트 

 

▶ 그래픽 결과 보기를 사용한 심도 있는 

타이밍 분석 

– PCR_OJ(전반적 지터) 

– PCR_AC(정확도) 

– PCR_FO(주파수 오프셋) 

– PCR_DR(드리프트율) 

– PCR_AI(도착 간격) 

– PTS 도착 간격 

▶ 사용자 지정 간격에서의 패킷율을 

기록하기 위한 사용자 선택 PID의 

서비스 로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격 사용자 인터페이스(RUI) 

소프트웨어는 MTM400에서 다운로드된 

자바 애플릿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Microsoft 가상 머신이 설치된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통해 

네트워크 상 임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접근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트림 상태 

요약, 또는 장치 상태 요약에 접근하기 

위한 메뉴 버튼과 함께 주 상태 보기를  

 

▶ MTM400 PCR 비정확성 분석 

 

▶ 상태 요약 스크린이 스트림의 상태 및 

컨텐트의 빠른 개요를 제공 

 

▶ 장치 상태 요약이 팬 상태 및 온도 

등을 포함한 MTM400의 하드웨어 

상태를 표시 

 

표시합니다. 스트림 상태 요약은 

스트림의 건강성 및 컨텐트의 개요를 

제공하며 유닛에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테스트 및 측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약은 프로그램 컨텐트, SI 컨텐트, 또는 

모든 PID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최대 전송 스트림 비트율은 전송 스트림 컨텐트 

및 수행될 분석의 심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림 

분석의 심도는 SI/PSIP 최대 컨텐트가 초과될 때 

부드럽게 다루어져 중요한 측정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4 T-STD 버퍼 모델 분석기 제외 

*5 전체 SNMP MIB 및 HTTP 인터페이스 문서를 

포함한 프로그래머 가이드가 요청에 의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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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 
크기  mm in. 

높이 44  1.73 

폭  430  17.13 

깊이 600  23.62 

무게 kg lbs. 

순 중량 6.0*4  13.3*4 

선적 시 9.0*4  19.7*4 

필요 공간  mm in. 

위 0  0 

아래 0  0 

왼쪽 표준 19"  랙마운트 
오른쪽 표준 19"  랙마운트 
전면 취급에 필요한 공간 

후면 커넥터에 필요한 공간 
*4 무게는 옵션인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TM400  

1RU 섀시로 제작된 단일 스트림의 확장된 

신뢰성 모니터 

포함 내역: 전송 스트림 처리 카드, 매뉴얼, 

랙 슬라이드, 전원 코드 및 라이센스 키 

인증에 적합한 1RU 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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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트로닉스 연락처: 

ASEAN/ASEAN/ASEAN/ASEAN/남양주남양주남양주남양주    (65) 6356 3900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41 52 675 3777 

발칸발칸발칸발칸, , , , 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 , , ,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및및및및    다른다른다른다른 ISE  ISE  ISE  ISE 국가들국가들국가들국가들    +41 52 675 3777 

벨기에벨기에벨기에벨기에    07 81 60166 

브라질브라질브라질브라질    및및및및    남미남미남미남미    55 (11) 3741-8360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1 (800) 661-5625 

중앙동유럽중앙동유럽중앙동유럽중앙동유럽, , , ,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및및및및    발트국발트국발트국발트국    +41 52 675 3777 

중앙중앙중앙중앙    유럽유럽유럽유럽    및및및및    그리스그리스그리스그리스    +41 52 675 3777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 +45 80 88 1401 

핀란드핀란드핀란드핀란드    +41 52 675 3777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및및및및    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    +33 (0) 1 69 86 81 81 

독일독일독일독일    +49 (221) 94 77 400 

홍콩홍콩홍콩홍콩    (852) 2585-6688 

인도인도인도인도    (91) 80-22275577 

이태리이태리이태리이태리    +39 (02) 25086 1 

일본일본일본일본    81 (3) 6714-3010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44(0) 1344 392400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 , , 중앙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    및및및및    카리브해카리브해카리브해카리브해    52 (55) 56666-333 

중동중동중동중동, , , , 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및및및및    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    +41 52 675 3777 

네덜란드네덜란드네덜란드네덜란드    090 02 021797 

노르웨이노르웨이노르웨이노르웨이    800 16098 

중국중국중국중국    86 (10) 6235 1230 

폴란드폴란드폴란드폴란드    +41 52 675 3777 

포르투갈포르투갈포르투갈포르투갈    80 08 12370 

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    82 (2) 528-5299 

러시아러시아러시아러시아    및및및및 CIS  CIS  CIS  CIS 7 095 775 1064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27 11 254 8360 

스페인스페인스페인스페인 (+34) 901 988 054 

스웨덴스웨덴스웨덴스웨덴    020 08 80371 

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    +41 52 675 3777 

대만대만대만대만    886 (2) 2722-9622 

영국영국영국영국    및및및및    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    +44 (0) 1344 392400 

미국미국미국미국    1 (800) 426-2200 

기타 지역: 1 (503) 627-7111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0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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