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VI CellAdvisor 스펙 럼 장비를 
5G 통신 시장으  진입하게한 
thinkRF사  다운컨버터 D2030

APPLICATIONS

Frequency extension for !eld 

equipment

5G interference hunting

5G research an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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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VI Solutions사는 5G 비스 제공 체가 종단 간 솔루션을 통해 세계에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무선 네 워크를 배포, 지 관리, 최적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입니다. VIAVI CellAdvisor 스펙 럼 테스  솔루션은 셀 사이 의 설

 및 지 관리, 문제 해결 및 간섭 찾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현장에  사용하기위한 것으  9kHz ~ 8GHz의 주파수 범위를 갖습니다.



The Scenario

The Requirements(VIAVI 사의 요구사항)
To make the solution viable for their existing customers, VIAVI had several important requirements, 
including: 

Ability to capture signals in the 27 GHz – 30 GHz bands

Downconversion of signals to below 6 GHz to work with all existing CellAdvisor units 
 

already deployed

Portable, lightweight, and low power consumption to maintain usability in the field

Easily integrated using standard SCPI controls over Ethernet or directly from CellAdvisor

Competitiv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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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무선 기술의 도입으  인해 CellAdvisor 스펙 럼 측정 솔루션은 5G에 대해 연구중인 새 운 신호, 즉 28GHz 대역을 감지
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 성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  VIAVI는 현장의 엔지니어가 현재 테스  및 측정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도 기존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하는 RF 
다운 컨버터가 필요 했습니다.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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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GHz – 30 GHz 주파수 범위

Up to 160 MHz 리얼타임 주파스 대역폭 real-time bandwidth (RTBW)

High IF 출력 at 3.55 GHz or 5.6 GHz

10 MHz input and output clock references for 멀티 유니트 동기화 multi-unit synchronization 

Compact size at 7.5” x 8.5” x 1” and weight of less than 2 lbs

손쉽게 타회사  스펙트럼장비 연동하  사용 가능   frequency performance of at least 6 GHz

The D2030 RF 다운컨버터 징들:

The ThinkRF D2030 RF Downconverter seamlessly 
integrates with existing third-party spectrum analyzers 
to extend capability into 5G.

  VIAVI 사는 thinkRF 사의 D2030 RF 다운 컨버터를 
VIAVI

 
사의 검증된 경험과

 
형,

 
휴대용,

 
다 적

 
프 웨

어  정의  스펙 럼  분석  솔루션을

 
발

 
한

 
입증

 
된

 
경험

을  기반으  더  세워지게  했고

 
더

 
디자인해

 
그들의

 시스템으  설계했습니다.
D2030 RF 다운 컨버터는 상당한 크기, 무게, 전력 또
는

 
비용 요구 사항을 가하지 않고도 기존 스펙 럼 분

석
 

솔루션의 성능을 5G 확장합니다. V IAV I뿐만 아니
라

 
든

 
공급 체의 스펙 럼 분석 장비를 갖춘 바일 

운영자,
 

현장 기술자 및 무선 비스 제공 체는 표준 
SC P I

 
제어를 사용하 가 교 이 D2030 RF 다운 

컨버터를
 

현재 설정에 신 하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IF  Out  포 를  통해  D2030  RF  다운  컨버터를  스펙
럼  분석기에  연결하고  네 워킹  포 를  통해  스펙 럼
 

분석
기  또는  PC를  사용하  제어하기  만하면됩니다.



ABOUT  THINKRF

© ThinkRF Corp., Ottawa, Canada
Trade names are trademarks of the owners
7KHVH�VSHFL¿FDWLRQV�DUH�SUHOLPLQDU\��QRQ�ZDUUDQWHG��DQG�VXEMHFW�WR�FKDQJH�ZLWKRXW�QRWLFH�� � �
 

결과

 
Jim Neuens, Marketing Director Metro and RF-Test Business Units of VIAVI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thinkrf.com, contact info@thinkrf.com or on Twitter, LinkedIn and YouTube.

“

”

  ThinkRF는 VIAVI CellAdvisor 장 를 5G  확장하는 솔루션을 성공적으  발했습니다. 
ThinkRF의 고도  최적  된 프 웨어 정의 스펙 럼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  현장 사용자는 이제 기존 
3G 또는 4G / LTE 신호  제한되었던 27-30GHz 범위에  5G 신호를 캡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  및 측정 장비를 5G 무선 기술의 간섭 찾기, 연구 및 테스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nkRF와의 이러한 협력을 통해 리는 고 의 테스  및 측정 장
비에 대한 투자를 5G 스펙 럼으  확장하기위한 주요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ThinkRF  발 한 제품은 비용 효율적이 필요한 많은 5G 통신 신호 
계측 및 스펙 럼 니터링 산 에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ThinkRF는 오늘날 빠르게 진 하는 무선 환경에  복잡한 파형을 니터링, 감지 및 분석하는 프 웨어 정의 
스펙 럼 분석 솔루션의 선두 주자입니다. 디자인 원 에 따라 허 기술과 품질을 기반으  구  된 ThinkRF 플랫폼
은 5G, 니터링, 신호 인텔리전스 (SIGINT), 기술 감시 대책 (TSCM), 테스  및 측정 애플리케이션을위한 더 큰 다양
성, 더 나은 성능 및 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항공 주 및 방위 회사, 스펙 럼 규제 기관 및 무선 통신 제공 체는 원격으  배포 할 수있는 PC 기반의 쉽게 
그레이드 할 수있는 플랫폼을 사용하  무선 스펙 럼 분석을위한 기존 실험실 장비를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