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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F 스펙트럼 모니터링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밀리미
터 파  5G,  레이더,  전송되는 무선 신호의 증가하는 다양성 및 대역폭과    

같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RF  전문가

는  빠르게  진화하는  무선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

다.

어제의 RF 테스트 및 측정 솔루션은이 새로운 

RF 신호 환경을 수용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호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군사 기관은 더욱 

빠듯한 자원과 예산을 관리하면서 민첩하게 

새로운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시스템

을 조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많은 RF 전문가에

게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실용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RF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보다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

요합니다.

특히 항공 우주 및 국방 (A & D) 조직은 인텔리

전스 수집 및 유지 관리 애플리케이션을위한 

맞춤형 단일 목적 RF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벗

어나 파트너 및 공급 업체의 상용 상용 (COTS) 
솔루션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무

선 환경에 적응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값 비싼 스펙트럼 모니터링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RF 전문가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이 백서는 고주파 애플리
케이션을위한 RF 측정 
솔루션의 필수 부분으로 
다운 컨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RF 측정 구성 요소
와 함께 배치 된 다운 컨
버터는 기존 테스트 및 
측정 장비의 주파수 범위
를 확장하여 훨씬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올인원 박스 솔루션
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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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다운컨버터: 

기존 RF 모니터링 솔루션
을 확장하기위한 실용적
인 접근  방식

RF 신호가 더 높은 주파수와 더 높은 주파수

로 이동함에 따라 RF 엔지니어는 이러한 신

호를 캡처 할 수있는 테스트 및 측정 솔루션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테스트 설정

이 Wi-Fi 및 4G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경우 장비는 6GHz 이상의 신호를 캡

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F 운영자는 기존 

장비를 이러한 고주파를 지원하는 새로운 

구성 요소로 교체하는 대신 현재 테스트 및 

측정 구성 요소와 함께 다운 컨버터를 사용

하여 고주파 신호를 캡처하고 현재 RF 계측

에 대한 자본 지출 (CapEx) 투자를 보존 할 

수 있습니다. .

        
      

     
       

        
       

       
      

      
      

       
     

       
     

     다운 컨버터는 들어오는 고주파 RF 신호를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의 대역폭 내에있는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는 매우 간단한 개념

을 나타내지 만 고성능 (비용 효율적인) RF 

신호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하기위한 강

력한 구성 요소입니다.

     
      

      
       
       

 아래 블록 다이어그램은 대역 통과 필터,  
저잡음 증폭기 및 믹서와 같은 RF 구성 요소

로 구성된 다운 컨버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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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of replacing their 

existing equipment with new 

components that support 

those higher frequencies, RF 

operators can use a down-

converter with their current 

test and measurement com-

ponents to capture higher 

frequency signals - and pre-

serve the capital expendi-

ture (CapEx) investment they 

have made in their current 

RF instrumentation.

8 GHz - 27 GHz

100 kHz - 8 GHz

100 kHz – 50 MHz

50 MHz - 8 GHz

RF IN
100 kHz – 27 GHz

IF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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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컨버터는 연결된 신호 분석기의 기

존 RF 범위 기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킵

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서 

측정을 수행하고 중간 주파수 (IF)로 다운 

컨버트하고 후 처리 및 분석을 위해 분석

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운 컨버터가 동일하게 생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폼 팩터 (통합 칩에서 1 

슬롯 모듈, 독립형 구성 요소까지), 기능 (상
한 주파수 6GHz ~ 72GHz)에서 시장 범위에

서 사용할 수있는 수많은 다운 컨버터 옵션, 
및 가격-그리고 대부분은 공급 업체에 따라 

다르며 작동을 위해 동일한 제조업체의 보

완 모듈 또는 섀시가 필요합니다. 

 표준 블록 다운 컨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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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에 비해 하나의 

다운 컨버터 모델의 적합성

은 궁극적으로 비용, 성능 및

 성능과 그것이 사용되는 RF

 애플리케이션으로 귀결됩니

다.

D2030 다운 컨버터로 Viavi CellAdvisor의 
주파수 범위를 mm 파장 주파수로 확장

입력 신호 주파수 
범위를 지정하고이를 더 낮은 주파수 범위
로 변환합니다. 즉, 출력 주파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입력 주파수에 따라 달라 지므
로 인터페이스하는 수신기의 작업이 복잡
해집니다. 또한 블록 다운 컨버터는 내장 로
컬 오실레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때로 사용자가 외부에서 제공해야하는 
비용, 전체 크기 및 복잡성이 추가됩니다.

한 다운 컨버터 모델의 적합성은 궁극적으
로 비용, 기능 및 성능과 사용되는 RF 애플
리케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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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분야에서의 

다운 컨버터 애플리케
이션

다운 컨버터는 신호 장비가 할 수있는 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 RF 신호 캡처 및 측정을 

가능하게합니다. 실제로이 기능을 사용하면 

RF 공간의 운영자가 기존의 RF 장비를 활용

하고 기존의 올인원 RF 테스트 솔루션을 사

용할 때보 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복잡

한 광대역 파형을 캡처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TSCM (Technical 
Surveillance Countermeasures) 및 

SIGINT (Signal Intelligence)와 관련된     

우주항공 & 국방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RF 신호 감지 장비 확장

규제 기관과 우주항공 & 국방 조직은 현재 

셀룰러 및 Wi-Fi 대역에서 간섭을 감지하고 

찾기 위해 스펙트럼 분석 솔루션에 상당한 

투자를했습니다.하지만이 장비는 일반적으

로 최대 6GHz의 주파수 범위 만 가지고 있

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단순히 주파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장비에 대규

모 투자를 할 수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5G 모바일 및 무선 통신 기술이 계속해서 

더 높은 주파수 (특히 28GHz 대역)를 사용

함에 따라 RF 엔지니어와 기술자는 해당 

주파수에서 간섭 또는 관심 신호를 모니터

링 할 수 있어야합니다.

ThinkRF RF 다운 컨버터를 기존 스펙트럼 

분석기와 통합함으로써 기존 장비를 업그레

이드하거나 교체하지 않고도 50MHz ~ 40
GHz 범위의 신호를 모니터링, 감지 및 분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조직

은 교육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RF 전문가는 기존 신호 분석 장비를 계속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 컨버터가 관심있

는 신호를 이미 인식하는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주파수에서 신호를 수집하

고 분석 할 때 새로운 학습 곡선이 없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광대역 신호   
측정 가능

더 높은 주파수 신호와 관련된 높은 데이터 

속도는 더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캡처하고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

다. 마찬가지로 주파수 호핑 신호는 우주항공 

&국방 통신 대책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이

며 적절한 감지 및 분석을 위해 광대역 모니

터링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RF 신호를 캡처 및 분석하기 위해 

값 비싼 광대역 시스템을 구입하는 대신 

RF 엔지니어는 다운 컨버터를 사용하여 

성능 저하없이보다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에서 더 넓은 대역폭 요구 사항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동기화 된 ThinkRF 다

운 컨버터를 스 태거 튜닝과 병렬로 실행하

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광대역 신호를 캡

처하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고속 디지타이

저 및 신호 분석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른 구

성 요소와 결합하면 RF 엔지니어는 광대역 

신호 기록 시스템을 포함하여 최대 40GHz
의 마이크로파 테스트 및 측정 애플리케이

션을위한 토털 측정 솔루션을 갖게됩니다.

5 | thinkRF.com             

https://thinkrf.com/


50MHz ~ 40GHz의 주파수 범위 : 현재 
사용중인 모든 주요 주파수 대역을     
포함합니다.

사전 선택 필터링 : 대역 외 신호를 제거
하고 스퓨리어스 완화를 가능하게하는 
정교한 RF 필터 기술. 필터링하지 않으면 
분석 대역 내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단일 IF 출력 : 

스펙트럼 분석기 또는 수신기와 쉽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보정 된 출력 : 

출력 IF 신호는 입력 신호의 작은 범위 
내에서 정확하므로 신호 체인의 이득 
또는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합이 더 간단 해집니다.

내장 로컬 오실레이터 : 외부 신디사
이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장 디지타이저 : 내장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광대역 및 모드 지원 : 사용자가 더 나은 
스퓨리어스 응답 제거를 위해 대역폭을 
절충 할 수있는 광대역 및 협 대역 신호 
캡처를위한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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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00 RF 다운컨버터/튜너 

차세대 RF 환경을위한 

다운 컨버터

다운 컨버터는 RF 신호 분석 시스템의 주파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 효
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5G 네트워크의 새
로운 세계에서 다운 컨버터는 모바일 사업자
와 시스템 통합 업체의 시장 출시 시간과 비용
을 줄일 수 있습니다.

ThinkRF 시리즈 RF 다운 컨버터 / 튜너는 최대 

성능과 상호 운용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
4000, R5550 및 D2030 RF 다운 컨버터 / 튜너
를 사용하면 최대 500MHz의 실시간 대역폭 (
RTBW)으로 50MHz ~ 40GHz의 주파수 범위에
서 RF 신호를 변환하여 802.11ac 및 5G와 같은 

최신 파형을 캡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hinkRF 시리즈 RF 다운 컨버터 / 튜너
의 주요 기능 및 이점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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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한 폼 팩터

컴팩트 한 디자인의 ThinkRF RF 다운 컨버터
는 상당한 크기, 무게 및 전력 (SWaP) 요구 사
항을 추가하지 않고도 실험실에서든 현장에서
든 모든 배포 시나리오에서 휴대 가능하고 쉽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6W에서 + 12V DC의 

전원 입력은 플러그 어댑터가있는 표준 전기 

콘센트 또는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배터
리 또는 차량 전원 콘센트를 통한 충전을 지원
합니다.

표준 구성 인터페이스

ThinkRF RF 다운 컨버터는 C / C ++ 및 

Python 용 개방형 API, Telnet 연결을 통한 

SCPI 명령 또는 LAN 연결을 통한 스펙트럼 

분석기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성을 통한 표
준 구성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개방형 플랫폼

ThinkRF RF 다운 컨버터는 타사 테스트 장비, 
RF 신호 감지기 및 인터페이스와 함께 작동합
니다. 개방형 플랫폼은 이더넷을 통한 표준 

SCPI 제어를 통해 현재 스펙트럼 분석 솔루션
과 원활하게 작동하므로 스펙트럼 분석기 또는 

모든 표준 PC를 통해 장치를 제어 할 수 있습니
다.   

다중 장치 동기화 기능

ThinkRF RF 다운 컨버터에는 외부 모듈과의 

클록 동기화를 지원하는 10MHz 입력 및 출
력 클록 레퍼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를 통해 특히 광대역 신호 모니터링 및 캡처
를 위해 복합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정
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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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RF는 오늘날 빠르게 진화하는 무선 환경에서 복잡한 파형을 모니터링, 감지 및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펙
트럼 분석 플랫폼의 선두 주자입니다. 더 많은 유연성, 더 넓은 범위, 향상된 기능 및 더 나은 ROI를 제공함으로써 

ThinkRF 솔루션은 규제 및 인텔리전스 모니터링, 통신 배포 최적화 및 RF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상적입니다. 개방형 

API와 검증 된 통합을 통해 ThinkRF는 PC 없이도 배포 할 수있는 유일한 컴팩트하고 네트워크 가능한 스펙트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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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지사와 파트너를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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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RF 스펙트럼 환경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
전함에 따라 RF 통신 공간에서 운영되는 조직 

및 기관과이를 지원하는 RF 테스트 및 측정 장
비 제공 업체는이를 따라 가야합니다. 신호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특히 우주항공 & 국방     

부문에서 RF 애플리케이션의 특수성이 증가
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모니
터링하는 조직은 기존 테스트 장비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능을 제공 

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기존 RF 테스트 장비의 대량 및 제한된 확장 

성으로 인해 RF 시장은 RF 테스트 및 모니터
링 시스템을 조립하는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
식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
성 요소를 단일 솔루션으로 결합하면 저렴한 

플랫폼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기
존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신호를 측정하기위한 다운 컨버터의 적용은 

       
        

       
      
     

       
      

     
     

        
       

우주항공 & 국방 기관의 경우이 접근 방식은 

RF 엔지니어가 21 세기를위한 신호 감지 및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할 때 직면   

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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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예이며 

RF 조직은 기존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로
운 RF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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