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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솔루션
미래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추진

JDSU 스마트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현 포트폴리오는 무선, 액세스, 
백홀 및 코어 전반에 걸쳐 고유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통합 모바일 
솔루션입니다. 

전송과 패킷 및 콘텐츠에 대한 통찰력과 활용 가능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JDSU는 
현재와 미래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가 회복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사용자는 최고의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NEMs), 계약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최저 운용 비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필요한 안정성, 상호운용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JDSU는 실리콘에서 앱, 
소형셀에서 매크로셀, RAN에서 코어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JDSU는 고객들이 시장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며, 성장과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원동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JDSU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전체 모바일 수명 주기를 지원합니다.

 • LTE 및 LTE-Advanced

 • VoLTE

 • 소형셀

 • 분산 안테나 시스템(DAS)

 • 빅데이터 및 고객 경험 관리(CEM)

JDSU는 여러분의 고객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LTE 서비스를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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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네트워크 구현 

RANAdvisor

무선 네트워크 당면 과제

최고의 품질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장하며 새로운 기술 및 
데이터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은 고객 기반의 수익 증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확하고 확장 가능하며 비용 효과적일 뿐 아니라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의 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올바른 테스트 및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ANAdvisor 네트워크 최적화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선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및 계약업체들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무선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Windows®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솔루션으로서, 사이트 평가, 기지국 가동, 시스템 수용 및 
지속적인 최적화와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은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수명 주기 전체 단계에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무선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주요 기술에 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JDSU는 고객들이 차세대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구현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보다 앞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시스템이 LTE(FDD/TDD), HSPA+, CDMA, cdma2000®, 
1xEV-DO Rev 0/A/B, GSM, GPRS, EDGE, W-CDMA/UMTS, WiMAX, WiFi이거나 이러한 
기술들의 조합이더라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직면한 과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점

 • 2G/CDMA/1xEV-DO Revs 0, A, B/WCDMA/
HDPA+/LTE-FDD/LTE-TDD/WiMAX™ 기술에 
대한 포괄적 지원

 • 실시간 KPI를 통한 빠른 문제 파악 

 • Voice-over-LTE(VoLTE) 테스트 지원

 • PCI 지원(삼성 갤럭시 S4 I-9506)

 • EARFCN(다양한 S3/S4 선호 모드)

 • 다양한 S3/S4에서 UARFCN 지원

 • 대역 및 RAT 지원

 • OpenStreetMap 지원을 통한 지도 비용 절감

 • 소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단일 플랫폼으로 
총소유 비용 절감

 • 하드웨어 자동 탐지 및 구성에 의한 테스트 
시간 단축

 • 사용하기 쉬운 GUI 및 그래픽 테스트 시퀀서

 • Google Earth 내보내기 기능으로 한 간편한 
시각화 제공

 • Actix 및 Windcatcher와 같은 모든 선도적 
사후 처리작업 도구와 호환 가능한 개방형 
아키텍처 

 • 차량 기반, 백팩 및 휴대용 솔루션으로 
어디에서나 테스트 가능

적용 분야

 • RF 계획/검증/모델 튜닝

 • RF 최적화 및 문제해결

 • 비인가 신호 제거

 • 간섭 분석

 • 벤치마킹

 • 음성 품질 테스트

 –  PESQ 및 POLQA

 • 비디오 스트리밍 테스트

 • 데이터 서비스 테스트

 • 실외 및 실내 테스트

 • VoLTE 테스트



3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솔루션

www.jdsu.com/korea

장점

 • 한 번의 구동 테스트 또는 실내 조사 동안에 
동시에 여러 기술 측정이 가능

 • 특정 수신기 측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고 4대의 UE 장치를 USB에 연결하여 충전 
가능(W1314A만 해당)

 • 자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측정 
성능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제품의 수명 연장이 가능

 • 가벼운 무게와 낮은 전력 소비량

 • 실내 및 실외에 모두 적용 가능

특징

 • LTE, UMTS, GSM, 모바일 WiMAX, 1xEV-DO, 
cdma2000, iDEN, 스펙트럼 분석 및 연속파 
지원

 • 수신기 하드웨어 내에서 모든 측정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여 노트북 프로세싱 요건이 
최소화되며, 특정 수신기 성능을 보장

 • 견고한 케이스로 완벽한 RF 차폐 기능 지원

 • 일상적인 구동 테스트를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통합 50개 채널, 고민감 GPS

 • 충전 가능한 4포트 USB 2.0 허브(W1314A만 
해당)

 • W1314A 및 W1314B 수신기 조합 지원

RANAdvisor

W1314A/B 다중 대역 무선 측정 수신기

이 수신기는 RANAdvisor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쉬운 구성과 견고한 연결을 통해 
E6474A RANAdvisor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플랫폼과 결합되어 사용자들이 수신기에서 
빠르고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쉬운 연결 및 구성으로 사용자는 장소 또는 사용하는 기술에 상관 없이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맞는 올바른 수신기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고품질의 측정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W1314A W1314B

RANAdvisor 보안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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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DAS 및 소형셀의 빠른 구축 및 문제해결을 
지원

 • 실시간 문제 해결을 통해 빠른 테스트 수행 
가능

 • 간단하고 정교한 테스트 지원

 •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반복적인 방문의 최소화 

 • 액티브/패시브 WiFi 테스트를 통해 빠른 
핫스팟 검증 가능 

 • 스크립트 작성 없이 빠른 서비스 검증 가능

특징

 • 초경량 휴대용 및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최대 6대의 장치와 한 대의 수신기를 제어할 
수 있는 태블릿 앱 제공

 • 데이터 수집 중 누락된/고장 난 안테나 및 
매크로 진입 문제 식별

 • iBwave 설계와 완벽한 호환 성능으로 
평면도를 그림 파일로 추가 가능

 • LTE, WCDMA, GSM, CDMA, RRC/NAS, LibPCAP 
및 EV-DO 지원

 • 그래픽 병렬 시퀀서

 • Qualcomm DLF 형식으로 기록 가능

 • 음성 및 VoLTE 서비스 품질

RANAdvisor

TrueSite™

무선 시장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등장하고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정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사용자 행동은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 및 전체 네트워크 
문제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고객이 
문제를 경험하는 환경에서 동일한 유형의 장치를 이용해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초경량 휴대형 TrueSite 솔루션을 이용하면 공항, 경기장, 쇼핑몰 및 사무실 같은 
모든 실내 환경에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TrueSite는 단일 스마트폰에 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장치 시스템의 일부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앱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한 사람의 기술자가 
최대 6대의 스마트폰과 단일 수신기로부터 적절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TrueSite를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 중 누락된/고장 난 안테나 및 매크로 진입 문제와 
그 위치까지 즉시 식별할 수 있어,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반복적인 방문과 사후 처리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rueSite는 모든 실내 테스트 요구사항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단락되었거나 고장 난 안테나, 매크로셀에 의한 불요파 유입, 통화 연결 
실패 및 단절, 연결 실패 및 테스트 실패를 감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시간 결함 탐지 
도구입니다. 문제를 실시간으로 식별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다시 테스트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다시 테스트할 수 없는 
장소에서 테스트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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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단일 계측기로 RF 및 광 테스트 수행

 • 동시에 (두 가지) 측정이 가능

 • 주파수 집성, MIMO 분석 및 복조 기능을 통해 
쉽게 LTE-A 문제 식별

 • 시장 최고의 신호 복조

 • 고유한 LTE MBMS 측정

 • 단일 계측기를 이용해 전체 스펙트럼 
대역간(inter-band) 및 대역 내(intra-band) 
비침입식 PIM 탐지

 • Bluetooth®를 통해 최대 100 m까지 원격 제어

기지국 테스트

현장용 JDSU 무선 테스트 솔루션은 기지국의 검증,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테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의 4가지 주요 테스트 영역은 백홀, 
급전선(피드 라인), 무선 성능 및 무선 인터페이스입니다.

JDSU 분석기의 기능:

 •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 창출 시간을 단축—네트워크 구축의 모든 단계 테스트 가능, 
QoS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운영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 

 •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 보장—검증 보고 기능을 통해 사이트 허용 및 결과 반복을 
위한 자동 측정을 지원

 • 	네트워크 운영 비용을 최소화—기지국, 케이블 및 주파수 범위의 안테나 분석을 
위한 단일 계측기로 예산 내에서 운용할 수 있고 교육 요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 
기능을 갖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용할 때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 급전선(피드라인)이나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다기능 분석기 
또는 기지국 분석기 같은 다양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기지국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지국 테스트 영역

JDSU 기지국 포트폴리오

급전선(피드라인)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RF 분석기 신호 분석기 기지국 분석기

급전선(피드라인)

백홀 백홀

무선 성능

무선 인터페이스 무선 인터페이스

급전선(피드라인)

백홀

무선 인터페이스

무선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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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사용에 이상적인 견고하고 가벼운 설계
(4.4 lb/2.0 kg 미만)에 낮에도 잘 보이는 7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낮은 광원에서도 
볼 수 있는 백라이트 패널 지원

 • 데이터 포인트당 1ms 미만의 측정 시간 
및 자동 합격/불합격 지표로 구성 가능한 
한계선을 이용해 테스트 시간을 최소화

 • 5MHz에서 4GHz로 확장된 측정 범위 제공

 • 화면 전환 없이 동시에 DTF 및 VSWR 분석이 
가능한 듀얼 측정 디스플레이

 • 데이터 포인트당 0.65 ms의 빠른 측정 속도(
최대 2001 데이터 포인트까지 가능)

 • 각 O-S-L 보정 단계마다 3초 미만의 빠른 
보정 속도

 • 개선된 터치 스크린/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측정 속도 및 절차를 간소화

특징

 • RF 또는 광 전력 센서와 연결되는 동축 또는 
광케이블에서의 전력 측정 

 • 최대 +40 dBm(10 W)의 입력 전력 보호

 • Smith 차트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벡터 성능 
측정

 • 파이버 검사 및 테스트

 • 클라우드 가능 자산 및 테스트 데이터 관리

적용 분야

 • VSWR, 반사 손실 또는 Smith 차트에 표시된 
결과를 이용해 반사 측정

 • DTF(distance-to-fault) 측정을 통해 결함 
위치를 결정

 • 다양한 주파수를 통해 케이블 손실 특성화 
수행

 • 모든 셀 사이트 급전선(피드라인), RF 및 
파이버 검증

 • 고유한 파이버 검사와 테스트 및 광 전력 
측정 수행

 • 안테나, 증폭기 및 필터를 분리시키는 데 
이상적인 삽입 이득 또는 삽입 손실 테스트를 
위한 2포트 전송 측정

기지국 테스트 (계속)

CellAdvisor™ JD720 시리즈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무선 네트워크 문제의 대부분은 안테나 시스템, 케이블 및 커넥터를 구성하는 기지국 
인프라 또는 급전선(피드라인)에서 발생합니다. 적절하게 셀 사이트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적의 계측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JD720 제품군은 신호 반사(VSWR 또는 반사 손실), RF 전송 출력 및 결함 위치(결함 
위치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파이버의 링크 테스트를 포함하여, 사이트의 전송선과 
안테나 시스템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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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펙트럼, 간섭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을 
통합하여 셀 사이트의 물리적 계층을 
종합적으로 특성화함

 • 유지보수 시간 단축 및 단 두 번의 키 
입력으로 표준 기반 RF 측정을 수행

 • 3개 측정 지점간의 상관 관계를 즉시 
분석하여 빠르게 간섭 위치를 확인

 • 구성 가능한 채널 스캐너를 이용해 한 번의 
측정으로 최대 20개의 캐리어 테스트

 • RF 또는 광 전력 센서와 연결되는 동축 또는 
광케이블에서의 전력 측정

 • 다중 반송파, MIMO 및 시장 최고의 복조 
기능으로 빠르게 LTE-A 성능을 이해

 • 단일 계측기로 전체 스펙트럼에서 비침투식 
PIM 탐지

적용 분야

 •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여, 채널 전력, 
사용 중인 대역폭, 인접 채널 누설 비율, 
스펙트럼 방사 마스크 및 스퓨리어스 방사를 
비롯한 셀 사이트의 RF 특성화 작업 수행

 • 간섭 분석기의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여 
간헐적 간섭원을 식별하고, 그 RSSI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최대 6개의 가능 
간섭원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간섭 
검색기를 이용하여 자동 삼각 측량을 통한 
간섭 위치 파악

 • 채널 스캐너를 사용하여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기술과 주파수의 20개 캐리어에 대해 
채널 전력 측정

 • 외부 전력 센서와 함께 RF 및 광 전력 
측정기로서 사용

 •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을 이용하여 반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하며, 안테나와 증폭기 
및 필터의 결함을 식별하는 데 이상적인 삽입 
이득 또는 손실 테스트를 위한 2포트 전송 
측정을 수행

기지국 테스트 (계속)

CellAdvisor JD746A/JD786A RF 분석기

이들 분석기에는 스펙트럼 분석,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 그리고 전력 측정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기지국의 물리적 계층 테스트, 인수시험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측정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기를 이용하면 채널 전력, 인접 채널 전력, 사용 중인 대역폭, 반사 손실, 
송전탑에 장착된 증폭기의 이득, 결함 위치까지의 거리와 같은 모든 RF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JD746A 간섭 분석 기능은 시간에 따라 최대 6개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spectrogram 및 RSSI를 제공할 뿐 아니라 스펙트럼 전력 차이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또한 JD786A는 최대 8 GHz까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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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펙트럼, 간섭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을 
통합하여 셀 사이트의 물리적 계층을 
종합적으로 특성화함

 • 완전한 셀룰라 신호 평가, 표준 기반 RF 
메트릭스 및 변조 품질 성능의 처리를 통해 
유지보수 시간을 5분 미만으로 단축

 • 3개 측정 지점간의 상관 관계를 즉시 
분석하여 빠르게 간섭 위치를 확인

 • 구성 가능한 채널 스캐너를 이용해 한 번의 
측정으로 최대 20개의 캐리어 테스트

 • RF 또는 광 전력 센서와 연결되는 동축 또는 
광케이블에서의 전력 측정

 • 즉각적인 문제해결 및 셀 사이트 최적화에 
필요한 전체 프로필의 포괄적인 신호 분석을 
수행

 • RF 특성화 및 변조 품질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 채널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포함

 • 주파수 집성, MIMO 및 시장 최고의 복조 
기능으로 빠르게 LTE-A 성능 전달

 • 단일 계측기로 전체 스펙트럼에서 비침투식 
PIM 탐지

적용 분야

 • 듀얼 스펙트럼 및 스펙트로그램 측정

 • RCDE 측정

 •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 기록 기능과 더불어 RF 특성화 및 
스펙트럼 제거를 수행

 • 간섭 분석기의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여 
간헐적 간섭원을 식별하고, 그 RSSI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최대 6개의 가능 
간섭원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간섭 
검색기를 이용하여 자동 삼각 측량을 통한 
간섭 위치 파악

 • 채널 스캐너를 사용하여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기술과 주파수의 20개 캐리어에 대해 
채널 전력 측정

 • 외부 전력 센서와 함께 RF 및 광 전력 
측정기로서 사용

 • 신호 분석기를 사용하여, GSM/GPRS/EDGE, 
CDMA/cdma2000/EV-DO, WCDMA/HSDPA, 
TD-SCDMA, 모바일 WiMAX, LTE-TDD 및 LTE-
FDD를 비롯한 모든 셀룰라 기술의 표준 기반 
RF 메트릭스 및 변조 품질을 평가

기지국 테스트 (계속)

CellAdvisor JD748A/JD788A 신호 분석기

이들 분석기는 휴대성뿐만 아니라 GSM/GPRS/EDGE, CDMA/EV-DO, TD-SCDMA, 
WCDMA/HSPDA+, 모바일 WiMAX, LTE-FDD, LTE-TDD 및 LTE-A를 포함하여 셀룰라 
신호를 분석하는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RF 엔지니어들에게 이상적인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이들 신호 분석기에는 스펙트럼, 간섭 및 신호 분석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RF 특성화를 
수행하고 셀룰라 신호의 변조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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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계측기에서 스펙트럼, 간섭, 신호, 복조 
및 급전선(피드라인) 분석 수행

 • 셀룰라 신호의 완벽한 자동 평가 기능을 
이용해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

 • 5분 안에 변조 품질 성능을 측정

 • 지도 상에서 빠르게 간섭원의 위치 파악 

 • 다른 주파수에서 모든 기술의 캐리어를 최대 
20개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빠른 다중 테스트 
성능

 • 주파수 집성, MIMO 및 시장 최고의 복조 
기능으로 빠르게 LTE-A 성능 전달

 • 단일 계측기로 전체 스펙트럼에서 비침투식 
PIM 탐지

적용 분야

 • 듀얼 스펙트럼 및 스펙트로그램 측정

 • RCDE 측정

 • 간섭 분석기의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여 
간헐적 간섭원을 식별하고, 그 RSSI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최대 6개의 가능 
간섭원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간섭 
검색기를 이용하여 자동 삼각 측량을 통한 
간섭 위치 파악

 • 채널 스캐너를 사용하여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기술과 주파수의 20개 캐리어에 대해 
채널 전력 측정

 • 외부 전력 센서와 함께 RF 및 광 전력 
측정기로서 사용

 • 신호 분석기를 사용하여, GSM/GPRS/EDGE, 
CDMA/cdma2000/EV-DO, WCDMA/HSDPA, 
TD-SCDMA, 모바일 WiMAX, LTE-TDD 및 LTE-
FDD를 비롯한 모든 셀룰라 기술의 표준 기반 
RF 메트릭스 및 변조 품질을 평가

 •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을 이용하여 반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하며, 안테나와 증폭기 
및 필터의 결함을 식별하는 데 이상적인 삽입 
이득 또는 손실 테스트를 위한 2포트 전송 
측정을 수행

 • RFoCPRI 기술을 통한 새로운 파이버 기반 셀 
사이트 측정 지원 

기지국 테스트 (계속)

CellAdvisor JD745A/JD785A 기지국 분석기

이들 분석기는 셀 사이트의 검증, 설치 및 유지보수에 이상적입니다. 분석기에는 백홀, 
무선 성능, 급전선(피드라인) 및 무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기지국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정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분석기는 스펙트럼, 간섭, 신호, 케이블 및 분석 수행 스펙트럼 제거와 RF 
특성화를 통합하고, GSM/GPRS/EDGE, CDMA/EV-DO, TD-SCDMA, WCDMA/HSPDA+, 
모바일 WiMAX, LTE-FDD, LTE-TDD 및 LTE-A를 비롯하여 셀룰라 신호의 변조 품질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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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프로토콜 테스트

실시간 신호 처리 분석기(SART)
SART는 복잡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개발, 계획, 설치, 최적화 및 문제해결 업무를 
처리하는 엔지니어의 작업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 솔루션은 고성능 클라이언트-서버, 
통계자료를 통한 다중 사용자 아키텍처와 원활한 심화 과정, 그리고 메시지 호출 추적 
및 디코드 기술과 더불어 문제해결 방법에 돌파구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모든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및 통화 유형에서 네트워크 및 
개별 통화 성능을 완벽하게 일률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전화 통화 
방식에서 가장 복잡한 상호운용성 문제까지도 빠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SART는 테스트 산업에서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인 분석 솔루션이자 무선 네트워크용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진단을 제공합니다.

SART의 기능:

 • 총 소유 비용의 절감 — 다중 사용자 기능은 단일 솔루션에서 여러 클라이언트의 
고성능, 다중 클라이언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 빠른 구축 및 문제 해결 — 그래픽 통화 추적, 통계 자료 및 KPI를 포함하는 2/2.5/3/4G 
기술을 지원하여 네트워크의 성능 및 다양한 정보 요소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단 '3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빠르게 문제 격리 — SART는 고객으로 하여금 마우스 
클릭 단 3번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저하 문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문제해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다중 기술 기반 솔루션 — 엔지니어링 및 운영 조직 둘 다의 기술 요구사항에 적합한 
통일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기술 혁신을 통한 고객의 선행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지속적인 운영 비용 절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점

 • KPI에 대한 실시간 성능 분석 및 측정

 • 네트워크 어디에나 분산시킬 수 있고 충분한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지능형 하드웨어 
프로브

 • 다중 사용자 접속은 병렬 테스트와 테스트 
인프라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테스트 시간 및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

 •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지원하여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수익 창출 
시간과 운영 비용을 낮춤

 • 업계 유일의 특허 받은 Call Trace 기능은 
엔지니어들이 네트워크의 상태를 빠르게 
가시화하고 심화하여 특정 절차를 검사할 수 
있게 함

 • 10G의 상세한 사용 기록 분석 및 포렌식 
분석 기능을 통해 복잡한 액세스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수리 시간을 단축 

특징

 • 신호 처리 및 사용자 단계

 • IMS 및 VoLTE 문제해결

SART는 동적인 키 
캡처 및 완전한 호출 
흐름을 발생하는 
호출 레그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LTE 
사용자 단계를 
판독합니다.

SART는 LTE와 IMS 
호출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음성 
품질 메트릭스를 
포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호출 
흐름을 보여줍니다. 

PacketInsight와 더불어 SART는 문제가 있는 
호출을 격리시키고 즉각적인 또는 과거의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트래픽을 캡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cketInsight는 원하는 모든 통화에 대한 
사용자 단계를 캡처하는 데 사용되며 
관계있는 통화에 대한 완전한 사용자 및 
컨트롤 단계 캡처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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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상세한 분석을 위해 고속 무선 트래픽을 
캡처하는 상시 접속 기능

 • 적은 장비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상의 해당 시간 구간으로 복귀 

 • 제어 단계뿐 아니라 음성, 비디오 및 
Facebook, 이메일, 웹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문제 해결

 • 라이브 및 생산-이전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분석

 • 기존 솔루션과 함께 최적의 생산성을 위한 
개방형 XML API 플랫폼으로 기존 투자를 
보호

 • 페이로드를 분할하는 지능형 패킷 캡처 
방식을 통해 가치가 높은 데이터만 저장하여 
검색 시간을 추가로 단축

 • JDSU PacketPortal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여 
콘텐츠 인식

특징

 • 업계의 일반적인 캡처 기기보다 400배 더 
빠른 검색 엔진

 • 시작/종료 날짜/시간, IMSI, IMEI, MSISDN, 
모바일 IP, 터널형 가입자나 네트워크 요소,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유연한 검색 기준

 • 100 µs의 절대 시간 내로 시간을 스탬핑하는 
10G와 1G 포트의 혼용을 지원하는 최대 10
개의 이더넷 캡처 포트

 • 40-124 테라바이트의 확장 가능한 저장 용량

 • JDSU 및 제3자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컨트롤 
및 사용자 단계 KPI 분석

 • JDSU 또는 Wireshark 등의 제3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 페이로드를 분할하는 지능형 패킷 캡처

적용 분야

 • 3G 및 LTE 코어 문제해결

 • IPTV 품질 문제 해결

 • 무선 애플리케이션 전개 및 성능 분석

 • VIP 고객 문제해결

 • 무선 랩 자동화

 • 네트워크 중단/용량 계획

네트워크 프로토콜 테스트 (계속) 

PacketInsight™

PacketInsight는 차세대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문제해결 솔루션으로서, SART 모니터링 
도구와 함께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문제를 빠르고 정밀하게 식별합니다. 
많은 양의 저장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검토하는 일이네트워크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빈번히 필요합니다. 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저장된 데이터를 검사하려면 
종종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솔루션들과 다르게 
PacketInsight는 네트워크상의 특정 시점으로 빠르게 되돌아감으로써 품질 저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빠른 검색 속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약 40G의 무선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는 PacketInsight는 어느 솔루션보다 빠르게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무선 
서비스 공급업체 및 장비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특정 네트워크 시간 구간으로 
쉽게 되돌아감으로써, 서비스 문제를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필요를 제거하여 기존 
방식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PacketInsight는 무선 네트워크 문제해결에 있어서 신호 처리뿐 아니라 음성, 비디오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문제에 대해 업계 최고의 JDSU 무선 네트워크 경험을 
활용합니다.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법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고객 
문제를 재현하기에는 제한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방식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PacketInsight는 공급업체에 
무선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합니다.

PacketInsight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업계 최고의 유연한 무선 검색 기준을 이용하여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 및 시간 
구간을 격리합니다.

2.  문제를 파고 들어가 몇 초 내에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3.  업계 최고의 JDSU 분석 도구 또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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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검증

 • 더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온 디맨드 라이브 
네트워크 상태를 재현

 • 네트워크 수명 주기 테스트 속도의 가속화

 • 수익 창출 시간 단축 

 • 테스트 주기 시간 단축

 • 반복적이고 결정적인 테스트 행동 도출

 • 구축에 앞서서 결함 식별

 • 최종 사용자 경험의 품질 개선

 • NEM 요구/약속 검증

특징

 • 하나의 플랫폼으로 LTE, UMTS/HSPA 및 EV-DO 
테스트

 • VoLTE 성능 및 품질 테스트

 • 포괄적인 전후 상황과 함께 RF 섹터 성능 
측정

 • 지속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상의 호출 
프로필 영향에 대한 검증 

 • NEM에서 RAN 최적화 기능 테스트

 • 실제 사용 전에 빠르게 NEM 출시 검증

 • 부하(로드) 전후 상황에 따라 테스트 가능한 
기능의 제공

적용 분야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리스크 관리

 • 부하(로드) 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고객보다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벤더 제품 
평가

 • 전체 네트워크에서 과부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반복 가능한 테스트를 정의하는 다중 
벤더 상호운용성

 • 새로운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확실하게 테스트하는 기술 
평가

 • 반복 가능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 모든 시스템 
벤치마크

 • 과부하 지점을 식별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네트워크 장비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시험

 •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 

CapacityAdvisor

실제 트래픽 생성을 통해 사용자 경험 측정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품질 문제(예: 커버리지, 용량 및 성능 
문제)는 부하(로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신호 처리도 30-5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apacityAdvisor 제품군은 3G 및 4G 네트워크용 첨단 부하(로드) 및 호출 모델 생성을 
통해, 가동에 앞서 현실적인 트래픽 모델 하에서 장비와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CapacityAdvisor와 더불어 이동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고 가능한 최고의 최종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apacityAdvisor 솔루션을 이용하면 낮은 비용과 적은 리스크로 더 나은 품질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CapacityAdvisor 플랫폼

RF

RF BTS

진화된 코어

코어 네트워크

인터넷

PSTN

NodeB

eNodeB MME
LTE

UTRAN
R99, R5
R6, R7

CDMA
EVDO,
eHRPD

RNC

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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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구현

xSIGHT 고객 경험 개선

xSIGHT 고객 경험 개선(Customer Experience Assurance, CEA) 솔루션은 실제 및 관련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동적으로 적용되는 4G/LTE 네트워크 이상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xSIGHT 실시간 인텔리전스
(RTI) 플랫폼 및 분석 도구 포트폴리오에 기반하는 이 솔루션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고객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능 문제를 기존 솔루션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사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상당한 자본 지출/운용 비용, 풋프린트 및 확장성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비용을 
절감합니다

 • 깊고 폭넓은 가시성, OSS 비용 절감 및 데이터의 화폐가치화를 위해 모든 
소스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상관 관계를 분석합니다

 • 가상화 기반의 실시간 인텔리전스를 통해 동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 보장을 
구현합니다

xSIGHT 고객 경험 개선은 xSIGHT 분석 도구 포털 및 RTI 플랫폼을 통해 구현됩니다. 
시스템 사용자는 xSIGHT 분석 도구 포털을 통해 강력한 분석 애플리케이션인 xSIGHT 
CEA, xSIGHT 성능 탐색기(PE) 및 xSIGHT 진단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xSIGHT RTI 플랫폼은 데이터 액세스 에이전트(광범위한 소스에서 필요한 
보증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유연한 트래픽 분석/저장 및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 
제품군)를 통해 전체 서비스 경로에 대한 풍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캐리어 
등급 데이터의 조정, 상관 관계 및 정책 관리를 지원합니다. xSIGHT RTI 플랫폼은 
완전히 개방형이며 풍부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xSIGHT 분석 도구 및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여 부가 가치가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장점

 • 더 높은 서비스 가동 시간으로 기존 수익 
제고

 • 데이터 화폐가치화에 의한 새로운 수익 흐름 
창출

 • 만족도 개선을 통한 고객 변심 감소

 • 생산성 증대 및 OSS 합리화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

 • 낮은 솔루션 비용으로 자본 지출 절감

특징

 • 실시간 다차원 성능 분석(예: 위치, OTT 앱 
또는 장치 기준)

 • 계층적 경고 정의 및 보고에 기반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경보

 • 고객 및 수익 영향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문제 우선순위 결정

 • 동일한 가시성을 갖는, 간소화된 저비용 KPI 
생성 프로세스

 • 메트릭스(KPI) 기반 문제해결을 통해 저급 
기술로 더 빠르게 문제 진단

 • 동일한 진단 강도를 갖는, 주문형의 저비용 
처리 추적 프로세스

 • 광범위한 (JDSU 또는 비-JDSU) 데이터 소스 
및 OSS로부터 데이터 통합

적용 분야

 • 네트워크, 서비스 및 고객 문제 탐지 및 
우선순위 결정

 • 네트워크, 서비스 및 고객 문제 진단 및 해결

 • 제3자 애플리케이션 및 OSS에 제공되는 
풍부한 보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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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IGHT 적용 분야 및 플랫폼

고객 경험 개선 애플리케이션

xSIGHT CEA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경고를 생성하고) 
고객 경험과 네트워크 및 서비스 성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합니다. 가입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징

 • 정규화된 고객 경험 지표를 제공하는 SMARTmetrics™

 • 성능 상태와 영향을 받는 집단 규모를 모두 강조 표시하여 통찰력을 제공하는 트리형 지도

 • 사용자가 선택한 차원 값에 기반한 KPI 심화 과정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되는 데이터

 • 간단한 내장형 GUI 에디터를 통해 정의된 계층적 성능 경고 및/또는 차트

 • xSIGHT 진단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실행 가능

 
성능 탐색기 애플리케이션

xSIGHT 성능 탐색기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측정 및 차원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와 서비스 성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 성능의 집중적 조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징

 • KPI 값의 시간 분석, 고장 코드 분포 및 원인 유형별 고장 수

 • 사용자가 (필터 목록에서) 선택한 차원 값 및 분석된 시간 간격

 • 사용자가 선택한 차원 값에 기반한 KPI 심화 과정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되는 데이터

 • xSIGHT 진단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실행 가능

 
진단 애플리케이션

xSIGHT 진단 애플리케이션은 개별 호출 또는 데이터 세션과 관련된 프로토콜 처리에 
대한 상세한 추적을 통해 심도 있는 고장 문제해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징

 • 단일 호출 또는 세션에서 모든 관련 프로토콜 처리의 자동 식별

 • 필요한 호출 또는 세션 데이터를 빠르게 식별하고 검색할 수 있는 유연한 검색 기준

 • 필요할 때만 작성되는 xDR 및 추적 결과

 • 잠재적인 문제의 컬러 코딩 강조 표시

 • xSIGHT CEA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 실행

 
xSIGHT 실시간 인텔리전스 (Real-Time Intelligence, RTI) 플랫폼

xSIGHT RTI 플랫폼은 데이터 액세스 에이전트(광범위한 소스에서 필요한 보증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유연한 트래픽 분석/저장 및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 제품군)
를 통해 전체 서비스 경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캐리어 등급 데이터의 조정, 상관 
관계 및 정책 관리를 지원합니다. xSIGHT RTI 플랫폼은 완전히 개방형이며 풍부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xSIGHT 분석 도구 및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여 부가 
가치가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특징

 • 실시간 다차원 성능 분석이 가능한 메모리 기반 아키텍처.

 •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장치, 및 위치 인식형 성능 분석 지원.

 • KPI 생성 및 처리 추적 문제해결을 위한 간소화된 저비용 프로세스.

 • 모든 소스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및 JDSU 또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완전 개방형 아키텍처.

 • 가상화된 네트워크 환경(예: NFV)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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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미래 기술과 인터페이스로 원활하게 확장 
가능

 • 네트워크 현장 설치 및 고급 문제해결 
부문에서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리드

 • 데이터, 음성 및 비디오에 대한 깊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테스트를 통해 최종 고객 
만족을 보장 

 • TrueSAM™ 및 J-Complete™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및 문제해결 속도 단축

 • 모듈형 및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 CPRI/OBSAI 테스트를 통해 송전탑에 
올라가지 않고도 원격 무선 헤드(RRH) 상태 
확인이 가능

 • 네트워크 동기화 테스트와 더불어 타이밍 
문제로 중단된 통화 수의 감소

적용 분야

 • 10Mbps - 10G 인터페이스로 적용되는 
이더넷/IP 네트워크 테스트 및 문제해결

 • 트리거와 더불어 경로 오버헤드(POH) 캡처 
및 서비스 중단 측정을 포함하여 DS1/E1에서 
OC-192/STM-64까지의 TDM/PDH 테스트

 • 이더넷/IP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ODU-0/ODUFlex로 OTN 네트워크
(최대 11.1 Gbps 인터페이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RRH 및 BBU 인터페이스 테스트로 모든 CPRI 
및 OBSAI 최대 속도 지원

 • 네트워크 동기화 검증

 • 50GHz C 대역까지 설정 가능한 XFP를 
포함하여 SFP 및 XFP 플러그형 광학 장치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및 문제해결 

T-BERD®/MTS-6000A, -8000 다중 서비스 응용 모듈 (MSAM)
업계에서 가장 완벽한 다중 기술 서비스 활성화 및 문제해결 테스트 도구인 T-BERD/

MTS-6000A 다중 서비스 응용 모듈(MSAM)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10G 코어 및 액세스 
네트워크와 함께 적용되는 IP 네트워크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하드웨어 설계와 
함께, 시설 및 유지보수 시장을 계속해서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는 이더넷, IP, TCP 및 VoIP 테스트 제품군으로 모바일 백홀 네트워크의 
서비스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네트워크 동기화 테스트 
기능과 CPRI/OBSAI에 대한 지원 기능은 LTE, 소형셀 및 매크로셀 전개를 위한 모바일 
프론트홀 및 백홀 테스트에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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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여러 기술 테스트를 간소화한 올인원 휴대용 
도구

 • 전체 기지국 수명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OTDR과 네트워크 테스트 기능을 통합한 
단일 도구 

 • 간편한 현장 사용과 신생 네트워크 기술 
처리에 최적화

 • 진화하는 모바일 백홀 네트워크의 최대 
효율과 성공 보증

 • 풍부한 테스트 기능,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쉽게 해석되는 결과와 더불어, 이더넷 서비스 
활성화 및 문제해결 시간을 단축

 • CPRI/OBSAI 테스트를 통해 송전탑에 
올라가지 않고도 RRH 상태를 빠르게 확인

 • 네트워크 동기화 테스트와 더불어 타이밍 
문제로 중단된 통화 수의 감소

적용 분야

 • 10Mbps - 10G 인터페이스로 적용되는 
이더넷/IP 네트워크 테스트 및 문제해결

 • 트리거와 더불어 경로 오버헤드(POH) 캡처 
및 서비스 중단 측정을 포함하여 DS1/E1에서 
OC-192/STM-64까지의 TDM/PDH 테스트

 • 이더넷/IP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ODU-0/ODUFlex로 OTN 네트워크
(최대 11.1 Gbps 인터페이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RRH 및 BBU 인터페이스 테스트로 모든 CPRI 
및 OBSAI 최대 속도 지원

 • 네트워크 동기화 검증

 • C 대역 조정 가능한 광학 장치를 포함하여, 
SFP+ 플러그형 광학 장치 지원

 • FTTA, DAS 및 RAN 파이버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통합 OTDR

서비스 활성화 및 문제해결 (계속) 

T-BERD/MTS-5800 휴대용 네트워크 테스트 기기

이 테스트 기기는 캐리어 이더넷의 진화 과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매크로/코어, 모바일 
백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설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레거시 및 신생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기기는 업계에서 가장 작은 휴대용 계측기로 서비스 활성화와 문제해결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 수명 주기의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캡처/디코드 및 
자동화 J-Mentor를 포함하는 통합 J-Complete 기능은 별도의 분석 계측기 없이도 현장 
기술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T-BERD/MTS-5800은 이더넷 백홀 동기화(1588v2 및 SyncE) 및 프론트홀(CPRI/OBSAI) 
BER와 지연을 모두 검증하여 성공적인 모바일 백홀 전환을 보증하며 셀 사이트간의 
성공적인 모바일 핸드오프(통화채널 전환)를 보장하여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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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설치 허용 품질 검증으로 파이버-네트워크 
성능에 신뢰성 제공

 • 간소화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는 설치, 
테스트, 저장 및 결과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하여 간단한 파이버 설치 및 고장 위치 
파악이 가능

 • 복잡한 OTDR 설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SmartConfig™ 

 • 상향공 또는 하향공 작업의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작고 가벼운 핸즈프리 설계

 • 간단하게 도식화된 지도를 이용해 현장 
기술자가 파이버 전문가처럼 OTDR 파이버 
테스트 결과를 진단 가능

 • 표준 OTDR보다 두 배 빠르고 더욱 확실한 
테스트를 통하여 현장 생산성 개선

적용 분야
 • FTTA 프론트홀 문제해결

 • FTTA, DAS, 클라우드 RAN 및 모바일 백홀 
네트워크에서 파이버 설치,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 셀 송전탑 및 건물 옥상 사이트에서 단일 모드 
또는 다중 모드의 광섬유 테스트

 • 합격/불합격 파이버 커넥터 인증

광섬유 테스트 및 검사 

T-BERD/MTS-2000 파이버 플랫폼 — 모든 수준의 기술자를 위한 OTDR
JDSU T-BERD/MTS-2000은 빌딩 내, FTTA(fiber-to-the antenna) 및 소형셀, DAS, 
클라우드-RAN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광섬유를 설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용 OTDR 
테스트 솔루션으로서, 간단하고, 소형화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통적 RF 네트워크 설치에 숙련된 최전선 셀 송전탑 기술자는 OTDR을 사용하여 
설치된 광선로를 검증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해 있으나 OTDR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T-BERD/MTS OTDR 
플랫폼의 FTTA-SLM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하면 셀 송전탑 기술자가 
간단하게 OTDR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artConfig 기능은 기술자의 숙련도에 상관 없이 매 번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반복 가능한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처음부터 올바로 작업이 수행되게 함으로써 설치 
오류로 인한 현장 재 방문을 방지해 줍니다.

SmartClass™ 파이버 OLP-82 전력 측정기 및 현미경
파이버 네트워크의 제일 주된 문제 원인은 오염된 커넥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허용 가능한 파이버 커넥터 단면 품질 표준을 개발했
습니다. OLP-82 및 P5000i 탐침 현미경은 산업 표준 및 사양에 따라 파이버 커넥터의 검
사 인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OLP-82는 합격/불합격 파이버 검사 및 광 전력 측정(OPM)을 통합한 단일 
솔루션입니다. JDSU SmartClass 파이버 제품군에 포함된 OLP-82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한 시스템 성능 수명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계약업체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각자의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OLP-82는 한 번의 버튼 누름으로 단면 품질과 OPM 둘 다에 대한 합격/불합격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숙련도의 기술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OLP-82는 테스트 결과를 저장하고 인증 보고서를 생성하여 작업 품질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한 OLP-82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최적화하는 원활한 워크플로우에서 현재의 모범 사례를 구현하도록 기술자들을 
유도함으로써,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점
 • 사용자가 한 번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시 
작업 완료 

 • 파이버 처리 모범 사례를 촉진하는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에 대해 
파이버 검사와 테스트를 고유하게 통합

 • 하나의 휴대용 장치에서 합격/불합격 결과 
분석 수행

 • 신입 기술자도 파이버 전문가처럼 파이버 
단면 조건을 자동으로 쉽게 인증하고 광 
전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함 

 • 쉽게 파이버 인증 허용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

 • 작업 품질이 산업 표준과 고객 사양을 
충족하는지 검증

 • 집 안에서, 경계 지점에서 그리고 전신주 및 
셀 송전탑 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된 휴대용 핸즈프리 캐리어 도구

특징
 • 다중 보정 파장이 780-1625nm인 현장 
휴대용 OPM

 • 파이버 검사 및 테스트 합격/불합격 자동화 
분석

 • 산업 표준과 사용자 정의 가능 허용 기준 
모두 지원

 • 통합 PCM과 함께 사용 가능

 • 파이버 검사 및 테스트 보고서의 온보드 저장

 • 자동 파이버 이미지 중앙화

 •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최신식 스마트폰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 견고한 방수 설계

적용 분야
 • FTTA, DAS, 클라우드 RAN 및 모바일 백홀 
네트워크에서 파이버 설치, 유지관리 및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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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한 번의 버튼 누름으로 일반 기술자들도 
파이버 전문가처럼 파이버 단면 품질의 검사 
및 인증이 가능  

 • 파이버 연결성이 산업 표준을 따르도록 하여 
물리적 계층의 성능 보장 

 • 빠르고 간단하며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 
혼동 제거 

 • 지능형 스코프(현미경)를 이용하여 기존 
JDSU 테스트 플랫폼에서 파이버 단면 품질 
인증 

 • 기술자들이 처음부터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며,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작업 
품질을 개선하며,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함 

 • 파이버 구성요소와 장비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여, 수명 기간 동안 연결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

적용 분야

 • 반복적인 합격/불합격 분석으로 측정 
프로세스에서 주관적인 추측 제거 

 •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허용 프로필을 
사용하여 모든 허용 기준을 인증 

 • PC/노트북으로 분석 및 보고가 가능한 
FiberChekPRO™ 소프트웨어 포함 

 • 파이버가 항상 화면 중앙에 오도록 보장하는 
자동 이미지 중앙화 

 •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결과를 인증하고 
문서화함 

 • 이중 확대(200x 및 400x) 기능으로 높은 
수준의 상세한 검사 및 분석 지원 

 • 확대 버튼으로 실시간 보기와 분석 보기 
전환 가능 

 • FBPT 시리즈 팁을 허용하여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모든 커넥터 유형을 
포괄적으로 지원 

 • 인체공학적 포커스 제어 휠은 사용자로 
하여금 포커스 품질을 쉽고 정밀하게 
최적화할 수 있게 함

광섬유 테스트 및 검사 (계속)

P5000i 다중 플랫폼 디지털 파이버 현미경

광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일 주된 원인은 오염된 파이버 커넥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C는 허용 가능한 파이버 단면 품질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이 
표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며 주관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P5000i는 산업 표준과 사양에 따라 파이버 커넥터의 단면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디지털 휴대용 현미경입니다. 이 디지털 현미경은 한 번의 버튼 누름으로 
합격/불합격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추측 
단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T-BERD/MTS-2000/4000/5800/6000A, HST-3000, 안드로이드 장치 및 노트북/PC를 
포함하여, 다중 플랫폼과 호환 가능한 P5000i는 기존 테스트 절차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빠르고 반복 가능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여러 선도적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이미 JDSU 기술에 의존하여 파이버 커넥터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든 현장에서의 테스트든 상관 없이 P5000i는 파이버를 
다루는 모든 기술자들에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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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지리위치 기반의 고객 생성 인텔리전스의 
장점 활용

 • RAN 성능 엔지니어링 향상 — 네트워크 문제 
해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용한 테스트 
구동 리소스를 중요 문제에 집중시키며, 
복잡한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

 • RAN 계획 개선 — 새로운 인프라와 소형셀의 
정밀한 배치를 통해 2.8배의 ROI를 달성

 •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모든 통화와 데이터 
연결을 위해 단일 플랫폼에서 2/3/4G 기술 
지원 

 • 네트워크에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의 위치와 고객의 서비스 및 
핸드셋, 그리고 고객이 경험하는 품질을 파악 

 • 핵심 고객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여 실제 통화의 문제해결 및 빠른 시간 
내에 대응 가능

적용 분야

 • 고객 중심 성능 엔지니어링 및 최적화

 • 정밀한 소형셀 전개

 • VIP/기업 고객 보장

 • 고객 관리

 • 위치 통찰력 서비스

위치 인텔리전스

ariesoGEO™
세계 최고의 기업용 지리위치 솔루션인 ariesoGEO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든 고객 통화 또는 데이터 연결에서 지리위치 기반 세부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위치 인텔리전스를 저장하여 강력한 ariesoGEO 
애플리케이션 분석에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한계점까지 확장되는 시점에 ariesoGEO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성능 엔지니어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 대한 집중은 
고객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끝 없이 증가하는 데이터 
용량 요구를 LTE 확장, 소형셀 및 데이터 오프로드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길 원하고 
있어서 ariesoGEO는 기획자들에게 주요 가입자 그룹별로 트래픽 패턴과 사용량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외과적 정밀성으로 가장 적절한 용량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ariesoGEO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투자에서 최고의 사업 혜택을 끌어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riesoGEO는 지리위치 기술의 최전선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 장비 벤더와 업계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약속된 고객 경험으로 구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초기 LTE 전개 이상을 바라보는 ariesoGEO는 엔지니어들에게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세계 선두 사업자들은 ariesoGEO를 이용해 
데이터 용량 문제를 해결하여 소형셀 및 WiFi 오프로드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직화 네트워크(SON)에 대한 약속을 현실화한 ariesoGEO는 위치 인식 방법을 
이용해 자동으로 혁신적인 성능과 궁극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합니다.

ariesoGEO 적용 분야

사업자들이 지리위치 기반 고객 생성 인텔리전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ariesoGEO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GEOplatform

ariesoGEO의 중심에는 고객 생성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네트워크 OSS에 
연결되는 GEOplatform이 있습니다. 특허 받은 방법을 통해 매일 수십억 개의 이벤트가 
지리위치에 기반하여 분석되고 인텔리전스 저장소에 로드됩니다.

GEOplatform은 GSM, UMTS, LTE 그리고 이제는 WiFi와 펨토를 통해 가장 광범위한 
인프라 벤더들과 업계 이동전화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다중 기술 지원의 핵심은 
통합형 단일 데이터 구조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riesoGEO 
애플리케이션은 고객 중심적이 되고 기술 계층을 확장하는 분석을 수행하여 당시 
사용하는 액세스 기술에 상관 없이 완전한 고객 경험을 식별합니다.

이 플랫폼은 확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처음부터 설계된 수평 확장성으로 범용 서버에서 작동합니다.

GEOperformance

GEOperformance는 위치 인텔리전스를 통해 RAN 계획과 성능 엔지니어링 혁신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ROI를 대폭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고객이 실제로 경험한 
네트워크 성능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구현합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중무휴로 통화와 연결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ariesoGEO는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할 수 없는 네트워크 행동에 
대한 비할 바 없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뛰어난 네트워크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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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인텔리전스 (계속)

ariesoGEO 적용 분야 (계속)

GEOson

GEOson은 자동 네트워크 성능 개선에 위치 인텔리전스의 힘을 활용하여 엄청난 비용 
절감과 고객 경험 수준의 개선, 그리고 수동적인 방법이 아닌 혁신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합니다. 

모든 자동 시스템의 출력 품질의 근본은 입력 품질에 있습니다. 세계 일류급 
사업자들과의 폭넓은 경험은 ariesoGEO에 저장된 위치 인텔리전스가 궁극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때 최고의 정보 소스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동 SON 솔루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GEOinsights

자체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길 바라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GEOinsights는 ariesoGEO 플랫폼 내에서 위치 인텔리전스의 힘을 활용합니다.

강력한 GEOinsights 데이터는 ariesoGEO 플랫폼 내의 상세한 연결 중심 데이터를 장소, 
사람 및 시간에 대해 익명화되고 통찰력있는 정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바로 
외부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법으로 
데이터 저장소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GEOinsights의 인텔리전스는 대부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 기반 마케팅 같은 기법을 통해 비즈니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GEOinsights는 
데이터 화폐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도적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객 행동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EOanalytics

GEOanalytics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GEO 플랫폼 내에 저장된 위치 인텔리전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한 데이터 공급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객 경험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일지라도 실제 액세스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GEOanalytics를 이용하면, 빌딩 수준 해상도 위치 정보가 추가로 포함된 
강력한 고객 경험 인텔리전스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생성됩니다.

수많은 고객 관리 및 품질 보증 분야에서 위치 인텔리전스의 힘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GEOanalytics는 이러한 가치가 기업 차원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현지 JDSU 영업사원에게 문의하거나 www.jdsu.com/go/mobil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