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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실험실 개념에서 현장 구축으로 5G가 발전함에 따라, 현장 엔지니어, 기술진 및 설치 담당자들은 성공적인 구축을 
보장하는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5G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이를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5G 테스트 및 인증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5G 
기술은 코어, 전송,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및 이를 통합하는 기저 광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의 모든 측면을 
다루므로, 효율적이고 사용이 편리하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확인 및 보증 솔루션을 보유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기존 4G 인프라를 유지하는 동시에 5G 기술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5G에 도입된 일부 
네트워크 변경 사항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의 주요 사용 사례 중 하나는 모바일 광대역(eMBB)의 향상이며, 5G에서는 무선 인터페이스 상에서 수십 Gbps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높은 처리량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서 진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5G 트래픽 요구 사항을 지원하도록 광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5G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eMBB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네트워크가 빨라져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저지연 통신(uRLLC)도 제공할 수 있어, 
일부 전송 및 RF 기능이 가상 방식으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및 네트워크 조각화로 
운영업체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5G 사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이동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5G의 주요 당면 과제 중 일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복잡한 기술(밀리미터파(mmWave), 차세대 패시브 광 네트워크(NGPON), 적응형 안테나 시스템, 프론트홀 
기능 분할, 대기시간 최적화 프레임 구조, 가상화 및 네트워크 조각화 등)

2.  광 및 전달자 인프라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 규모(소규모 셀 수의 20~30배)

4.  여러 RAN 기술 관리

5.  복잡한 워크플로 관리와 관련한 기술 격차

6.  CAPEX 및 OPEX 관리

모든 3GPP 기술과 마찬가지로, 5G도 다단계 릴리스 방식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5G의 첫 번째 단계인 릴리스 15에서는, 
비독립실행형(NSA) 옵션이 지원되어 초기 도입업체가 3GPP NR 무선과 함께 4G 코어를 활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15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eMBB, uRLLC 및 매시브 MIMO와 관련될 것입니다.

릴리스 15의 2단계를 통해서는 차세대 코어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실행형(SA)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및 네트워크 조각화는 릴리스 15의 2단계에서 지원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야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릴리스 16 이상에서는 산업용 IoT, V2X(vehicle to everything), 허가되지 않은 대역, 그리고 고스펙트럼

(>52.6GHz)이 지원될 예정이며, 나중 단계에서 상업적으로 구축될 것입니다(2020년 이후).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5g-tech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5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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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서 광섬유의 역할

광섬유는 5G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않지만, 5G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광 네트워크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는 새로운 광 구축 및/또는 광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5G의 모든 사용 사례를 처리할 수 없으며, 5G에서는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처리량, 증강 현실, 매시브 
머신 타입 통신 및 커넥티드 카 등 모든 것이 대기시간, 처리량 및 신뢰성의 다양한 SLA 요구 사항으로 물리적으로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가 포함된 Ericsson의 마이크로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약 2/3
의 백홀이 광으로 구축될 것입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광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운영업체가 광 인프라를 구축 및 유지보수하기 위한 적합한 기술 및 
테스트 솔루션과 함께 리소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5G 서비스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이동통신사의 CAPEX 및 OPEX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코어(NGC)에서 5G NR 지원 활성 안테나 시스템(AAS) 사이의 모든 연결에 물리적 
광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AAS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NGPON, CWDM, DWDM, eCPRI, ORAN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든 광 연결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프론트홀 미드홀

5G DU 5G CU MEC NGC5G gNB

백홀 백홀

광

1244.900.0922
그림 2: 일반적인 5G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림 1: 전 세계 백홀 미디어 분포

그림 3: 일반적인 네트워크 수명 주기

마이크로파

광

구리

광 공유, 
동북아시아 
포함

100%

2008년 2023년

50%

0%

2023년까지 전 세계 
기지국의 약 40%가 
마이크로파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전체 
기지국의 65%가 
마이크로파로 연결될 
예정입니다(동북아시
아 제외).

약 40%

약 65%

출처: Ericsson(2018)

1243.900.0922

계획 설치 및 시운전 서비스 수용 유지보수

1245.900.0922

https://www.ericsson.com/assets/local/microwave-outlook/documents/ericsson-microwave-outlook-report-2018.pdf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5g-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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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네트워크 수명 주기의 각 단계 동안 수행되는 특정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별 구축 시까지 네트워크 개시의 측면에서, 네트워크 운영업체는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CAPEX 및 OPEX 투자로부터 
최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내어 그림 3과 같이 네트워크 수명 주기의 다양한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합니다.

계획

세밀한 계획이 최상의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핵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주요 커버리지 영역과 용량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네트워크에 적합한 솔루션과 아키텍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및 인프라를 설계하여 향후 네트워크 증가를 대비하고 목표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제공하며 주요 성능 
지표(KPI)를 충족해야 합니다.

설치 및 시운전

구현 단계에서, 네트워크 인프라가 설치될 때 이동통신사 및 벤더와 협력업체는 모든 물리 인터페이스(광, 구리 및 
RF 연결)가 올바르게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유효성이 검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후 시운전 팀이 통화 처리 및 서비스 
유효성 검사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시장 출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향후 
OPEX가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락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또는 부분 클러스터로 출시하든지 간에, 통합 및 수락 테스트를 수행한 후 상용 트래픽을 
배포해야 합니다. 처리량, 손실된 연결, 액세스 실패, 전달 등 KPI 확인은 필수입니다. 업그레이드 또는 신기술의 경우, 
레거시 네트워크와의 호환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수락 기준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상용 서비스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수락 이후, 이동통신사 또는 관리되는 서비스 파트너가 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보증을 담당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신속하게 격리한 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이 이탈하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은 네트워크의 전체 수명 주기 도중 얼마나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테스트 및 측정 
관행이 수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스트 대상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SP가 새로운 기술을 배포하거나 신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RF 및 광 구성 요소, 연결 및 무선 전송의 모든 인프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특히 5G용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구축 중인 해당 구성 요소 및 기술과 관련하여 적시에 성공적인 5G를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부 주요 광, 이더넷 및 RF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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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테스트

5G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지역 데이터 센터부터 중앙집중식 RAN(C-RAN)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다중 광 푸시 온(MPO) 
커넥터가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축 규모로 인해 최근에는 몇 초 내에 MPO 커넥터의 모든 광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를 보유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광 검사

손상된 커넥터는 광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광 코어에 연결된 단일 파티클은 주요 회귀 반사, 
삽입 손실 및 장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영 업체는 ‘연결 전 검사’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광 단면이 깨끗한지 
확인한 후 커넥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검사

클린

연결 
전 검사

아니요 예

클린
여부? 

연결

1246.900.0922

그림 4: 연결 전 검사 프로세스

그림 5: VIAVI FiberChek Probe 및 Sidewinde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mpo-connector-testing
http://www.viavisolutions.com/in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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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R 테스트 
광 시간 도메인 반사 측정기(OTDR)를 사용하면 기술진은 광 링크에서 연결된 접속점, 벤드, 종점 및 중단 등의 이벤트를 
감지, 위치 확인 및 측정하고 광의 한 종점에 액세스하여 다음 속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단방향 테스트).

	y 감쇠 - 광 범위를 따라 두 지점 사이의 광 파워 또는 신호 손실 또는 손실 속도.

	y 이벤트 손실 - 이벤트 전 및 후의 광 파워 차이.

	y 반사율 - 이벤트의 반사된 파워 대 인시던트 파워의 비율.

	y 광 반환 손실(ORL) - 광 케이블 선로의 반사된 파워 대 인시던트 파워의 비율.

VIAVI SmartOTDR 및 4100 시리즈 OTDR 모듈을 사용하면 모든 수준의 기술진이 모든 필수 광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art Link Mapper(SLM) 애플리케이션은 각 이벤트를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기술진이 OTDR 추적 기반 결과를 
해석 및 이해할 필요 없이 전체 링크의 개요를 살펴보고 OTDR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SmartOTDR 및 SmartLinkMapper 애플리케이션

그림 6a: OTDR 모듈이 탑재된 OneAdvisor 800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예: xWDM, PON 등)을 위해 OneAdvisor 800™이 장착된 올바른 OTDR 모듈을 사용하면 
기술진은 삽입 손실 및 광 반환 손실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광 링크에서 모든 이상(예: 접속점, 벤드 및 중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OneAdvisor 800은 모든 유형의 셀-사이트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형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는 완벽한 
셀-사이트 현장 유지보수 솔루션입니다.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solutions/wireline/otdr-testing
http://www.viavisolutions.com/otd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tdr-modules-4100-series-celladvisor-5g-oneadvisor-800-t-berd-mts-2000-4000-v2-5800-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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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링크 및 개별 이벤트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방향 테스트 시 OTDR의 자체 데드존 성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추가 이벤트를 알아내기 위해, 다크 파이버 공급업체 또는 광 소유업체/운영업체는 양방향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벤트(손실 및 반사 등)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며 양방향에서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향에서 볼 때 과도한 또는 다른 광 손실(또는 겉보기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광 허용 범위, 불일치 또는 조각화로 인한 
상황이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서비스의 어느 방향에서 광이 사용될지를 100%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Tx 1개 및 Rx 1개 광을 갖는 듀얼 광이지만, 동일 광의 반대 방향에서 Tx 및 Rx를 위해 다른 파장이 
사용되는 단일 광 구현도 있습니다.

VIAVI FiberComplete PRO™는 양방향 삽입 손실(IL), 광 반환 손실(ORL), OTDR을 테스트하는 자동화된 단일 올인원 
테스트 포트 솔루션입니다.

WDM(파장 분할 다중) 

WDM을 사용하면 이동통신사는 광 스트랜드의 한쪽 말단에 장비를 추가하고 단일 광 스트랜드에서 여러 파장/채널을 
결합하여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면 단일 광에서 파장을 결합하며 디멀티플렉서를 사용하면 
반대쪽 말단에서 파장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네 가지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밀도파장분할다중화(CWDM)는 단일 광에서 최대 18개의 채널(또는 파장)을 제공하여 더 높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WDM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활성 증폭기가 없는 패시브형으로 비용과 복잡성이 감소하며 더 넓은 채널 
간격 덕분에 구축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보다 저렴한 구성 요소(SPF 트랜시버 Tx/Rx, MUX/DeMUX 및 필터)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동인은 가격/비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널이 단 18
개이므로 관리 및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구축 및 유지보수 시 관리해야 하는 SFP의 변형이 단 18개임). 패시브 CWDM
은 일반적으로 최대 80km까지의 거리에만 사용되지만, 40~80km 사이 거리의 경우 워터 피크 등으로 인한 1470nm 
미만의 광 파장 감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가 최대 8개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송신 대역에서의 파장당 
손실을 광의 감쇠 프로파일(AP)이라고 합니다.
AP는 광 및 광 종류에 따라 다르며 용량 확장성에 영향을 주는 사용 가능한 채널 수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습니다. 워터 
피크가 낮은 광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도관에서 광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패시브 링크의 경우 트랜시버의 광 버짓, 패시브 요소 손실, 조각/커넥터 손실 및 광의 AP(예: km당 파장별 
광 손실)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링크 길이가 정의됩니다.

양방향 분석

접속 손실

접속 이득

광 후방 산란 계수 불일치는 테스트 방향에 따라 접속 
이득 또는 손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분석을 사용하여 양방향에서 접속 손실을 
측정하고 결과의 평균을 구해 진정한 접속 손실을 
획득함으로써 불일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249.900.0922

그림 7: FiberComplete 애플리케이션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bidirectional-otdr-testing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fibercomplet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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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DWDM)는 사용되는 간격에 따라 광당 최대 96개 채널을 제공합니다. 100GHz 간격이 아직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최신 DWDM 시스템은 최대 160개 채널을 갖는 25GHz 간격 및 50GHz(0.4nm) 간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WDM은 채널당 20nm의 간격이 있습니다. DWDM 네트워크는 패시브형 또는 
액티브형이 될 수 있으며, 사용 거리, 전류 데이터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향후 용량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패시브 WDM
의 경우, 패시브 DWDM의 최대 거리는 트랜시버의 광 버짓 및 각 파장(AP)의 km당 광 손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 CWDM & DWDM(xWDM)은 여러 DWDM 파장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CWDM 채널을 사용하여 CWDM 
인프라의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DWDM 파장은 일반적으로 100GHz 간격을 사용하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필터링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송된 파장에서 약간의 드리프트를 허용하는 
것이며 다른 이유는 트랜시버, 필터 및 MUX/DeMUX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허용 범위가 더 넓은 저렴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8: S +C +L 대역의 CDWM 채널

그림 10: 기존 8채널 CWDM 네트워크에 추가된 DWDM 채널 8개(100GHz 간격)의 예시

그림 9: 하이브리드 CWDM 및 DW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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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광 네트워크(PON)는 패시브 스플리터를 사용하여 중간 홀(중앙 장치(CU)에서 분배 장치(DU)까지)에서 더 많은 
말단 장치를 서비스할 수 있는 단일점 vs 다중점 아키텍처입니다. 단일 vs 연속 스플리터가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가능하지만 실제 분할 비율은 포함되는 거리 및 트랜스미터/리시버의 광 손실 버짓(OLT/ONT)에 따라 다릅니다. 
 
 
 
 
 
 
 
 
 
 
 
 
 
 
 
분할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용되는 각 DU 및 PON 표준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이며 PON 서비스는 공유 
서비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략적인 예시로 XGS-PON은 대칭 10Gbp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 DU가 
고정 1Gbps가 필요한 경우 XGS-PON 서비스는 10DU를 지원할 수 있어 10개 방향 분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더 복잡하여, DU(헤드룸 추가)당 평균 vs 피크 데이터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동적 대역폭 할당과 같은 향후 PON 
기능을 사용하면 XGS-PON 서비스로 더 많은 DU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60km의 거리를 달성할 수 있으며 NG-
PON2 등의 새로운 PON 표준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모두에서 여러 10G 파장을 사용하여 대칭형 40Gbps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eCPRI(사용되는 RF 변조 체계의 용량에 따라)에서와 같이, 
25G PON 등에서의 고려 사항과 같이 최근 10G가 아닌 25G를 제공하는 단일 파장에서 더 높은 용량을 제공하는 PON 
표준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PON을 사용하면 일부 지점 간 WDM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림 11: 연속 분할 PON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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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900.0922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assive-optical-network-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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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DM 테스트

대부분의 광 네트워크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되어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더 높은 멀티플렉싱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xWDM 네트워크 테스트는 까다로우며 특히 DWDM 채널이 매우 인접하기 때문에 DWDM 
트랜스미터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파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영해야 하며 파장 필터는 적합한 파장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차단해야 합니다.
즉, 한 채널에서 발생한 문제가 반대쪽의 채널에 문제를 유발하므로 DWDM 네트워크의 테스트 및 유지보수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DWDM 네트워크에 대한 손실, 커넥터 청결도 및 스펙트럼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xWDM 
네트워크에 대한 필수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 체크

VIAVI OCC-55(CWDM) 및 OCC-56C(DWDM) 등의 CWDM 또는 
DWDM 전원 측정기(또는 광 채널 체커(OCC))를 사용하여

파장 유무 및 전력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파장 경로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폼 팩터 CWDM 또는 DWDM 광 스펙트럼 분석기/광 채널 
체커, MTS-2000, 4000, 4000 V2 및 5800 V2 메인프레임용 COSA 
(CWDM), OCC-4056C(DWDM) 4100 시리즈 모듈을 사용하여 
동일한 파장 유무 및 전력 수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U-T 채널 번호를 보고하는 추가 기능으로 기술진이 실제 파장을 
신속하게 측정하여 드리프트 또는 오프셋을 확인하고 실제 채널 간격

(특히 DWDM에 중요)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듀얼 통합 SFP 베이를 
사용하면 기술진이 링크 경로 설정/삽입 손실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정 가능 광원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색이 지정되고 
조정이 가능한 SFP의 파장/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OCC-55

그림 14: OCC-4056C DWDM 광 채널 체커 모듈

그림 12: xDWDM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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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 OTDR 테스트

VIAVI 4100 시리즈 CWDM 및 DWDM OTDR 모듈 등 MTS-2000, 4000, 4000 V2 및 5800 V2 메인프레임용 CWDM 
또는 DWDM OTDR을 사용하여 빌드 인증 도중 또는 WDM MUX/De-MUX에 연결하기 전 모든 xWDM 파장을 
전송하는 코어 광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UX/De-MUX 연결 후에 이를 사용하여 특정 파장 또는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을 위해 엔드 투 엔드 파장 경로 설정 및 손실을 확인하여 모든 벤드, 중단, 잘못된 커넥터 또는 조각을 파악 
및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기존 1310/1550nm 파장을 사용하는 표준 OTDR은 MUX/DeMUX 장치에 구현된 
파장 필터링으로 인해 이러한 두 번째 테스트 수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ON OTDR 테스트(광 개발/배치/구축 도중)

스플리터에 연결하기 전, IL, ORL 및 길이에 대한 피더 광 및 분배 광의 양방향 인증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입니다. 고손실 
커넥터 또는 잘못된 조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OTDR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하며 벤드 확인을 위해서는 여러 파장에서 
OTDR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진은 벤드 감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1310nm 및 1550nm의 최소 2개 파장 및 세 
번째로 1625nm 또는 1650nm의 파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벤드 감지가 향상되며 PON이 활성화된 후 서비스 
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490nm 테스트에서의 OTDR 테스트는 1550nm 테스트보다 향상된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백서 참조). 또한, 1625nm 
또는 1650nm의 더 긴 파장을 테스트하면 NG-PON2 등 PON 서비스를 위한 PON 네트워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며, 
여기서 L 대역의 더 긴 파장은 벤딩으로 유도되는 손실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마이크로벤딩 vs 파장으로 인한 광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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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WDM OTDR 모듈

그림 16: 벤딩 손실 - 최소 곡률반경을 위한 파장 vs 광 유형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literature/there-need-1490-nm-testin-pons-white-paper-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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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R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진은 OTDR 
데드존에 의해 숨겨질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테스트로 양방향의 광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ON 광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2개 방향에서 광을 전달).
단일 테스트 포트를 통한 테스트 수행과 함께 포맷(Smart Link Mapper)을 보다 편리하게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테스트 
및 보고 프로세스 자동화는 테스트 시간을 크게 줄여주며 테스트 워크플로를 향상하고 복잡성(예: 실수 위험 및 재시험)
을 줄여줍니다. VIAVI FiberComplete 솔루션은 양방향 IL, ORL 및 OTDR 광 인증을 자동화합니다.

 

스플리터에 연결한 후 OTDR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최종 PON 빌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진은 스플리터 손실이 
포함된 총 엔드 투 엔드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ONT(광 네트워크 단말)/ONU(광 
네트워크 장치) 측에서 스플리터(단일 또는 연속)를 통해 테스트하고 PON의 모든 단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용 PON/FTTx 테스트와 연결된 다중 펄스 획득 기법을 활용하는 OTDR을 사용하여 로컬 또는 중앙 오피스로의 연결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양방향으로 수행됩니다. FTTH-SLM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단일 FiberComplete 장치 또는 FTTH-
SLM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SmartOTDR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 17: MTS-2000, -4000 V2, -5800 V2 및 OneAdvisor 800용 FiberComplete

그림 18: SmartO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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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nk Mapper(SLM) 애플리케이션은 각 이벤트를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기술진이 OTDR 추적 기반 결과를 해석 
및 이해할 필요 없이 전체 링크의 개요를 살펴보고 OTDR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TH/PON의 전용 SLM 
버전은 PON 환경에 고유한 특정 명명법, 레이블 및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광전력 측정(네트워크 활성화 도중)

PON 네트워크 활성화의 일부로, 기술진은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광 전력 
수준이 예상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한 후 ONT/셀/무선의 최종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5G의 경우

XGS-PON 및 이후에는 NG-PON2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ITU-T 및 IEEE 표준 
그룹은 25G-PON 등의 미래 표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G-PON 및
XGS-PON 또는 NG-PON2의 경우, OLP-87 PON 전원 측정기가 파장 선택적 
전력 수준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전력 수준 
측정을 제공하는 모드 운영 및 업스트림 버스트 모드 측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치 활성화 여부 및 PON 네트워크 장비[OLT(광 라인 단말)]로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여 ONT/ONU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 모니터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ON 및 변형 제품을 5G용 광인프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PON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문제 해결 
및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동전화교환국(MTSO) 등 중앙 위치에서의 PON 시스템 물리 계층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프로비저닝 시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TDR은 광 케이블 선로에서의 장애 위치를 감지하고 설치와 관련한 정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AVI ONMSi(광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는 개발 및 구축 단계 동안 PON을 테스트 및 인증한 후 운영 단계 동안 여러 PON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ONMSi를 사용하면 기술자 1명이 설치 중에 네트워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이후에 시스템은 광인프라 성능 저하를 정확하게 감지 및 발견하여 세부 장애 정보와 함께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그림 19: FTTH-SLM

그림 20: OLP-87 G & XGS-PON

또는 NG-PON2 선택적 PON 전원 측정기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martclass-fiber-olp-87-pon-power-mete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msi-optical-network-monitoring-system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msi-optical-network-monitor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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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광이 구축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는 광 배분 네트워크의 잘못된 설치(고손실 조각화/커넥터/스플리터, 
매크로벤드, 잘못된 스플리터/포트 연결 등)로 인해 25~30%의 서비스 활성화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광 모니터링 기능은 광으로 인한 장애 및 그로 인한 네트워크 정전에 대한 대응을 극대화합니다.

VIAVI ONMSi를 사용하면 OTDR 추적 비교에 따른 연속 상시 모니터링, 감지 및 장애 지역화가 가능합니다. 알림은 
OFM(Optical Fiber Mapping) 또는 선택한 FTTx 토폴로지에 대한 외부 GIS의 지리적 위치와 함께 OTDR 추적 첨부 
문서가 포함된 SNMP/SMS/이메일에 의해 생성됩니다. ONMSI는 광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 확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단일 섀시에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포인트 솔루션인 SmartOTU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21: ONMSi 솔루션 아키텍처

그림 22: 대시보드 및 링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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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9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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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홀 전송 네트워크

최근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는 RRU와 BBU 사이에서 무선 파형을 전송하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전용 전송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CPRI 프레임은 무선 채널 대역폭 및 안테나 요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됩니다. CPRI는 통계적 
멀티플렉싱에 매우 효율적이지 않으며 5G의 수요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전송 매체로써 이더넷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CPRI뿐만 아니라 eCPRI 및 ORAN 등 다른 새로운 패킷 기술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기화가 까다롭습니다. GPS, 정밀 시각 프로토콜(PTP), 동기화 이더넷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관들은 5G의 다양한 트래픽 유형과 관련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위 호환성이 제공되므로 전송을 위해 이더넷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상품 장비가 액세스 
네트워크의 커버리지를 향상하고 통계적 멀티플렉싱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저렴하게 비트 전송률 요구 사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IP/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칭/라우팅을 사용하면 기능적 가상화 및 전체 네트워크 조율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각화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를 사용하면 운영업체가 공통의 공유 물리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요구 사항 
범위가 폭넓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디지털 및 무선 기능을 분할하여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는 물리 네트워크 1개를 배포하여 eMBB와 초저지연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전자에서는 5G 코어(NGC)와 안테나 사이에 이중 분할(옵션 2 및 7)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에지 
근처에 코어 기능을 배치하여 세밀한 대기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아키텍처에는 대역폭 
요구 사항 및 대기시간 버짓에 따라 무선 인근 또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대기시간 요구 사항 및 프로토콜 기능을 
갖는 여러 유형의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론트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CU 및 DU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제공하는 SP 및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합니다.

코어 에지 액세스 기지국

eMBB

uRLLC

NGC RRC

NGC RRC PDCP RLC MAC 고 
PHY

저 
PHY

PDCP RLC MAC 고 
PHY

저 
PHY

RF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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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TDR 세부 추적 뷰 및 SLM 뷰

그림 24: eMBB 및 uRLLC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조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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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테스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이밍 및 동기화는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G의 경우, 그러한 요구 사항은 시분할 이중통신(TDD) 및 조율된 무선 기술에 따른 네트워크의 단계 및 타이밍 
요구 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향상됩니다. 이전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신호를 할당하기 위해 주파수 동기화가 
필요했으나 5G에서는 주파수 동기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기화 요구 사항은 3GPP(3 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 여러 기관에서 파생됩니다. 3GPP 기술 사양 36.104/38.104는 
베이스 스테이션 무선 전송 및 수신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주요 문서 2개를 제공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섹션  
6.5(전송 신호 품질)는 시간 정렬 오류(TAE) 등 동기화 네트워크 설계에 필수적인 여러 요구 사항을 열거합니다. TAE는 
다른 안테나 또는 트랜스미터 그룹에 속한 두 신호 사이의 최대 타이밍 차이로 정의됩니다. 이 요구 사항은 무선 사용 
사례(표 1)에 따라 카테고리가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A+에서 A, B 및 C까지의 고유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표 
하단의 사용 사례는 현재 개발 중이며 카테고리가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EPC/NGC

FH
FH

DU

MH

DU

DU

DU

gNB

BH

BH

BH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

DU

FH

FH

FH

CU/DU CU/DU

CU

미드홀
백홀

C-RAN

4G RAN

5G RAN

5G RAN

지역 MTSO/MEC

프론트홀 DU-RU

• CPRI/eCPRI/ORAN
• 범위 <20kM
• 대기시간 마이크로초

미드홀 CU-DU

• F1 인터페이스
• 범위 <80kM
• 대기시간 저 밀리초

백홀 CU 패킷 코어

• S1 인터페이스
• 범위 <200kM
• 대기시간 수십 밀리초
• 5G용 N1, N2, N3

1258.900.0922

그림 25: x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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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테고리는 가장 엄격한 동기화 요구 사항(표 2)을 요구하며 카테고리 C의 요구 사항은 현재 LTE 백홀 네트워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상대 및 절대 시간 오류(TE)의 측면에서 식별됩니다. 상대 TE는 모든 두 RU(또는 
eRE) 사이의 시간 오류를 지정합니다. 절대 TE는 참조 Primary Reference Time Clock(PRTC)에 대한 시간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대 TE 요구 사항은 각 상대 TE 요구 사항(카테고리 A+, A 및 B)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표 1: 타이밍 정확성 카테고리(eCPRI 전송 요구 사항)

표 2: 시간 오류 요구 사항

카테고리 시간 오류

A+(상대) 20-32ns

A(상대) 60-70ns

B(상대) 100-200ns

C(절대) 1100ns

3GPP 특징

RAN
LTE NR

MIMO 또는 TX 다양성 전송 카테고리 A+ 카테고리 A+

대역내 연속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카테고리 A BS 유형 1: 카테고리 B  
BS 유형 2: 카테고리 A

대역내 불연속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대역 간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TDD 카테고리 C 카테고리 C
듀얼 연결 카테고리 C 카테고리 C
COMP 3GPP에서 지정되지 않음 3GPP에서 준비되지 않음

보조 상향 링크 LTE에 적용되지 않음 3GPP에서 준비되지 않음

대역내 스펙트럼 공유 3GPP에서 준비되지 않음 3GPP에서 준비되지 않음

위치 지정 3GPP에서 지정되지 않음 3GPP에서 준비되지 않음

MBSFN 3GPP에서 지정되지 않음 3GPP에서 준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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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RU

5G
RU

5G
CU + DU

4G
RRU 4G

RRU
FTN

RoE

프론트홀 브리지 네트워크

CPRI

eCPRI

eCPRI
FTN

FTN
RoE

FTN eCPRI

CPRI

1259.900.0922

그림 26: FTN 네트워크 아키텍처

FTN 테스트

프론트홀 전송 네트워크 노드(FTN)는 그림 26과 같이 레거시 CPRI 및 5G eCPRI를 지원하는 융합 프론트홀을 제공하는 
이더넷 액세스 링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토폴로지 당면 과제가 해결되지만 FTN 네트워크가 과도한 지연을 유발하지 않고 액세스 네트워크의 
지연 및 동기화 예산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는 일부 eCPRI 전송 요구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토폴로지 당면 과제가 해결되지만 FTN 네트워크가 과도한 지연을 유발하지 않고 액세스 네트워크의 
지연 및 동기화 예산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는 일부 eCPRI 전송 요구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3: 분할 E 및 분할 ID, IID, IU 요구 사항

Cos 이름 사용 예시 단방향 최대 패킷 지연 단방향 패킷 손실 비율

높음 사용자 평면 100µs 10-7

중간 사용자 평면(느림),  
C&M 평면(빠름)

1ms 10-7

낮음 C&M 평면 100ms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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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VI MTS-5800(100G)은 eCPRI 테스트를 수행하고 처리량, 지연 및 패킷 지터 측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eCPRI 사양에 따라 eCPRI 메시지 유형을 구성하고, 각 메시지 유형에 대한 대역폭을 측정하며 5ns의 하위 
정확성으로 왕복 지연(RTD)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FTN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FTN에 대한 지연 및 
동기화 요구 사항을 검증하고 설계된 네트워크 사양 이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AVI MTS는 5G 프론트홀 네트워크에 대한 다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y eCPRI 신호(10/25GE) 생성 및 분석

 y eCPRI 서브헤드 생성/필터링

	y 단방향 지연 측정

 y C&M, SNMP/UDP/TCP 테스트

 y PTP/SyncE/GPS 동기화 테스트

 - PTP 슬레이브/마스터 에뮬레이션

	- 시간 오류, 원더(Wander), PDV, MTIE/TDEV 측정

 - GPS 신호 강도, 경로

	y 이더넷 OAM(루프백, LoC, 추적) 테스트

GPS 테스트(GPS 신호/위성 범위 테스트) 

기지국 주변의 조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안테나 설치 시 및 설치 이후에 주기적으로 GPS 안테나 위치에 대한 GPS 
신호 안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AVI MTS-5800은 통합 GPS 리시버를 사용하여 GPS 신호를 
테스트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y 가시 위성 수

	y 신호 강도

 y CNO 맵 분광도는 위성이 시간에 따라 궤도를 이동할 때 위성의 가시 라인을 그립니다.

그림 27: VIAVI MTS-5800을 사용한 GPS 테스트

MTS-5800

RRH

RIU

1261.900.0922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t-berd-mts-5800-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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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테스트(PTP 타이밍 오류 테스트)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무선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동기화에 종속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PTP의 경우, 
PTP 슬레이브(RIU)는 할당된 PTP 그랜드-마스터에 연결되고 플로어 패킷 백분율 등 PTP 주파수 프로파일 네트워크 
한계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PTP 시간/위상 프로파일은 시간 오류 네트워크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PTP 
슬레이브로 작동하는 VIAVI MTS를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PTP 그랜드-마스터로의 연결을 확인하고 단계별 가이드를 
사용하여 타이밍 오류가 요구 사항 이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테스트 

코어에서 가상 중앙 장치(vCU)까지의 백홀 네트워크 성능을 검증하여 데이터 평면 및 제어 평면의 올바른 구성과 고품질 
전송을 확인합니다. RFC 2544 및 Y.1564 테스트 방식은 이더넷 또는 IP 수준에서의 엔드 투 엔드 구성을 검증하며 주요 
성능 목표(예: CBS(committed burst size), CIR(committed information rate), 대기시간, 패킷 지터 및 프레임 손실)가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업체는 RFC 2544 또는 Y.1564를 선택하여 단일 서비스를 테스트하거나 Y.1564를 
선택하여 여러 서비스 클래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단일 말단 또는 듀얼 말단 시험 포톨로지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2개의 테스트 유닛이 
필요하지만 양방향에서 네트워크의 올바른 특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두 방향 사이의 비대칭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방향 지연 측정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장비, 구성 요소 또는 광 길이로 인한 비대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VIAVI MTS-5800-100G는 최대 100G까지 다음과 같은 2 포트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y 처리량/단방향 및 루프백 대기시간/프레임 손실/지터

 y RFC2544 테스트

 y Y.1564 테스트

그림 28: VIAVI MTS-5800을 사용한 PTP 체크

MTS-5800

PTP/SyncE

RRH DU CU

1260.9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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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성능 테스트(광 전송 네트워크(OTN) 테스트)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표준은 OTN과 관련한 다음의 네 가지 테스트를 정의합니다.

	y 페이로드 비트 오류율

	y 대기시간/왕복 지연

	y 일반 통신 채널(GCC) 투명성

	y 서비스 중단

VIAVI MTS-5800은 위의 모든 매개 변수를 테스트하는 OTN Check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므로 엔지니어가 OTN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 29: MTS-5800 사용이 편리한 RFC2544 테스트

그림 30: OTN 오버헤드

FAS MFAS SM GCC0 RES

OPUk OH

RES PM & 
TCM

TCM 
ACT TCM6 TCM5 TCM4 FTFL

TCM3 TCM2 TCM1 PM EXP

GCC1 GCC2 APS/PCC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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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네트워크 성능 테스트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를 통해 네트워크가 하드웨어 중심의 독점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개방형 표준 중심의 
소프트웨어 모델로 이동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설계, 구현 및 운용 방식을 혁신합니다.

VIAVI Fusion은 소프트웨어 기반 에이전트와 표준 기반(RFC7594)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통합하여 운영업체가 이미 구축한 
비독점 컴퓨팅 플랫폼(가상 네트워크 기능을 위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 31: MTS-5800 OTN Check 애플리케이션

그림 32: Fusion 아키텍처

실시간 데이터 수집기

외부 데이터 분석 외부 컨트롤러(예: SDN)

• 테스트/PM 결과
• KPI

테스트 및 PM 컨트롤러

• 테스트 / PM 설정 및 제어

Netconf/YANG
스트리밍 DB I/F

Netconf/YANG데이터 교환 API

LM
AP

 R
FC

 7
59

4 
호
환

 아
키
텍
처

테스트 및 PM의 구성과 설정

L2/L3 Y.1564
L3 TWAMP Light PM
L3 TWAMP PM

제어 I/F

데이터 보고

vAgent vAgent

서버서버

관리되지 않는
 TWAMP 
리플렉터

VIAVI 테스터vCPE

1262.900.0922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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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가상 솔루션을 사용하면 운영업체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가상 테스트 및 성능 모니터링 
프로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성능 테스트를 위해 VIAVI 물리 테스트 세트 및 HW 테스트 프로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86 서버 또는 컴퓨팅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가상 프로브는 2~4 네트워크 계층의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 솔루션의 
토대를 구성합니다. Fusion은 Y.1564/RFC6349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성능 및 처리량을 측정하고 전반적인 네트워크 
품질을 평가합니다. 또한, Fusion은 양방향 액티브 측정 프로토콜(TWAMP)을 사용하여 라이브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그림 33: 5G RAN 진화

5G NR은 여러 단계 및 3GPP 릴리스로 구현되는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MBB, URLLC 
및 mMTC 등의 5G 사용 사례는 이러한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대규모 대역폭을 지원하여 기가비트 처리량 제공(mmWave 등의 고주파수는 수백 MHz의 매우 넓은 전송 대역폭 
제공)

2.	 저대역 및 고대역에서의 공동 운영(저대역을 사용하여 5G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용량을 위해 사용되는 보완 전파 
제한 고대역)

3.	 빔 포밍을 사용하여 고주파수 대역에서 특히 범위를 확장하는 매시브 MIMO

4.	 상시 전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울트라 린(lean) 설계로 네트워크 및 장치의 효율성 향상

5.	 주기적 접두사 기간에 비례적으로 변경되는 15KHz~240KHz 범위의 서브캐리어 간격을 갖는 유연한 수비학

(numerology)

6.	 저지연을 지원하고 다른 장치로 진행 중인 슬롯 기반 전송을 선점하는 미니 슬롯 전송으로 매우 낮은 대기시간으로 
즉시 전송 가능

7.	 대기시간을 향상하기 위해 슬롯(의 일부)이 스케줄러 결정의 일부로 상향 링크 또는 하향 링크로 할당될 수 있는 
동적 TDD

고주파수 운영 및 스펙트럼 
가시성

Flexible Numerology, 서브캐리어 
공간 지정 및 주기적 접두사

반 고정 및 동적 TDD

빔 포밍 및 다중 안테나 관리

NSA 운영 모드 및 듀얼 연결

1262.9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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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 향상은 유연한 촉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반면 이동통신사는 성능 요구 사항이 다양한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mmWave, 매시브 MIMO, 빔 포밍 및 듀얼 연결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규모가 훨씬 확장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크게 진화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서비스 활성화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방법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설치 및 인증 단계에서 적합한 솔루션으로 이러한 모든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핵심입니다.

RF 특성 파악 및 적합성 테스트

RF 특성 파악 및 적합성 테스트는 성공적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입니다. 5GNR 무선이 3GPP 권장 사항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면 RF 간섭 및 무선 성능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IAVI OneAdvisor 800을 사용하여 채널 
파워, 사용되는 대역폭, 인접 채널 누수율 및 가상 내보내기 마스크를 검증함으로써 기술진은 무선 성능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VIAVI OneAdivsor 800 현장 테스트 솔루션은 셀 사이트 기술진과 RF 엔지니어가 단일 장비로 광, RF, CPRI/이더넷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식 모듈형 장비로서, 여러 독립적 도구들(OTDR, CAA, Fiber Scope)을 대체하고 그 총 소유 
비용을 대폭 절약해 줍니다.

그림 34: 5G 적합성 테스트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eadvisor-800


26  5G 네트워크 구축 핸드북

목차

그림 35: 5G 빔 분석기(가장 강한 빔 8개)

5G 빔 분석

매시브 MIMO 및 안테나 빔 포밍은 5G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이며, 이를 통해 고정 셀 중심 커버리지가 동적 사용자 
기반 5G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커버리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빔 포밍은 어레이의 위상 및 진폭을 변조하여 에너지를 
사용자의 특정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시켜 훨씬 더 큰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해 여러 빔을 생성 및 형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mmWave와 같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더 큰 안테나 어레이를 상대적으로 더 작은 폼 팩터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매시브 MIMO 및 빔 포밍을 위해서는 mmWave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주파수는 환경 조건으로 인한 전파 손실 및 
건축 자재를 통한 침투 손실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애가 나타납니다. OTA(over-the-air) 성능 검증은 
이러한 까다로운 RF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 장치가 빔 추적 및 스위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빔 중심 무선 계획 및 최적화를 수행하고 열악한 매시브 MIMO 및 빔 포밍 성능의 근본적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영업체에게 빔 성능 검증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OneAdvisor 800을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편리하게 
빔 성능을 검증하고 매시브 MIMO 및 빔 포밍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 캐리어 어그리게이션(x8)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의 개념은 LTE 릴리스 10에서 도입되었으며 여러 캐리어에서 획득한 추가 대역폭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대역폭이 향상되며 그러므로 시스템의 데이터 속도가 증가합니다. 5G NR은 최대 16개 컴포넌트 
캐리어(CC)를 통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합니다. LTE 및 5G NR 캐리어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도 가능하며, 이를 
듀얼 연결이라고 합니다. CA는 연속 및 비연속 CC 모두에 대해 지원되며 캐리어는 다양한 수비학(numerology)(예: SCS, 
슬롯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eAdvisor 800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기술자와 RF 엔지니어는 8개의 통합 반송파에 대해 mmWave의 스펙트럼 손상을 
검증할 수 있으며, 각 반송파는 5MHz~100MHz의 모든 대역폭 크기로 설정할 수 있고 모든 반송파에 걸쳐 무선의 전력 
성능을 검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eadvisor-800


27  5G 네트워크 구축 핸드북

목차 목차

그림 36: 5G 캐리어 스캐너(컴포넌트 캐리어 8개)

지속적인 실시간 스펙트럼 유효성 검사

5G New Radio(NR)의 물리 계층에서는 OFDM(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을 계속 사용하지만, NR에서 지원되는 이중화 
옵션에는 주파수 분할 이중화(FDD), 하향 링크(DL) 및 상향 링크(UL)가 모두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되 전송 및 수신을 
위해 서로 다른 시간 슬롯에 할당되는 시분할 이중화(TDD)가 포함됩니다.

그러한 경우 기존 스펙트럼 분석기로는 간섭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L 
전송 기간에만 신호를 측정하는 게이트 소인(gated sweep) 기능이 사용됩니다.

또한,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RTSA)는 5G NR 신호와 중첩된 빠르게 변하는 간섭 신호 발생 주파수와 신호 수준을 
감지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는 빠른 임시 신호를 보다 빠르게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직렬 방식으로 데이터 샘플링 및 고속 푸리에 변환(FFT) 처리를 통해 한 번에 
스펙트럼의 일부를 수집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스펙트럼을 구성하여 전체 스펙트럼에 대한 스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직렬 프로세스로 인해,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스윕 기간 동안 다른 스펙트럼 영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스펙트럼의 한 부분이 검사되는 동안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에서 이벤트(간섭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가 
누락됩니다. 반면에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는 데이터 샘플링과 FFT 처리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어 전체 스펙트럼 범위에 
대한 신호 누락 없이 모든 임시 신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는 초당 수십만 개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화면 
업데이트 속도는 초당 약 30프레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TSA는 영구 스펙트럼 디스플레이라는 보기 기법을 
사용하며, 이는 화면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신호가 주파수 및 전력 수준에서 존재하는 
시간 또는 퍼시스턴스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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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4GHz 대역에서의 간섭 신호를 보여주는 퍼시스턴스 

디스플레이.

그림 38: CellAdvisor 5G 범위 지도 분석

그림 39: CellAdvisor 5G 범위 지도 분석

퍼시스턴스 디스플레이는 UL 트래픽과 불규칙성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간섭 신호와 상대적으로 높은 
반복성을 분리하여 간섭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OneAdvisor 800 실시간 퍼시스턴스 스펙트럼에는 
100MHz의 즉각적인 대역폭이 있습니다. 모든 신호의 
시간 구간 및 전송률(repletion rate)을 나타내는 색상 
색인으로 화면에 15,000개 이상의 추적을 누적시켜 
표시함으로써, 일시적인 간섭 소스의 시그니처를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5G 범위 분석

OneAdvisor 800 경로 맵 기능은 도보 또는 주행 테스트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 가용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RF 
커버리지 지도를 제공합니다. 위치는 통합 GPS 리시버를 
통해 추적되며 히트 맵 측정은 무지향성 안테나와 
OneAdvisor 800 5G 신호 분석기 기능을 사용하여 
캡처됩니다. OneAdvisor 800은 업데이트된 디스플레이 
결과를 연속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로그 파일을 
수집하여 오프라인 커버리지 분석 도구로 내보내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현장 기술진은 5G 경로 맵을 사용하여 다음을 검증 및 
측정할 수 있습니다.

	y 셀 커버리지: 각 데이터포인트의 물리적 셀 ID 파악

	y 빔 가용성: 각 데이터포인트의 빔 인덱스 속성 확인

	y 빔 전파: 각 데이터포인트의 신호 대 잡음비와 빔 전력 
측정치 제공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eadvisor-800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eadvisor-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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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over CPRI 테스트  

최신 셀 사이트에는 무선이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 분산 아키텍처가 있으며, 기저 대역 장치(BBU)는 디지털 기저 
대역 도메인에서 무선 기능을 수행하고 셀 사이트의 베이스에 위치하거나 사이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격 
무선 헤드(RRH) 또는 원격 무선 장치(RRU)는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무선 주파수(RF) 기능을 수행하고 기지국 상단의 
안테나 옆에 위치하거나 최신 스마트 활성 안테나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러한 두 요소인 BBU 및 RRU는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합니다. 
분산형 셀 사이트 구조는 동축선로 기반의 급전선의 대부분을 광 선로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동축선로에 의한 신호 
감쇄 및 반사 등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FoCPRI 테스트 기술은 CPRI 제어 신호를 검증하고 BBU와 RRH 간에 전송되는 RF(IQ) 데이터를 추출하며, 상향 링크	

(모바일 장치) 스펙트럼의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PIM 탐지를 포함한 외부 또는 내부 소스의 간섭 분석을 수행합니다.

테스트 세트가 CPRI 링크를 통해 셀 사이트 RRH에 연결되면 사이트의 안테나가 테스트 도구의 안테나가 되며, 기지국 
Rx/Tx 엘리먼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RF 환경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놓칠 수 있는 상향 링크의 간섭 소스를 파악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광(백홀)

BBU: 기저대역 장치

FPP: 광 패치 패널

RRU: 원격 무선 장치

광(프론트홀)BBU

FPP FPP RRU

안
테

나

1068.900.0122

광(모니터링)

광학 탭

RF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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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over CPRI 테스트 절차가 네트워크 문제 해결 및 최적화를 수행하는 RF 엔지니어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다른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y 비침입, 라이브 트래픽 사이트에서도 수행 가능 

	y 셀 타워 상승 제거 및 안전성 향상

	y 단일 테스트 세트는 최대 속도 8(10.1Gbps)까지의 모든 기존 CPRI 속도를 지원 

	y 유지관리 시간 및 운영 비용 대폭 절감

	y 단일 테스트 세트로 모든 주파수 대역의 CPRI 기반 무선에서 편리하게 PIM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RFoCPRI 분석을 사용한 PIM 감지

기존의 PIM(passive intermodulation) 격리 방법의 경우 무선 장치를 피드라인에서 분리하고 전용 톤 생성기를 
설정하여 무선의 작동 주파수 대역을 통해 PIM 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용 톤 생성기(일반적으로 
PIM 분석기라고도 함)에는 크기 및 비용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은 물론 주파수 종속적 제한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VIAVI OneAdvisor 800 또는 MTS-5800과 같은 테스트 세트는 RFoCPRI 테스트 절차를 통해 지상에서 PIM 
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셀 사이트가 서비스되는 동안 상향 링크의 RF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RRH 출력을 증가시켜 더 많은 PIM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이러한 ‘실제’ PIM은 단일 또는 
듀얼 포트 PIM 톤 생성기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스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RFoCPRI PIM 감지는 MIMO 시스템의 실시간 RF 상향 링크 신호를 비교하여 PIM 소스의 추가 특성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테스트 세트를 통해 잠재적인 외부 PIM 소스에 대해 영향을 받는 안테나의 전후를 검사하고, 잠재적인 PIM 
소스를 흔들거나 탭하거나 조이거나 덮을 수 있으며, 장비 디스플레이에서 PIM 서명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절차의 주요 이점은 단일 테스트 세트로 모든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고, 타워 상승을 줄이며, 2x2 및 4x4 
MIMO 시스템에 대한 오버레이 스펙트럼 추적을 허용하고, 다소 간단하고 편리하게 완료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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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의 유무를 감지하는 VIAVI OneAdvisor 800    

안테나 정렬

3Z RF Vision 

3Z RF Vision은 혁신적인 안테나 정렬 도구로, 사용자가 패널과 마이크로파 지점 간 안테나를 정확하게 정렬하도록 
돕습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3Z RF Vision은 사용자가 작업 현장에서도 자동 가시거리 보고서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PIM 없음을 표시하는 VIAVI OneAdvisor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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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정렬이 왜 중요할까요?

무선 네트워크 설치 중에는 안테나 정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무선 및 마이크로파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커버리지 목표를 계획할 때는 설치 중에 안테나 정렬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버리지 격차, 네트워크 성능 저하, 수익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치 담당자들이 VIAVI 3Z RF Vision과 같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문 안테나 정렬 도구를 보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RF 설계 사양에 표시된 대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장점 

	y 지향성 안테나(패널, 마이크로파 및 5G 원통형 안테나) 
를 정확하게 정렬 

	y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가시거리 측량 결과 생성 

	y 안테나 정렬과 RF 설계 일치 

	y 음성 품질 및 데이터 트래픽 극대화 

	y 데이터 사용자 처리량 및 KPI 향상 

	y 고객 이탈 및 OPEX 비용 감소 

5G Ready

5G는 대부분 고대역 밀리미터파(mmW) 주파수를 사용하여 스몰셀 형태로 배치됩니다. 하이 게인 밀리미터파 안테나는 
가시거리(LOS) 또는 근가시거리(NLOS)가 필요한 가늘고 정밀한 빔을 생성하여 높은 데이터율을 달성합니다.

고대역 mmW 주파수 및 대규모 다중입출력(Massive MIMO) 빔포밍 안테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설치 중에 정밀한 
안테나 정렬과 LOS 측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3Z RF Vision 안테나 정렬 도구를 사용하여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시거리(LOS) 측량 시 정렬 상태 함께 측정

VIAVI 3Z RF Vision은 안테나를 정렬할 뿐만 아니라 안테나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시각적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가시거리 이미지는 더 높은 선명도를 제공하고 정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안테나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VIAVI 
3Z RF Vision을 사용하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빌딩 건축, 삼림한계선 증가 등은 커버리지 목표 달성을 저해하며 
고객 만족도를 낮춥니다. VIAVI 3Z RF Vision만 이러한 장애물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엔지니어는 이를 통해 안테나 방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y 내장 카메라 

	y 증강현실로 표적 타겟 정렬 

	y 듀얼 주파수 기술 

	y 내충격성 5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시거리 측량 공유 

	y 견고한 내후성(방진방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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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주파수 GNSS 기술

듀얼 주파수 GNSS 기술을 통해 3Z RF Vision은 위성을 두 배로 측정하며 총 174개(경쟁사 제품의 3배 이상)
의 위성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밀도가 높은 도시와 혼잡한 타워에서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VIAVI 3Z RF Vision의 증강 현실은 통합 카메라와 터치스크린 뷰 파인더를 통해 5인치 LCD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표적 타겟을 표시합니다. 이제 타워 기술자는 가늠자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안테나를 
완벽하게 정렬하여 표적 타겟을 한 번에 쉽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의 
작업용 장갑으로 터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손을 보호합니다.

안전한 보고서 생성 기능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3Z RF Vision은 정렬된 현장별로 종합 보고서(PDF 또는 CSV)를 생성합니다. 
내장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해 편리하게 보고서를 검색하고 모바일 앱이나 StrataSync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목표 좌표와 측정된 최종 정렬 데이터, 현장 섹터 ID, 
지역 코드, 지역 위치, 날짜 및 시간 스탬프, 가시거리 사진 검증이 포함됩니다.

이제 VIAVI StrataSync에 완벽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 자산, 데이터,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인 3Z RF 
Vision은 작업 할당에서 결제에 이르는 주기를 간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입니다.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덕분에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새로운 작업을 정의하고 할당한 후 VIAVI Mobile Tech App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기술진의 RF Vision으로 푸시하고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VIAVI 장비 결과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테나에 적합

스몰셀 패널 마이크로파



34  5G 네트워크 구축 핸드북

목차

안테나 정렬 모니터링 

안테나용 VIAVI IoA – IoT는 방위각, 틸트(기울기), 롤(회전)의 3차원 정렬 상태를 모니터하는 IoT 안테나 센서입니다. 
IoA는 LTE CAT-M1/NB-IoT를 활용하여 모니터 중인 모든 안테나에 원치 않는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실시간 안테나 정렬 모니터링 

IoA는 모든 무선 네트워크 안테나 배열에 대한 실시간 안테나 정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허 받은 IoA의 
모니터링 기술로 캡처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므로, 사업자들이 모든 안테나의 물리적 정렬 변동 내역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AVI IoA 제품 특장점 

 y LTE CAT-M1/NB-IoT 기반 

	y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y 상태 및 경고를 위한 E-paper(전자 종이) 디스플레이 

	y 배터리 수명 5년 이상1 

 y IP67 등급 

	y 경보 기능 

	y 내후성(방진방습) 접착력 

	y 유지관리 불필요 

	y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현장에서 책상으로 

각 안테나를 타워 또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IoA를 사용하면, 사업자가 방위각, 틸트	

(기울기) 및 롤(회전) 변동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임계값이 초과되면 경보를 생성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비상 시에는, 사용 가능한 정렬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선 순위 목록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재해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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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설정 

IoA 설치 작업은 기술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신속한 프로세스입니다. 간단히 IoT 지원 SIM 카드를 삽입하고 IoA
를 안테나 뒤쪽에 부착하기만 하면 안테나 정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고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렬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편리한 관리

각 개별 센서까지 설정을 쉽게 구성하고 다양한 지역, 클러스터 및 사이트별로 네트워크의 모든 센서를 구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IoA Manager 솔루션이 제공되어 여러 IoA 센서도 매우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A Manager는 
센서 정보 및 위치 기반 측정 등 각 장치에 대한 현재 상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편한 분석 및 필요한 경우 데이터 
내보내기용으로 수집된 모든 메트릭의 기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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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VI StrataSync 활성화됨

자동 네트워크 보고

• 작업 수준에서 보고 보기

• 네트워크 품질 대시보드를 통한 성능 혁신

테스트 데이터 자동 관리

• 감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결과와 
함께 장비 동기화 시 업로드

• 조직 구조에 따라 조직됨

적합한 도구 사용 가능

• 올바른 모델, 옵션, 펌웨어 및 구성

• 유효한 교정
정확한 작업 정의 및 할당

• 기술 도구에 작업 계획 할당

품질: 
정확한 작업 실행

• 모든 작업 테스트가 통과/실패로 완료됨

• 지리 태그 포함

01

02

05
03

04

1264.900.0922

그림 40: StrataSync 워크플로

인력 및 자산 관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SP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NEM) 또는 지원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계약된 절차 방식(MOP)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의 모든 측면이 표준 프로세스를 준수하는지의 여부, 
올바른 소프트웨어 버전이 포함된 승인 장비 사용 여부 및 표준 서식의 보고서 제공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진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워크로드에서의 전류 스파이크는 기술진의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올바른 
테스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테스트 결과를 올바르게 또는 적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VIAVI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며 업그레이드 및 네트워크 관리 
활동 중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일관된 절차 및 테스트 보고와 더불어 벤더와 직원 및 하도급업체를 하나의 
팀으로 관리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동안의 유연한 인력 및 편리한 온보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VIAVI StrataSync™는 이동통신사가 인력의 역량 및 테스트 장비 자산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테스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StrataSync
는 VIAVI 장비의 자산 관리, 구성 관리 및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및 비VIAVI 장비의 자산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StrataSync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사는 새로운 수준의 제어 및 규제 준수 모니터링으로 자산 및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획득하여 네트워크 테스트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StrataSync가 전체 테스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이동통신사 및 NEM이 워크플로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정의 및 배정: 작업 
배정과 장비를 동기화하여 
수동 전달, 작업 티켓 분실 및 
적합하게 준비되지 않은 발송을 
방지합니다.

2.  테스트 절차 구현: MOP를 
장비로 직접 전달하여 기술진이 
편리하게 테스트 절차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테스트 데이터 저장소를 통한 
실시간 보고: 신속한 네트워크 
인증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테스트 
보고서 및 KPI를 자동으로 수집 
및 정렬합니다.

4.  테스트 자산 관리: 이메일 
인벤토리 및 테스트 장비 분실을 
방지하며 장비 초과 구매를 
예방합니다.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trata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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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VIAVI 네트워크 5G 서비스 지원 솔루션

결론

5G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및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5G의 복잡한 기술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 및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 출시 기간 및 네트워크 품질은 네트워크의 전체 수명 주기 도중 얼마나 엄격하게 테스트 및 측정이 
수행되는지에 달라집니다. VIAVI는 테스트 및 측정 산업 선도업체로 가장 광범위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VIAVI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지원 장비 및 시스템 완전 통합 제품군, 소프트웨어 자동화, 
네트워크 테스트 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서비스 보증을 통해 운영업체 및 파트너는 원활한 네트워크 출시 및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수명 주기와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4.5G C-RAN

프론트홀 백홀

백홀미드홀프론트홀

4.5G RRU

5G RU 5G DU 5G CU

EPC / NGC

광

미션 크리티컬 및 기본 다중 
토폴로지(PON, WDM 등)

전송

엄격한 전송 및 
타이밍 SLA

RAN

빔 중심 / 
비독립실행형으로 
진화(LTE + 5GNR)

인력

테스트 일관성 
보고서 가용성

• 광 인증
• 신속한 장애 격리
• 신속한 장애 위치
• 상시 광 모니터링

• M-MIMO 빔 범위
• 5GNR FR1 및 FR2 Support
• 간섭 헌팅
• RAN 성능

• 자산 관리
• 테스트 결과 및 보고서
• 도구 구성
• 라이선스 관리

• 백홀 전송 SLA
• 프론트홀 대기시간 사양
• 네트워크 타이밍/동기화
• 가상 서비스 활성화 및 보증

MTS 2000 광 검사 광 모니터링 NITRO 
전송

MTS 5800 CellAdvisor 5G VIAVI StrataSync 활성화됨OneAdvisor 800 

1266.900.0922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5g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5g


38  5G 네트워크 구축 핸드북

목차

솔루션 설명 5G 테스트 활동

VIAVI FiberChek Probe 광 검사 및 분석을 위한 휴대용 장치 광 검사

VIAVI FiberChek Sidewinder MPO 등 다중 광 커넥터를 위한 ‘
일체형’ 휴대용 검사 및 분석 솔루션

광 검사(다중 광)

VIAVI SmartOTDR 광학 시간 도메인 반사 측정, 광 단면 
분석, 광학 손실 테스트 및 시각적 장애 
검색기가 포함된 단일 장치

OTDR 테스트

VIAVI FiberComplete PRO 자동 양방향 삽입 손실(IL), 양방향 광학 
반환 손실(OCWR 방법을 사용한 ORL), 
거리 및 양방향 OTDR 또는 장애 검색기

광 링크 특성 파악을 향상하기 위한 양방향 
테스트

VIAVI SmartClass OCC-55(CWDM)/
OCC-56C(DWDM)

CWDM 광 채널 체커/DWDM 광 채널 
체커

현재 상태 및 파워를 위한 채널 체크

VIAVI COSA-4055(CWDM) 및 OCC-
4056C(DWDM)

CWDM 광학 스펙트럼 분석기/DWDM 
광학 스펙트럼 체커

실제 파장, 오프셋 및 드리프트, 채널 간격 
측정

VIAVI OLP-87 PON 전원 측정기 B-PON, E-PON, G-PON 및 차세대 고속 
XGS-PON, NG-PON2의 활성화 및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위한 FTTx/PON 전원 
측정기

네트워크 활성화 도중 광전력 측정

VIAVI ONMSi 코어, 메트로, 액세스 및 FTTH 
네트워크용 광 네트워크 원격 테스트 및 
모니터링 시스템

•	개발 및 구축 단계 도중 PON 테스트 및 
인증

•	운영 단계 도중 여러 PON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솔루션 가이드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fiberchek-probe-microscope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fiberchek-sidewinde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martotdr-handheld-fiber-teste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fibercomplete-integrated-loss-orl-and-otdr-modules-4100-series-t-berd-mts-2000-4000-v2-5800-and-5800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martclass-occ-55-56-optical-channel-checkers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martclass-occ-55-56-optical-channel-checkers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cosa-4055-cwdm-optical-spectrum-analyzer-module-t-berd-mts-2000-4000-v2-5800-platforms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cc-4056c-dwdm-optical-channel-checker-module-t-berd-mts-2000-4000-v2-5800-v2-platforms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cc-4056c-dwdm-optical-channel-checker-module-t-berd-mts-2000-4000-v2-5800-v2-platforms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martclass-fiber-olp-87-pon-power-mete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msi-optical-network-monitor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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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VI MTS-5800(100G) 테스트, 서비스 활성화, 문제 해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휴대용 듀얼 포트 100G 
장비

• eCPRI 테스트(처리량, 지연, 패킷 지터)
• FTN의 지연 및 동기화 요구 사항 확인

• GPS 테스트

• PTP 테스트(PTP 타이밍 오류 테스트)
•	이더넷 테스트(백홀)
• OTN 테스트

VIAVI Fusion 테스트, 서비스 활성화,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수명 
주기 관리

•	가상화된 테스트

•	가상화된 서비스 활성화

•	가상화된 성능 모니터링

•	가상화된 문제 해결

VIAVI CellAdvisor 5G 5G 셀 사이트 구축, 유지보수 및 관리의 
모든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휴대용 
기지국 분석기

• RF 특성 파악 및 적합성 테스트

• 5G 빔 분석

• 5G 캐리어 어그리게이션(x8)
•	지속적인 실시간 스펙트럼 유효성 검사

VIAVI OneAdvisor 800 OneAdvisor 800을 사용하면 셀 사이트 
기술진은 단일 장비에서 광, RF 및 CPRI/
이더넷을 테스트하여 여러 독립 도구
(OTDR, CAA, Fiber Scope)를 교체하고 총 
소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OTDR 테스트

•	케이블 및 안테나 테스트

• 5G 빔 분석

• 5G 캐리어 어그리게이션(x8)
•	지속적인 실시간 스펙트럼 유효성 검사

VIAVI StrataSync VIAVI 장비의 자산 관리, 구성 관리 및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및 비VIAVI 장비의 
자산 추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 활동 도중 벤더와 
직원 및 계약업체를 단일 팀으로 관리

http://www.viavisolutions.com/contacts
http://www.viavisolutions.kr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t-berd-mts-5800-100g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celladvisor-5g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oneadvisor-800
https://www.viavisolutions.com/en-us/products/stratasy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