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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신화로 꼽힙니다. Bluetooth® 무선 기술이
적용된 기기가 매년 36억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증가세는 사물인터넷(IoT)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luetooth SIG는 2022년에 출시되는 Bluetooth®
적용 신규 기기가 56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든 Bluetooth® 적용 기기는 블루투스 연결
및 동작이 Bluetooth SIG 기준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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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측정 기기로 처리하는 Bluetooth® 제품 개발 단계의
모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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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슈바르즈의 제품
Bluetooth® Classic 및 LE를 위한 RF 테스트 방법

❙❙R&S®CMW Wideband 무선 통신 테스터
❙❙R&S®CMWrun 시퀀서 소프트웨어 툴

▷ 16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rohde-schwarz.com/cmw

수신기/송신기 RF 인증
▷ 18

오디오 품질 테스트
▷ 26

Bluetooth SIG는 '테스트 중인 기기'(DUT), '테스트 중인 장
비'(EUT), '테스트 중인 시스템 구현'(IUT)이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EUT를 사용했습니다.

생산 솔루션
▷ 30

Bluetooth® LE Advertiser 테스트
▷ 32

자동 테스트를 위한 R&S®CMWrun 소프트웨어
▷ 34

구매 전부터 제공되는 전문가의 현장 서비스
▷ 35

Bluetooth® 워드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에서 소유한 등록 상표이며,
로데 슈바르즈는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마크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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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 슈바르즈의
전문화된
Bluetooth® 테스트
솔루션
1998년에
로데슈바르즈는
T&M
전문
업체로서는 최초로 Bluetooth SIG의 회원사가
되었습니다.
로데슈바르즈는
초기부터
Bluetooth® 개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혁신적인
T&M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로데슈바르즈의 Bluetooth® 기술 구축 역량
1998년에 로데슈바르즈는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SIG)와 협업 관계를 맺은 첫 번째 T&M 전문업체가 되
었으며, 그 이후로 Bluetooth SIG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
니다. 1998년에는 휴대전화(M)와 컴퓨터(C)의 무선 연결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블루투스 기술을 MC 링크(MCLink)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Bluetooth®는 프로젝트명이
었지만, 이 후,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Bluetooth® 테스트의 역사
로데슈바르즈는 2000년에 최초의 Bluetooth® 테스트 장비
인 R&S®PTW60 프로토콜 테스터를 선보였고, 2001년에는
R&S®TS8960 Bluetooth® RF 인증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했
습니다. 당시 Bluetooth SIG는 초기의 Bluetooth® 칩과 부품
의 품질을 검증할 솔루션이 필요했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로데슈바르즈의 2가지 솔루션을 Bluetooth SIG와 전 세계의
Bluetooth® 테스트 기관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로데슈바르즈는 R&S®CMU200 범용 무선 통신 테스터
에 기반한 최초의 Bluetooth® RF 테스트용 통합 테스터를 개
발하여 2001년에 출시했습니다.

로데슈바르즈의 Bluetooth® 테스트 기기

R&S®TS8960
Bluetooth® 인증 테스트 시스템
최초로 상용화된
Bluetooth® 인증 테스트 시스템
Bluetooth® 솔루션용
R&S®PTW60 프로토콜 테스터
최초로 상용화된
Bluetooth® 프로토콜 테스터

2000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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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또 다른 히트작인 R&S®CBT/R&S®CBT32
Bluetooth® 테스터를 출시했습니다. 유연한 기능, 빠른 측정
속도, 다목적 테스트 옵션이 특성인 R&S®CBT/R&S®CBT32
Bluetooth® 테스터는 R&D 및 생산의 기준 기기가 되어 전 세
계의 모든 주요 Bluetooth®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

Bluetooth® 기술 개발

1

새로운 도약
2010년에는 R&S®CBT/R&S®CBT32와 더불어 R&S®CMW
Wideband 무선 통신 테스터에도 Bluetooth® 테스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R&S®CMW 플랫폼은 기존의 Bluetooth® RF
및 오디오 테스트뿐 아니라 모든 무선 통신 표준과 WLAN을
지원합니다. R&S®CMW 플랫폼은 새로운 기능들로 계속 업
그레이드되고 있으며, 미래의 Bluetooth® 기술 개발도 지원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번 구매하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2

3

4

1)

기술 개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ISM 대역의 2.4 GHz에서 작동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 방식(FHSS)을 적용한
높은 신뢰성

Bluetooth® Classic
❙❙적용 분야: 휴대전화, 헤드셋,
스테레오 오디오, 자동차, PC
❙❙적용 처리율: 0.7~2.1 Mbps, 음성 가능
❙❙최대 7개의 슬레이브 사용, 긴 지연 시간 > 100 ms

Bluetooth® 저전력(LE) 모델
❙❙적용 분야: 휴대전화, 자동차, 의료, 피트니스, 가정용
센서, 광고, PC
❙❙적용 처리율:약 305 kbps, 음성 지원 없음
❙❙갯수 제한 없는 활성화된 슬레이브 연결,
지연 시간 < 6 ms

Bluetooth SIG
❙❙Bluetooth® 기술의 관리, 선정 및 혁신 기관
❙❙호환이 가능한 Bluetooth® 사양 개발
❙❙브랜드 마크의 소유 및 인증 기관

R&S®PTW60, R&S®TS8960, R&S®CMU200 및 R&S®CBT/R&S®CBT32는
단종 제품임.

R&S®CMU200

R&S®CBT/R&S®CBT32

R&S®CMW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Bluetooth® Tester

Wid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최초로 상용화된

R&D 및 생산의 Bluetooth® 테스트 기

Bluetooth® 무선 기술 및 WLAN, LTE 등의 기

Bluetooth® Signaling RF 테스터

준 장비

타 무선 표준을 위한 범용 플랫폼

2001년

2004년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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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MW 플랫폼
개요
R&S®CMW Wid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플랫폼은 주요 무선 액세스 기술을
모두 지원하여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 및 기지국, 액세스 포인트(AP)
를 테스트하는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또한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의 다양한 요건을 테스트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Bluetooth® 테스트 솔루션 분야에서 인정 받는
로데슈바르즈의 전문 역량
R&S®CMW Wid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플랫폼
은 버전 5 까지의 Bluetooth® 기술을 지원하며, Bluetooth®
Classic의 Signaling 기능과 Bluetooth SIG에서 지정한 모
든 Bluetooth® LE 송신기 및 수신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S®CMWrun 시퀀서 소프트웨어 툴은 모든
Bluetooth SIG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규정 준
수 테스트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Bluetooth® 적용 기
기의 빠르고 포괄적인 생산 테스트를 지원하여, 더욱 빠른 양
산 프로세스를 가능케 합니다. R&S®CMW는 Bluetooth® 기
술, 기타 Non-Cellular 규격 및 모든 주요 Cellular 규격을 동
시에 지원합니다.

R&S®CMW 올인원(all-in-one) 플랫폼의 다양한 장점
매우 엄격한 속도 및 안정성 요건을 지원하는 R&S®CMW 플
랫폼은 복잡한 연구실 테스트부터 생산라인 테스트까지 모
든 측정 작업을 사용자 친화적인 고효율 방식으로 처리하는
플랫폼입니다. R&S®CMW500은 최상위 플랫폼으로 모든 규
격과 주파수 대역에 대한 측정을 지원하며, R&S®CMW270은
Non-Cellular Application의 측정에 특화된 전문 기기로 제공
됩니다. 그리고, R&S®CMW290은 규격 측정 및 기능 시험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콤팩트 솔루션입니다.
R&S®CMW100 테스터는 생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모든
R&S®CMW 모델은 동일한 명령어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격 제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 코
드를 다른 R&S®CMW 모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개요 – 기본 설정된 모델
R&S®CMW500

R&S®CMW290

올인원 테스트 플랫폼

기본 기능 테스트용 컴팩트 RF 테스터

R&S®CMW500 Wid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는 RF 개발 및 프

R&S®CMW290 Functional Radio Communication Tester는 R&S®CMW500

로토콜 개발에 적합한 범용 테스트 플랫폼이며, R&S®CMW500 Callbox와

의 주요 기능만을 모은 가격 합리적인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인 RF

R&S®CMW500 프로토콜 테스터로 구성됩니다. R&S®CMW500에는 포괄

특성을 측정하거나 무선 기기의 기능을 검증하려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적인 IP 처리와 고품질의 측정을 지원하는 End-to-End(E2E) 데이터 솔루션

R&S®CMW290은 서비스 업체의 기능 입력 및 출력 테스트에서 고품질의 맞

이 포함됩니다. 내부 페이딩 시뮬레이터 덕분에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손쉽

춤형 자동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을 통해

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S®CMW500은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까

사물인터넷 및 M2M 시스템 통합업체가 모듈 통합 및 맞춤 IP 용도를 테스트

지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기술 표준을 지원하는 솔루

할 수 있습니다.

션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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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옵션

단일 기기로 지원하는 모든 기술

R&S®CMW 플랫폼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옵션
을 제공하는 확장형 제품이며, 개별 T&M 요건에 맞춰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R&S®CMW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새로운 소프트웨어 옵
션을 통해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하드웨어
구성품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더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툴도 제공됩니다.
R&S®CMW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T&M 스펙트럼 전체를 테
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 하드웨어 플랫폼
❙❙6 GHz 지원
❙❙최대 4개 채널
❙❙E2E 테스트용 내부 서버

2

멀티 RAT Signaling

3

Bluetooth® LE 및 Bluetooth® Classic

4

WLAN 신호 지원

5

탁월한 생산 지원 기능

❙❙LTE-A, WCDMA/HSPA+, GSM/GPRS/EGPRS
❙❙CDMA2000® 1xRTT/EV-DO, TD-SCDMA
❙❙WLAN, Bluetooth®

❙❙원격 제어 모드에서 모든 Bluetooth SIG RF 테스트
케이스를 지원하고 상세 테스트 보고서 제공
❙❙매개변수 테스트 컨셉 및 초고속 스펙트럼 측정
❙❙Bluetooth® 오디오 측정(선택사항)
❙❙Bluetooth® 5

❙❙LTE-WLAN 트래픽 오프로드
❙❙WLAN E2E 및 액세스 지점 테스트
❙❙다른 기술과의 In-Device Coexistence 테스트

❙❙최대 8개 기기의 멀티 EUT 테스트
❙❙모든 주요 업체의 칩셋 지원
❙❙개발부터 생산까지 단일 GUI 사용

R&S®CMW270

R&S®CMW100

전문적인 Non-Cellular 기술 테스터

생산용 컴팩트형 RF 테스터

R&S®CMW270 Wireless Connectivity Tester는 개발,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R&S®CMW100 Communications Manufacturing Test Set은 R&S®CMW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형 모델이며, R&S®CMW500의 주요 기능을 모두 제공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연한 RF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 8

하고, Bluetooth®, WLAN 및 브로드캐스트 기술을 지원합니다.

개의 RF 포트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으며, 원격 제어 및 측정 컨셉은
R&S®CMW50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제품 모두 테스트 시간 및 용량 활
용 최적화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R&S®CMW100의 Non-Signaling
모드(신호분석기/신호발생기)를 통해 무선 기기의 Calibration 과 검증 시험
을 지원하여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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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기술
개요

Bluetooth® Classic

Bluetooth® 기술은 ISM 대역의 근거리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무선 표준입니다.
기본 원리
일반적으로 Bluetooth® 기기는 호스트와 Bluetooth® 컨트롤
러로 구성되며, 두 장치 모두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HCI)를 통해 통신합니다. Bluetooth® 스택 및 애플리케이션
은 호스트에서 실행되며, Bluetooth® 컨트롤러는 기저대역
작업을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Bluetooth® 기기의 특정 기능을 서비스(예: 온도 측정)로 변환
합니다. Bluetooth®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프로
파일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저대역과 프로
파일을 공유하여 호환이 가능한 Bluetooth® 기기는 서로 통
신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Classic은 버전 1 이상의 Bluetooth® 핵심 사양에
서 지정된 대로 기본 속도(BR)와 향상된 데이터 속도(EDR)
를 지원하는 Bluetooth® 기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
한 작업 모드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속도(BR)가 느린 기본 동작
❙❙전송 속도가 향상된(EDR) 작업
데이터 전송을 위한 RF 채널 79개가 제공되며, 각 채널은
1 MHz 간격으로 2.4 GHz ISM 대역 내에 있습니다. 주변 무
선 신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채널 간의 주파수 도약 기술이
사용됩니다. 적응형 도약 모드에서는 차단된 채널이 사용되
지 않습니다. BR 변조에서 총 데이터 속도가 1 Mbit/s인 가
우스 주파수 편이 방식(GFSK, Gaussian frequency shift keying)을 사용하지만, EDR을 통해 π/4‑DQPSK(2 Mbit/s) 및
8DPSK(3 Mbit/s) 위상 편이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Bluetooth® Classic

보호 대역

1 MHz

데이터 채널

2480 MHz

2402 MHz
2403 MHz
●
●
●

ISM 대역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주파수
(GHz)
2.4

2.41

Transmit power

2.47

class 1

최대 20 dBm, 100 mW

class 2

최대 4 dBm, 2.5 mW

class 3

최대 0 dBm, 1 mW

BT

0.5

frequency deviation

160kHz

modulation index

0.28~0.35

DEVM (99 %)

≤ 0.30

2.48

2.4835

Modulation
GFSK

π/4-DQPSK
8DQPSK
Packets
Data rate

symbol rate

1 Msymbol/s

DEVM (99 %)

≤ 0.20

symbol rate

1 Msymbol/s

ACL 링크(비동기 무접속)

최대 2178 kbit/s

SCO 링크(동기 접속지향)

최대 864 kbit/s

gross

1~3 Mbit/s

application

0.7~2.1 M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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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저전력(LE) 모델
Bluetooth® 저전력(LE)은 버전 4 이상의 Bluetooth® 핵심 사
양에서 지정된 대로 Bluetooth® Classic 보다 전력을 적게 사
용하는 기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Bluetooth® 5 사양의 장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최대 60% 감소하여 전력 관리 효율 개선
❙❙최대 4배의 통신 거리
❙❙2배의 송신 속도
저전력 모델에서는 RF 채널 40개가 제공되며, 각 채널은
2 MHz 간격으로 2.4 GHz ISM 대역 내에 있습니다. 이들 채
널은 Advertising 전용 채널 3개와 데이터 및 보조 Advertising 채널 37개로 구성됩니다. Advertising 모드에서는 비콘과
같은 방식으로 소량의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는 데 채널이 사
용됩니다. 데이터 채널에서의 실제 데이터 연결은 적응형 도
약이 가능한 기본형 피코넷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피코넷
은 시계를 지정하는 마스터 장치와 최대 7개의 슬레이브 장
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luetooth® 아키텍처
Bluetooth®
기본 모델

Bluetooth®
Bluetooth®
저전력 모델 듀얼 모드

호스트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Bluetooth® 스택

호스트

HCI

HCI

HCI

HCI

Bluetooth®
BR/EDR
컨트롤러

Bluetooth®
LE
컨트롤러

Bluetooth®
BR/EDR
컨트롤러

Bluetooth®
LE
컨트롤러

기저대역
작업

코딩이 되지 않은 데이터 패킷의 GFSK 변조를 통해 총 데이
터 속도가 0.45~0.55의 변조 인덱스에서 최대 2 Mbit/s까지
나옵니다. 이에 상응하는 선택형 안정 변조 인덱스의 범위는
0.495~0.505입니다. 원거리 작동에서는 코딩된 패킷을 통
해 최대 500 kbit/s의 총 데이터 속도를 통해 전송할 수 있습
니다.

Bluetooth® 저전력 모델

ISM 대역
2 MHz

데이터 채널
Advertising 채널

2480 MHz

2426 MHz

2402 MHz
2404 MHz
●
●
●

보호 대역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주파수
(GHz)

2.48
2.40

2.42

Transmit power

2.44

2.46

class 1

최대 20 dBm, 100 mW

class 1.5

최대 10 dBm, 10 mW

class 2

최대 4 dBm, 2.5 mW

class 3

최대 0 dBm, 1 mW

BT

0.5

frequency deviation

250 kHz 또는 500 kHz

modulation index

0.45~0.55

stable modulation index

0.495~0.505

LE 1M, uncoded

최대 1 Mbit/s

LE 2M, uncoded

최대 2 Mbit/s

LE, coded, S = 2 : 2 심볼/데이터 비트

최대 500 kbit/s

LE, coded, S = 8 : 8 심볼/데이터 비트

최대 125 kbit/s

gross

1~2 Mbit/s

application

0.2~0.6 Mbit/s

2.4835

Modulation
GFSK

Packet

Data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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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적용 분야

자동차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는 Bluetooth® 기반 핸즈프리 통화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luetooth® 기
술은 핸즈프리 통화를 넘어 차량 오디오 시스템으로 원하는
노래를 듣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거나 교통정보, 날씨, 맛
집 정보를 확인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제 Bluetooth®는 현대 사회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헤드셋, 목걸이형 피트니스 트래커, 장난감,
스마트홈, 의료 기술, 산업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블루투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루투스의 활용 범위는 끝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Over-the-air(OTA) 차량 키 시스템은 회사 차량, 차량 공유업
체, 렌터카 업체를 위한 가상 스마트폰 키입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예약하면, OTA 키 시스템이 차량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휴대전화로 전송합니다.
최신 휴대전화 앱에서는 Bluetooth® 기술을 이용해 기계 및
전기 부품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압
력 모니터링 및 전자 타이어 정보 시스템은 타이어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다가 공기압이 낮으면 운전자에게 경
고합니다.

건강 및 의료
Bluetooth® 기술은 병원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무선 표준입니다. 혈당 모니터, 맥박 산소 측정기, 심박수 모
니터, 천식 흡입기 등의 제품에서 Bluetooth® LE가 점점 더 많
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Bluetooth®가 적용된
자신의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접속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
료기관은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신하여 처방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
보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건강 데이터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기기에서 알려줍니다.

Internet
of Things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휴대기기

자동차

헬스케어

소매

비콘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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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

소매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웨어러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체 활동 모니터
링 기기, 스마트 안경, 헤드셋, 어린이 및 애완 동물 모니터링
기기, 의료 보조 장치, 헤드 및 팔 장착형 단말기 및 카메라,
스마트 의류가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출
시된 웨어러블 기기의 대부분은 Bluetooth® 기술을 기반으
로 작동합니다. 걸음수, 신체 활동, 수면, 모니터링하는 피트
니스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도 출시되었
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웨어러블 기기에는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여 모바일 앱에 연결하는 오디오 헤드셋,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등이 있습니다. 산업용 웨어러블 장치로는 물류,
재고 관리, 생산의 효율을 높여주고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
는 핸즈프리 터미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Bluetooth® 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
다.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Bluetooth® LE로 작
동하는 초소형 장치인 비콘을 통해 모바일 지갑과 다양한 위
치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콘 기능은 쇼핑몰의
마케팅, 대형 경기장의 내부 길안내, 주차 등의 비접촉 결제
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대중교통 및 대형
이벤트 장소에서 출발, 지연, 승객 정보에 대한 알림을 보내
는 데도 비콘이 사용됩니다.

전자제품 및 홈 오토메이션
최근에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대부분에는 저전력 무선 스마
트 Bluetooth®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 기기를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는 PC의 기본 기능입니다. Bluetooth®
가 장착된 기기가 수억 개에 달하면서 헤드셋과 스피커, 스마
트폰, PC를 선 없이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용 VR 헤드셋,
칫솔, 전구, 요가 매트, 전동 공구, 잔디깎기 등의 제품에도 무
선 Bluetooth®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 태블릿, 노트북으로 집안의 조명, 난방 기기, 가
전 제품, 창문 및 현관문 잠금 장치, 보안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Bluetooth® 스마트폰 또는 태
블릿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다른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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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제품의
출시 과정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이 정식
출시되려면 Bluetooth SIG와 국가 인증 기관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승인 과정
국가 승인 요건도 Bluetooth® 제품에 적용되며, 출시의 기본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Bluetooth® 제품은 다음과 같은 제
품 인증 요건 3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RF 송신기/수신기 장치의 전파 유형 승인
❙❙RF 섹션의 EMC 인증(일반적으로 호스트 장치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정상적인 구성 및 사용 조건과
관련됨)
❙❙안전 인증(일반적으로 제품 및 관련 전원 공급 장치의 작동
전압에 따라 다름)

인증 테스트 기관: BQTF, BRTF
Bluetooth® 인증
Bluetooth SIG의 Bluetooth® 인증 프로그램은 Bluetooth® 기
술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제품이 Bluetooth® 사양을 준수하고 동일한
Bluetooth®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다른 제품과 정상적으로 연
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에서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
는 Bluetooth SIG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발된 제품에 따라 인
증 과정에서 RF 적합성 테스트, 프로토콜 및 프로파일 적합성
테스트, 프로파일 상호연동 테스트 등의 다양한 테스트가 필
요합니다. 모든 필수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은
Bluetooth®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F 적합성 테스트와 국가 전파 유형 승인이 필요
한 경우 Bluetooth SIG 및 국가에서 인정한 테스트 기관에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Bluetooth SIG에서 인정하는 인
증 적합 테스트 기관의 두 유형은 블루투스 국제 공인 시험소
(BQTF)와 블루투스 공인 시험 기관(BRTF)입니다. 주요 시험
기관만 Bluetooth SIG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레퍼런스 목록
(TCRL)의 적격성 테스트 수행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Bluetooth SIG로부터 BRTF 자격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에 불
과합니다. 즉, BRTF 자격이 있는 기관은 테스트를 직접 수행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도와줍니다.

Bluetooth® 인증

Bluetooth SIG 의
Bluetooth® 인증
프로그램

❙ RF/RF-Phy 적합성 테스트
(Bluetooth® Core 2.0~5.0)
❙ 프로토콜 프로파일
적합성 테스트

Bluetooth®
상표 사용

❙ 프로파일 상호운용 테스트

출시 준비
완료 제품

제품 샘플
❙ RF 송신기의 무선 유형 승인
❙ EMC 인증
국가 인증 과정

❙ 안전 인증

마크 및 라벨 요건

❙ 기타 인증 과정
의료 제품 인증
차량 제품 인증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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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Classic
및 LE RF 테스트
케이스

Bluetooth SIG는 Bluetooth® Classic 및 Bluetooth®
저전력용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합니다.
R&S®CMW 플랫폼과 R&S®CMWrun은 모든
Bluetooth® RF 테스트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Bluetooth® Classic RF test cases up to Bluetooth® 5
Transmitter tests

TP/TRM/CA/BV-xx-C

Transmitter tests

TP/TRM/CA/BV-xx-C

Output power

01

Initial carrier frequency tolerance

08

Power density

02

Carrier frequency drift

09

Power control

03

EDR relative transmit power

10

TX output spectrum –
frequency range

04

EDR carrier frequency stability and
modulation accuracy

11

TX output spectrum –
20 dB bandwidth

05

EDR differential phase encoding

12

TX output spectrum – adjacent
channel power

06

EDR in-band spurious emissions

13

Modulation characteristics

07

Enhanced power control

14

Receiver tests

TP/RCV/CA/BV-xx-C

Receiver tests

TP/RCV/CA/BV-xx-C

Sensitivity – single-slot packets

01

Maximum input level

06

Sensitivity – multi-slot packets

02

EDR sensitivity

07

C/I performance

03

EDR BER floor performance

08

Blocking performance

04

EDR C/I performance

09

Intermodulation performance

05

EDR maximum input level

10

Bluetooth® Low Energy RF test cases up to Bluetooth® 5
LE 1M
LE 2M
LE 1M
LE 2M
Coded
Coded
1 Msymbol/s 2 Msymbol/s 1 Msymbol/s 2 Msymbol/s 1 Msymbol/s 1 Msymbol/s
SMI
SMI
S=2
S=8

1)

Transmitter tests

TP/TRM-LE/CA/BV-xx-C

Output power

01

In-band emission

03

08

Modulation
characteristics

05

10

Carrier frequency
offset and drift

06

12

Receiver tests

TP/RCV-LE/CA/BV-xx-C

09

11

Coded
1 Msymbol/s
SMI
S=2

Coded
1 Msymbol/s
SMI
S=8

13
14

Receiver sensitivity

01

08

14

20

26

27

32

33

C/I and receiver
sensitivity

03

09

15

21

28

29

34

35

Blocking
performance 1)

04

10

16

22

Intermodulation
performance 1)

05

11

17

23

Maximum input signal level

06

12

18

24

Packet error rate (PER) 07
report integrity

13

19

25

30

31

36

37

추가적인 신호 발생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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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측정
기기로 처리하는
Bluetooth® 제품
개발 단계의 모든
테스트
R&S®CMW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Bluetooth®
시험 기관에서 핵심 장비입니다. 다양한
R&S®CMW 모델이 R&D, 사전 검증, 생산 등
전체 제품 개발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용도 Bluetooth® 테스트 솔루션
R&S®CMW 플랫폼은 Bluetooth® 5를 위한 검증된 RF 테스트
전체와 Bluetooth® Classic 및 LE의 모든 기존 사양을 제공하
면서 Bluetooth® 인증 체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Bluetooth SIG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
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험 기관에서는 Bluetooth® 테스트 설
비에서 R&S®CMW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사전 검증 테스트에
서 R&S®CMW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S®CMWrun 솔
루션을 이용하면 사전 검증 테스트를 쉽게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see "자동 테스트를 위한 R&S®CMWrun 소프트
웨어" on page 34).
또한 제품 개발 중에 설계를 최적화할 때도 R&S®CMW 플랫
폼의 Bluetooth® 테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개변
수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 테스트 컨셉 덕분
에 사양에 명시된 요건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R&S®CMW을 사용하면 스펙트럼 측정이 매우 빨라서 별도로
측정을 진행할 외부 스펙트럼 분석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
니다. R&S®CMW 플랫폼은 R&D에서 제품 특성을 설계하고
시장 품질을 높이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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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MW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 및 인증에 성공한
후 해당 결과를 생산 과정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
형인 R&S®CMW100은 다른 R&S®CMW 모델과 호환되며 생
산 테스트에 적합합니다(see "생산 솔루션" on page 30).

RF 사전 검증 테스트를 위한 셋업
R&S®CMW는 Bluetooth® 기본 속도(BR), EDR(향상된 데이
터 속도), BLE(Bluetooth® 저전력)의 사전 검증을 위한 모든
RF 테스트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RF 사전 검증 테스트를 위한 셋업은 매우 쉽고 직관적입니다.
R&S®CMW는 Bluetooth® LE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
여 기기의 테스트 패킷 송수신을 간단히 구성합니다. MultiEvaluation 모드는 병렬 송신 특성 측정에 전력, 변조, 대역 등
의 동일한 샘플링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테스트 시간을 크
게 줄입니다. 이 경우 측정된 모든 매개변수 사이에 상관 관
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신기 기능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이러
한 측정값 중 하나를 확대해볼 수 있습니다. R&S®CMW 테스
터의 매우 빠른 스펙트럼 측정은 개발 시간을 최적화합니다.
R&S®CMW 는 In-Band Emissions 테스트를 포함한 사전
검증을 위해 Bluetooth® RF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합니다.
R&S®CMWrun 시퀀서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면 Bluetooth®
LE 사전 검증 테스트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Layer

R&S®CMW Bluetooth® 측정 기능을 통한 제품 개발, 생산 과정

Bluetooth® RF
사전 검증

개발
❙ RF 개발
❙ 설계 최적화

인증
❙ RF 인증
❙ Bluetooth® 인증

생산
❙ Bluetooth® RF 테스트
❙ Bluetooth® 오디오 테스트

Bluetooth® 기기 개발 단계

RF 사전 검증 테스트를 위한 셋업

¸SGS100A SGMA RF 소스 1)

CW 신호

Combiner
LAN
¸CMWrun 시퀀서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는 ¸CMW 무선 통신 테스터

1)

EUT

LE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용 RS-232/USB/2선
인터페이스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HCI 제어

일부 테스트에서는 R&S®SGS100A SGMA RF 소스와 같은 추가 신호 생성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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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Classic
및 LE를 위한
RF 테스트 방법

Bluetooth® Classic의 Signaling 테스트 모드
Bluetooth® 핵심 사양에서 '실제' Bluetooth® 연결을 기반으
로 Bluetooth® Classic 지원 EUT의 RF 테스트 모드를 정의합
니다. EUT는 내부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HCI)를 통해
테스트 모드용으로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 마스터 역할을 하
는 R&S®CMW는 Bluetooth® 장치를 검색(조회)하거나 특정
EUT의 주소를 직접 지정하여 EUT(슬레이브)와의 Bluetooth®
연결을 설정합니다.

R&S®CMW를 이용하면 모든 Bluetooth® RF
송신기 및 수신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Bluetooth®  Classic에서는
이들
테스트가
Signaling 테스트 모드에서 정의됩니다.
Bluetooth® LE에서는 RF 테스트가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DTM)에서 지정됩니다.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R&S®CMW에서 테스트 제어 명
령을 이용해 EUT를 통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동 모드는 루
프백 테스트 모드입니다. R&S®CMW는 EUT에 Bluetooth® 패
킷을 전송하고, EUT는 R&S®CMW로 패킷을 다시 보냅니다.
이 모드에서는 송신 테스트와 수신 테스트가 모두 가능합니
다.
송신 테스트에서는 R&S®CMW가 '정상' 레벨에서 송신하므
로 대부분의 경우 EUT에서 비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UT가 R&S®CMW로 패킷을 반환하고, R&S®CMW가 EUT의
송신 매개변수를 측정합니다.
수신 테스트에서는 R&S®CMW가 매우 낮은 레벨에서 송신
하기 때문에 패킷을 수신할 때 EUT에서 비트 에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UT가 R&S®CMW로 폴트 패킷을 전송하고,
R&S®CMW가 비트 에러율을 파악합니다.
Bluetooth® 테스트 모드는 도약 모드와 고정 주파수 모두에
서 Bluetooth® 연결을 허용합니다.

Bluetooth® Classic 연결을 위한
테스트 모드 설정

R&S®CMW가 테스트 제어 명령을 통해 테스트 모드에서 EUT를 제어
슬레이브

마스터

테스트
제어 명령

테스트 데이터

¸CMW500

로컬
활성화
사용 설정
EU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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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LE의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DTM)
Bluetooth® 핵심 사양에서 LE EUT의 Bluetooth® RF 테스트
를 위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DTM)를 정의합니다. DTM에
서는 '실제' Bluetooth® 연결 대신 테스터와 EUT 간의 케이블
연결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EUT는 HCI 또는 2선 프로토
콜과 연결된 UART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
페이스를 이용해 R&S®CMW에 연결합니다.

을 R&S®CMW가 전송한 체크섬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수신
된 패킷 수를 계산합니다. 테스트의 마지막에 R&S®CMW
가 테스트 종료 명령을 전송합니다. EUT는 DTM 연결을 통
해 정확하게 수신된 패킷의 수를 R&S®CMW로 전송합니다.
R&S®CMW는 패킷 에러율(PER)을 계산하고 표시합니다.

송신 테스트에서는 R&S®CMW가 EUT에 DTM 명령을 전송
합니다. EUT는 R&S®CMW에 LE RF 테스트 패킷을 보내면서
응답합니다. 페이로드 패턴, 페이로드 길이 및 Bluetooth® 채
널 설정은 R&S®CMW에서 구성되며, DTM 명령을 통해 EUT
로 전송됩니다.
수신 테스트에서는 R&S®CMW가 EUT에 DTM 명령을 보내
는데, 그 내용은 수신 모드에서 EUT가 특정 Bluetooth® 채
널로 전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R&S®CMW가 적당
하게 낮은 레벨로 지정된 개수의 Bluetooth® RF 테스트 패
킷을 EUT로 보냅니다. 레벨에 따라 EUT가 일부 패킷을 올
바르게 수신하며, 일부 패킷에서는 비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EUT는 수신된 패킷별로 CRC 체크섬을 계산하고 이 체크섬

Bluetooth® LE의 DTM 연결을 위한
매개변수 설정

Bluetooth® LE의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DTM)

RF

EUT
COM
시리얼
어댑터에
연결된

DTM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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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송신기
RF 인증
R&S®CMW 플랫폼을 이용하면 Bluetooth®
RF 성능과 품질을 매우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R&S®CMW는 Bluetooth® 5 이하에서
Bluetooth SIG에서 지정한 모든 RF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송신 측정
R&S®CMW는 Bluetooth® RF 측정 규격에 명기된 방식을 사
용하여 측정 결과를 계산합니다. 모든 측정은 Bluetooth® 채
널 및 다양한 매개변수 그룹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S®CMW에서는 여러 송신 측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
니다. Multi-Evaluation 보기에서는 모든 송신 측정의 개요 정
보가 제공됩니다. 개요에서 개별 전원, 변조 및 스펙트럼 측
정으로 전환하면서 세부 결과를 볼 수 있으며, RF 채널, 패킷
유형, 패턴 유형, 패킷 길이 및 레벨과 같은 모든 신호 매개변
수를 별도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R&S®CMW에서는 유
연한 방식으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UT의 RF 설계는 빠르고 쉽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Classic의 측정을 지원하기 위해 R&S®CMW 는
모든 송신 측정의 출력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개
별 출력 단계를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T의 현재 출력
레벨이 변조 및 주파수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lti-Evaluation 보기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모든 측정의 결
과 개요가 제공됩니다. 왼쪽 화면에는 Bluetooth® EDR 다중 평
가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BR, EDR, LE 모드의 개요 및 개별 확
대 이미지는 다음 몇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R&S®CMW TX 측정 개요
TX measurements

Bluetooth® Classic (BR and EDR)

Bluetooth® Low Energy

Power

average, peak and leakage power (BR),
GFSK and DPDK power (EDR)

average, peak and leakage power

Modulation

Δf1 and Δf2, avg., min. and max. (BR),
Δf2 99.9 % (BR),
DEVM: RMS, peak, 99 % (EDR)

Δf1 and Δf2, avg., min. and max.

Frequency

frequency accuracy, frequency drift, drift rate (BR),
ωi, ω0 max (EDR)

frequency accuracy, frequency drift, drift rate (BR)

Spectrum

20 dB bandwidth, frequency range, adjacent channel
power (ACP) (BR),
EDR in-band spurious emissions (gated ACP) (EDR)

in-band emissions (ACP)

Timing

guard period (EDR),
packet timing

–

Others

constellation diagram, absolute and relative (EDR),
phase difference graph (E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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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측정

적응형 주파수 도약(AFH) 테스트

R&S®CMW에서는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에 맞는 모든
Bluetooth® 수신 측정이 가능합니다.

R&S®CMW에서는 Bluetooth® Classic을 위한 적응형 주파수
도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원격 제어 모드
를 통해 외부 간섭원에 의해 손상된 Bluetooth® 연결의 상태
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트 에러율(BER) 및 패킷 에러율(PER) 테스트
BER과 PER 측정은 R&S®CMW의 고정적인 전계강도 출력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수신 측정 항목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구성 가능한 개수의 Bluetooth® 패킷(사양과 일치하는 측정
값)을 사용하는 개별 측정이나 에러 분석을 위한 연속 측정으
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도 측정
R&S®CMW에는 수신기의 감도를 파악하는 자동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R&S®CMW 신호 발생 레벨은 BER 또는 PER에서
설정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R&S®CMW500에서 가능한 원격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AFH 채널 맵 생성: 모든 79 Bluetooth® 채널이 쿼리되고,
.csv 파일에서 AFH에 대해 차단됨(0) 또는 해제됨(1)으로
표시됨
❙❙잘못된 채널 감지의 기반
■■ R&S®CMW 및 EUT 결합 감지
■■ EUT 전용 감지
❙❙사용자 정의 AFH 채널 맵: 사용자가 개별 설정을 적용할
수 있음. 최소 20개의 채널이 해제되면 79개의 채널 각각을
차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더티 송신기
Bluetooth® 수신 테스트에서는 더티 송신기(dirty transmitter)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동 모드(BR, EDR, LE)에 따라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을 통해 수신 측정 시 기기의 RF
신호 생성 기능에 대한 동적 설정을 지정합니다. R&S®CMW
더티 송신기 기능은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는 'Bluetooth® LE, 코딩되지 않음, 1 Mbps' 모드
에서의 더티 송신기 작동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Bluetooth®
패킷 50개마다 신호 생성 매개변수가 아래 표에 나온 대로
변합니다. 또한 각 패킷은 다음 패킷으로 넘어갈 때 0~180
도 범위에서 시작 위상을 전환하는 지정된 주파수 드리프트
와 중첩됩니다.
규격 테이블 모드와 함께 Bluetooth® 수신기의 세부 분석을
위한 단일값 모드도 제공됩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면 캐리어
주파수 드리프트, 변조 인덱스 및 심볼 타이밍 에러를 개별적
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중첩된 드리프트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Bluetooth® LE Uncoded, 1 Mbps” 모드에서 Dirty Transmitter 설정
Test run

Carrier frequency offset

Modulation index

Symbol timing error

1

100 kHz

0.45

–50 ppm

2

19 kHz

0.48

–50 ppm

3

–3 kHz

0.46

+50 ppm

4

1 kHz

0.52

+50 ppm

5

52 kHz

0.53

+50 ppm

6

0 kHz

0.54

–50 ppm

7

–56 kHz

0.47

–50 ppm

8

97 kHz

0.5

–50 ppm

9

–25 kHz

0.45

–50 ppm

10

–100 kHz

0.55

+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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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데이터 전송률 상태에서 Multi-Evaluation 측정

개요 정보에서 모든 측정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측정
결과를 추가 정보와 함께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Power 및 패킷 타이밍 결과. Power 제어 키는 주파수, 변조, 스펙트럼 측정 메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 EUT 출력이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cupied Bandwidth 측정을 통해 Bluetooth® RF 테스트 규격 요구사항의 스펙트럼 –20 dB
대역폭'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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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Accuracy, Drift, Drift Rate and Frequency Deviation Results. 교차 비트 패턴을
선택하면 R&S®CMW에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에서 지정한 대로 Δf1 결과와 Δf2 결과,
그리고 Δf2 avg / Δf1 avg 비율이 모두 표시됩니다. R&S®CMW에서는 그래프를 확대하고,
최대 3개의 커서를 이용해 복조된 신호를 상세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 하위 메뉴를
이용하면 Bluetooth®
테스트 모드 신호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에서 설명된 ACP 측정. 마커를 이용하면 모든 채널의 세부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결과를 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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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Multi-Evaluation 측정

개요 정보에서 모든 측정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측정
결과를 추가 정보와 함께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GFSK 및 DPSK 출력 결과. R&S®CMW에서 가드 시간과 패킷 타이밍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Phase Difference 그래프. 두 연속 심볼 간의 위상 차이에는 DPSK 페이로드의 인코딩된
비트 정보가 포함됩니다. 마커를 이용해 각 심볼의 위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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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Error Vector Magnitude (DEVM) 및 Frequency Stability 결과. Bluetooth® RF 테스트
규격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모든 측정을 수행합니다.

RF 설정 하위 메뉴에서는
RF 채널, 주파수 도약, 외부
감쇠값 및 R&S®CMW 출력
전원과 같은 모든 RF 관련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DR 대역 내 Spurious Emission 테스트 케이스(gated ACP)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에서는
최대 3개의 채널에서 –40 dBm(녹색 제한선 참조)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R&S®CMW에
이러한 예외 개수가 측정 결과의 하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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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Multi-Evaluation 측정

개요 정보에서 모든 측정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측정
결과를 추가 정보와 함께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Power 결과. R&S®CMW에는 피크 및 평균 출력의 차이도 표시되며, 이 값은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이 화면에는 비트 패턴 10101010을 선택한 경우의 Δf2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주파수
관련 결과가 표시됩니다. 비트 패턴이 11110000으로 변경되는 순간 Δf1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프를 확대해서 각 비트의 값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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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ACP 측정 In-Band Emissions. 이 예에는 Bluetooth® 5 기기의 2 Msps 신호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마커를 이용해 모든 채널의 세부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결과를 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화면 참조).

입력 신호 하위 메뉴를
이용하면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 신호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Bluetooth® 5를 지원하는
기기의 테스트를 위한 PHY
를 선택하는 스위치도
포함됩니다.

표 화면에는 측정된 모든 주파수의 ACP 결과가 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R&S®CMW
전면 패널의 키를 이용해 그래픽 또는 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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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품질
테스트
R&S®CMW를 이용해 핸즈프리 키트, 차량용
멀티미디어 장치, 스피커, 헤드셋과 같은
일반적인 Bluetooth® 오디오 장치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Bluetooth® 프로파일을
지원하며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오디오를
테스트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프로파일(HFP)
❙❙적용 분야: 전화 통화의 음성 전송
❙❙오디오 장비(예: 헤드셋) 테스트
❙❙EUT 아날로그 오디오 구성품(마이크, 이어피스, 스피커
신호 경로)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코덱: CVSD, m-SBC, A-law, µ-law

핸즈프리 오디오 게이트웨이 프로파일(HFP-AG)
❙❙적용 분야: 전화 통화의 음성 전송
❙❙오디오 게이트웨이(예: 휴대전화) 테스트
❙❙Bluetooth® 오디오 게이트웨이의 오디오 설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코덱: CVSD, m-SBC, A-law, µ-law

Advanced Audio Distribution 프로파일(A2DP
싱크)
❙❙적용 분야: 스테레오 음악 전송
❙❙오디오 장비(예: 스테레오 스피커) 테스트
❙❙EUT 아날로그 오디오 구성품(스피커, 이어피스 경로)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코덱: SBC

R&S®CMW, R&S®UPV 오디오 및 분석기,
R&S®CMWrun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오디오 성
능 테스트 솔루션

26

CMW_Testing_Bluetooth_app-bro_ko_3607-8318-96_v0100.indd 26

22.02.2018 11:16:31

오디오 성능 테스트
오디오 테스트에서는 R&S®CMW가 EUT와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필요한 PIN이 R&S®CMW에서 설정됩니다.
R&S®CMW가 오디오 측정을 위해 선택한 오디오 프로파일
을 활성화합니다.
핸즈프리 작업에서는 R&S®CMW가 스피커 볼륨과 마이크 볼
륨을 R&S®CMW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Bluetooth® 볼
륨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R&S®CMW는 모든 오디오 프로파일의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가 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생성기와 분석기는 레벨 및 왜곡 측정을 위한 단일 톤
모드와 고속 주파수 반응 측정을 위한 FFT 노이즈 모드로 작
동할 수 있습니다. 다중 톤 모드에서는 주파수 및 레벨 설정
을 통해 20개의 사운드를 지정합니다.
단일 톤 모드에서 오디오 분석기는 선택 가능한 여러 필터로
왜곡(THD, THD+N, SINAD), 신호-노이즈 비율, DC 레벨을
측정합니다. R&S®CMW는 이러한 측정과 동시에 FFT 스펙트
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오디오 테스트(예: PESQ, POLQA)를 원하
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R&S®CMW
를 외부 오디오 분석기에 연결하십시오.

R&S®CMW는 R&S®CMW-B400 오디오 옵션을 이용하여 2개
의 오디오 채널에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오디오
채널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오디오 생성기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오디오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요
소의 신호 경로를 아날로그 및 디지털 R&S®CMW 오디오 인
터페이스와 R&S®CMW 내부 오디오 코덱에 유연하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의 표에 다양한 테스트 예시가 나
와 있습니다.

R&S®CMW Bluetooth® 오디오: 지원되는 프로파일, 코덱 및 링크 유형

HFP, HFP-AG

코덱

CVSD
지속적으로 변하는
슬로프 델타 변조

링크

A-law, μ-law
PCM 코덱 비선형

SCO
동기 연결 지향

A2DP – 싱크

mSBC
변형된 하위
대역 코덱

SBC
하위 대역 코덱

eSCO
확장 동기
연결 지향

ACL
비동기 무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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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마이크 및 스피커 테스트' 예시
송신 및 수신 방향에서 EUT의 오디오 특성 측정
¸CMW

아날로그
오디오 분석기

디지털
오디오 생성기
음성 코덱
CVSD, mSBC

EUT

Bluetooth® RF 링크

디지털
오디오 분석기

아날로그
오디오 생성기

'스테레오 스피커 테스트' 예시
스테레오 재생 시 EUT의 오디오 특성 측정
오디오 스펙트럼 뷰를 이용한 단일 톤 측정

¸CMW

디지털 오디오
생성기
스테레오

SBC 코덱

Bluetooth®

Bluetooth® RF 링크

EUT
스트리밍

아날로그 오디오
분석기
스테레오

스테레오

R&S®CMW Bluetooth® 오디오 테스트 시나리오
오디오 테스트 시나리오

기능

오디오 측정 및 생성기

오디오 생성기 및 분석기의 독립 작동

외부 아날로그 음성 분석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장치를 Bluetooth® 음성 코덱의 싱크 및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오디오 분석기(예: R&S®UP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지털 음성 분석

위와 동일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디지털 입력 및 출력(SPDIF)입니다.

마이크 및 스피커 테스트

기기의 마이크 및 스피커/이어피스 특성 테스트

스테레오 외부 아날로그 음성 분석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장치를 Bluetooth® SBC 코덱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오
디오 분석기(예: R&S®UP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외부 디지털 음성 분석

외부 아날로그 음성 분석과 동일하지만, 디지털 입력(SPDIF)을 이용하여 외부 오디오 소스에 연결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 테스트

스테레오 기기의 스피커/헤드폰 특성 테스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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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스펙트럼 뷰를 이용한 단일 톤 측정

다중 톤 모드의 주파수 반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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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솔루션

Signaling 및 Non-Signaling 모드의 Bluetooth®
테스트

R&S®CMW100 Communications Manufacturing Test
Set를 R&S®CMWrun 소프트웨어와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생산 테스트 솔루션이
완성됩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유연성,
성능, 용량 활용에서 최적화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Signaling 모드는 시스템 개발 및 RF 개발/인증과 같은 연구
실 작업에 적합합니다. 신호 중에 EUT는 프로토콜 계층의 메
시지를 통해 제어됩니다. EUT와 테스터 사이의 통신은 RF
신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Signaling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
R&S®CMW에 Signaling Unit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Signaling 동작 및 관련 하드웨어로 인한 통신 오버헤드는
Non-Signaling 모드를 통해 없앨 수 있습니다. EUT는 RF 신
호가 아닌 유선 통신 채널(예: USB)을 통해 제어됩니다. 이
러한 통신 채널을 통해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EUT를 제어하
는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테스터에서 EUT로 보내는 신호
는 사전 계산 된 파형을 사용하여 ARB 모드에서 생성되므로
ARB 신호발생기만 필요하며, Signaling Unit 하드웨어는 필
요하지 않습니다.
Non-Signaling 모드에서는 PHY 계층의 테스트만 허용하며,
일반적으로 생산 검증 시에는 이 테스트면 충분합니다. RF 테
스트는 Signaling 모드보다 Non-Signaling 모드에서 더 빠르
게 측정될 수 있지만, 테스터와 EUT를 모두 직접 제어하는 소
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Bluetooth® LE 모델의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
기존 방식에서는 Bluetooth® 생산이 Signaling 모드에서 이
루어집니다. Bluetooth® LE가 개발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
니다. Bluetooth® LE에서는 Bluetooth® Classic 생산 테스트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Bluetooth® 테스트 모드가
더 이상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Bluetooth® 무선 기술의
핵심 사양은 모든 Bluetooth® LE EUT가 다이렉트 테스트 모
드(DTM)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DTM에서는 NonSignaling모드처럼 EUT가 전용 통신 연결을 사용하여 지정된
명령을 통해 직접 제어됩니다. Bluetooth® LE 및 Bluetooth®
Classic을 모두 지원하는 장치를 테스트할 때 Bluetooth® LE
의 필수 유선 통신 연결이 Bluetooth® Classic 테스트를 수행
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Bluetooth® LE EUT를 제어하는 명령은 RF PHY Bluetooth®
테스트 사양에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EUT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유선 통신 채널을 통해 Bluetooth® Classic을 지원하
는 EUT 제어 명령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각 업체의 칩셋에서
서로 다른 구현이 필요합니다.

R&S®CMW100은 완전히 자동화된 로봇 생산
라인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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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MW100 혁신적 스마트 채널 솔루션에 기반한
높은 테스트 효율

R&S®CMW100 Communications Manufacturing
Test Set의 주요 정보

Bluetooth® 기기의 단가가 하락하면 정의된 테스트 레벨을
유지하면서 생산 테스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Signaling 모드 대신 Non-Signaling 모드를 사용하면 테스트 비용
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터의 하드웨어를 완전히 활용
해도 테스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칩셋 공급업체별 턴키 R&S®CMWrun 기반 생산 솔루션
❙❙효율적인 다중 EUT 테스트를 위한 혁신적 스마트 채널
솔루션
❙❙최대 6 GHz의 연속 주파수 대역
❙❙멀티테크놀로지 솔루션
❙❙최대 8개 RF 포트를 이용한 병렬 테스트
❙❙뛰어난 측정 성능
❙❙높은 측정 정확도
❙❙테스트 시간 감소 및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지원
❙❙최소화된 공간 요구 사항 및 설치 면적
❙❙가벼운 무게
❙❙저소음 작동
❙❙우수한 평균 무고장 시간(MTBF)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R&S®CMW100별로 RF 채널 1개(신호분석기 1개/신호발생
기 1개)와 RF 커넥터 8개가 있습니다. 신호발생기 하나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할해서 여러 포트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8개의 EUT에 대해 병렬로 수신 테
스트를 수행하고 처리량을 8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병렬 테
스트(브로드캐스트)의 기본 조건은 모든 EUT가 테스트 스테
이션에서 동시에 테스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
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EUT가 순차적으로 도착하면 테
스트 단계가 인터리브될 수 있습니다. 즉, EUT 1개가 측정되
는 동안 다른 EUT가 다음 측정을 위해 설정되고 또 다른 EUT
가 부팅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RF 채널 1개에서 이러한 비동기 다중 장치
처리를 하려면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한 단계가 끝나기 전에 실수로 테스터 설정을 덮어쓰
지 않게 하고 새로운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를 얻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R&S®CMW100에서 제공하는 혁신적 솔루션: 기기를 스마트
채널인 가상의 하위 장치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EUT는 스마트 채널 1개와 연결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
면 각 스마트 채널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 채널 1
개의 구성과 결과 처리는 다른 EUT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채널이 다른 스마트 채널의 설정을 덮어
쓰면 안 됩니다. 각 스마트 채널은 자체 측정 결과를 유지합
니다. EUT 1개가 측정되는 동안 다른 EUT의 결과가 계속 제
공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EUT를 측정하는 동안 EUT의 필
수 테스터 설정과 결과 처리를 진행할 수 있어 측정 속도가
향상됩니다.

하드웨어 리소스 공유는 R&S®CMW100 내부에서 처리됩니
다. 스마트 채널 1개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차지하면 다른 스
마트 채널은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 시간이 짧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기 시간은 몇 밀리초에 불과합니다.
R&S®CMW100은 신호분석기 및 신호발생기 리소스를 독립
적으로 처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중 EUT 테스트에서 특별
한 구현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스마트 채널 기능을 통해 장비
공유가 쉬워집니다.

칩셋 공급업체별 턴키 R&S®CMWrun 기반 생산 솔루션
로데슈바르즈는 턴키 솔루션으로 R&S®CMWrun 시퀀서 소
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Bluetooth® 기
본 모델의 업체별 명령어를 이용해 R&S®CMW와 EUT를 원
격 제어합니다. 현재 R&S®CMWrun은 Broadcom, Marvell,
Intel, Texas Instruments, Qualcomm과 같은 업체의 칩셋
에서 Bluetooth® Non-Signaling 모드를 지원합니다. 모든
Bluetooth® LE 장치에서는 표준화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
(DTM)를 사용하므로 모든 장치가 지원됩니다. 다중 EUT 테
스트의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스마트 채널 기능을 이용해 여
러 인스턴스의 R&S®CMWru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스트 예시
단일 EUT

다중 EUT
RX 테스트
브로드캐스트

다중 EUT
TX 테스트
인터리브

Rohde & Schwarz R&S®CMW Wid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기반 Bluetooth® 테스트 31

CMW_Testing_Bluetooth_app-bro_ko_3607-8318-96_v0100.indd 31

22.02.2018 11:16:34

Bluetooth® LE Advertiser 테스트를 위해
권장되는 쉴드 박스 솔루션(예:
R&S®CMW-Z10 RF 쉴드 박스)

Bluetooth® LE
Advertiser 테스트
Bluetooth® LE Advertiser 테스트는 Bluetooth®
LE 장치의 쉽고 빠른 RF 테스트를 위한
Over-the-air(OTA) 측정 방법입니다. 생산에
이상적이지만, 수신 검사 및 개발 시 신속한
레퍼런스 측정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중에는 EUT가 정상 작동 상태이며,
특별한 테스트 모드가 아닙니다.

제어 케이블 연결이 없는 Bluetooth® LE 기기 테스트
Bluetooth® 사양은 EUT가 제어 케이블을 통해 테스터에 연결
된 경우에 Bluetooth® LE 장치의 RF 테스트를 위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DTM)를 정의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제어 케
이블 때문에 EUT의 RF 특성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연구실이나 생산 현장에서 Bluetooth® LE 제품에 대
한 RF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제어 케이블을 LE 장치에 연
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R&S®CMW는 Advertising 패킷을 기
반으로 RF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LE Advertiser 테스트 모드
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를 보완합니다. LE Advertising 모드
가 활성화되면 Bluetooth® LE 장치가 정기적으로 Advertising 패킷을 전송하여 연결을 설정하거나 브로드캐스트 메시
지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패킷은 총 40개의 Bluetooth® LE 채
널 중 3개에서 전송됩니다. 이 채널 3개는 Bluetooth® 주파수
대역의 가능 낮은 구간, 가장 높은 구간, 처음 3번째 구간에
있습니다(page 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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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테스트

수신 테스트

Advertising 패킷을 사용하여 Bluetooth® LE 장치의 송신기
특성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Advertising 채널이
전체 Bluetooth® 주파수 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
가 다른 모든 Bluetooth® LE 채널을 대표합니다. 송신기의 RF
특성을 확인할 때 Power, Modulation, Frequency, Spectrum
에 대한 일반 값이 측정됩니다. DTM의 송신 측정은 정상 작
동 모드에서 이 형식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정 패턴 시퀀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Advertiser 측정에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측정된 DTM 값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GUI에
서 이러한 매개변수에는 별(*)이 표시됨)

Advertising 패킷은 주로 다른 Bluetooth® 장치와의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WLAN 비콘과 마찬가지로 패킷에
는 이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신하
는 메시지의 상호 승인과 함께 정의된 핸드셰이크 절차를 통
해 연결이 설정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수신기 테스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Bluetooth® LE 장치로 전송된 메
시지의 전계 강도가 장치의 수신 감도 레벨 미만인 경우 일반
적으로 수신기가 메시지를 올바르게 디코딩할 수 없으므로
승인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수신기 테스트 중 감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R&S®CMW는 EUT가 전송한 Advertising 패킷을 이용해 송신
기를 측정합니다. Advertiser 패킷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제공합니다.
❙❙Nominal Power
❙❙In-Band Emissions (ACP, ±10 MHz)
❙❙Frequency Accuracy
❙❙Δf1* (average, min., max.)
❙❙Δf2* (average, min., max.)
❙❙Modulation Ratio Δf2 avg / Δf1 avg*
❙❙Δf2 99.9 % *
❙❙Frequency Offset *
❙❙Frequency Drift *
❙❙Max. Drift Rate *

R&S®CMW는 Advertising 패킷을 기반으로 다음 3개의 수신
기 감도 측정 방법을 제공합니다.
스폿 측정
스폿 측정은 수신기를 검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R&S®CMW는 EUT에 연결 설정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
고 EUT가 이 요청을 승인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Go/
Nogo 테스트는 생산의 최종 테스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감도 검색
감도 레벨을 파악하기 위해 좋은 수신 조건에서 테스트를 시
작한 다음 수신 레벨을 점차 낮춥니다. 감도 레벨은 승인 정
보를 전혀 보내지 않는 레벨입니다.
패킷 에러율(PER) 측정
PER 측정 시 사전 정의된 개수의 메시지가 특정 송신 레벨에
서 EUT로 전송되고 승인 횟수가 집계됩니다. PER은 수신되
지 않은 승인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Bluetooth® LE Advertiser 테스트의 주요 정보
❙❙Bluetooth® LE 장치를 매우 간단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하는 OTA 테스트 방법
❙❙포괄적인 수신 및 송신 테스트를 수행하는 독점 측정
기술
❙❙빠른 기능 테스트, 생산 및 개발을 위해 최적화됨
❙❙Bluetooth® 장치가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테스트됨

Bluetooth® LE Advertiser 테스트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EUT가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됨
❙❙송수신 특성은 전체 주파수 대역을 대표하는 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측정됨
❙❙Compact Bluetooth® LE 전체 주파수 대역을 대표하는
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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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테스트를
위한
R&S®CMWrun
소프트웨어
R&S®CMWrun 시퀀서 소프트웨어 툴은 원격
제어로 테스트 시퀀스를 구성할 수 있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R&S®CMWrun
시퀀서 소프트웨어 툴은 옵션으로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R&S®CMW 제품군이
지원하는 모든 기본 작업(일반 RF 테스트,
적합성 및 탁월한 사용자 경험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및 테스트 범위
R&S®CMWrun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R&D, 품질 보증,
및 서비스에서 R&S®CMW 플랫폼의 원격 제어 테스트
스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
트웨어는 현재 및 미래의 무선 장치 요건을 처리할 수
니다.

생산
시퀀
소프
있습

R&S®CMWrun 소프트웨어 엔진은 테스트 동적 링크 라이브
러리(DLL, 플러그인, 어셈블리)의 실행에 기반합니다. 이 아
키텍처에서는 기기의 원격 제어 방법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
래밍 지식 없이 테스트 시퀀스를 쉽고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표준별 R&S®CMWrun 패키지 옵션에 제공된
테스트 항목의 매개변수와 한계(Limit)값도 매우 유연한 구성
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마치면 한계값, 테스트 결과, Pass/Fail 판정이 포함
된 테스트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보고서는 csv, txt, xml,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S®CMWrun의
R&S®CMW-KT057
옵션에서는
Bluetooth® Classic 및 Bluetooth® LE를 위한 다수의
Bluetooth® 테스트 DLL을 제공합니다.

Bluetooth® 사전 검증 테스트
R&S®CMWrun은 Bluetooth® RF 테스트 사양에 정의된 모든
RF 테스트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DLL에는 단일 채널
R&S®CMW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간단한'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두 개의 추가 DLL에는 테스트 설정에서
간섭원으로 작동하는 추가 생성기가 필요한 '고급' 테스트 케
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S®CMW의 두 번째 RF 채널 또
는 외부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e "Bluetooth® Classic 및 LE RF 테스트 케이스" on page 13).

개별 테스트 및 예시 테스트 계획
R&S®CMW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여 개별 테스트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다른 DLL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일부 일반
DLL은 측정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
른 DLL은 테스트 시퀀스 내에서 매개변수와 루프 설계를 변
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R&S®CMWrun Bluetooth® 소프트웨
어 패키지에는 내 시퀀스를 설계할 때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다수의 예시 시퀀스가 들어 있습니다.
테스트 DLL

테스트 시퀀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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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부터
제공되는
전문가의 현장
서비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솔루션 검색/구매
❙❙기술 스타트업/적용 개발/통합
❙❙교육
❙❙작동/보정/수리

가까운 로데슈바르즈 전문가가 내 요건에 맞는 최적의 솔루
션을 찾아드립니다.
가까운 로데슈바르즈 담당자를 찾으려면
www.sales.rohde-schwarz.com을 방문하십시오.

70개국 이상에서 로데슈바르즈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R&S®CMW 플랫폼의 툴에 대해 알아보려면
로데슈바르즈 고객 포털(gloris.rohde-schwarz.com)을 방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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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더하는 서비스
❙ 전세계적인 서비스망
❙ 나라별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연한

❙ 타협없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 제공
❙ 장기간 유 지할수있는 서비스 안전성

Rohde & Schwarz
측정 및 계측 장비 분야, 방송 기기 및 미디어 분야, 보안 통신
분야, 사이버 보안 및 모니터링, 네트웍 시험 분야에서 혁신
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 통신 그룹입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Rohde & Schwarz는 독일 뮌헨에 위치한
비상장 독립 법인 회사로써,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영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 환경적인 제품 설계
❙❙친 환경적, 생태 친화적인 설계
❙❙에너지 효율적인 저공해 설계
❙❙최적화된 소유/유지 비용으로 지속성 증대
Certified Quality Management

ISO 9001

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ISO 14001

R&S®는 Rohde & Schwarz GmbH & Co. KG의 등록상표입니다
상품명은 소유자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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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ontact
Rohde & Schwarz Korea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26-5
대표번호 : 02-3485-1900
이메일 : saleskorea@rohde-schwarz.com

36078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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