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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비교
기본네트워크정보
Network 네트워크 SSID, BSSID, 신호 강도, 

보안

고급네트워크정보
사용률, Phy 유형, 데이터 속도, SNR

연결된고객정보
장치 MAC, 로밍, 재시도 속도, 공급 업체, 연결된

데이터 속도

레이어 1 + 레이어 2 시각화

Air Viewer +
Wi-Sp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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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및 Android에서진정한모바일
WiFi 문제해결

Wi-Spy Air 및 Air Viewer 모바일 앱은 WiFi 환경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휴대 가능하며 정확한 방법입니다. Wi-Spy Air의 온보드 WiFi 칩셋 및

스펙트럼 분석기로 iOS 또는 Android 기기의레벨을 높여 전문가급 무선 테스터

장비가 됩니다..

Air Viewer 앱 : WLAN 지휘센터
설치 확인 작업을 할 때 Laptop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지만 지금까지 필요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Air Viewer는 랩탑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레이어 1 및 레이어 2 정보를 모바일 안에 넣습니다. 강력한 WiFi

스캐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와 실제 연결된 클라이언트

장치의 통찰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그래프와 카드 형식으로 한눈에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고 드릴
다운하여 자세한 네트워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 1 간섭 및 활용 문제를 파악하여 채널 계획을 미세 조정하십시오.

Deep-dive 고객의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밴드

스티어링 및 로밍 문제와 같은 연결 문제를 파악합니다.



•
•
•

•

2.4GHz 및 5GHz 대역에서 RF 스캔
2.4GHz 및 5GHz 대역에서 WiFi 프레임 스캔

Air Viewer 모바일 앱과 호환

온보드 배터리 전원 (충전식 AAA)을 사용하므로

휴대 전화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음.

스펙트럼분석기스캔
주파수범위 : 2.4 ~ 2.5 GHz, 5.15 ~ 5.85 GHz
주파수해상도 : 2.4GHz : 333KHz / 5GHz : 1.665MHz
진폭범위 : -95 ~ 0 dBm
진폭해상도 : v12 이상
스위프시간 : 2.4GHz : 250ms / 5GHz (전체대역) : 

1250ms

SSID 스캔
주파수 범위 : 2.4 ~ 2.5 GHz, 5.15 ~ 5.85 GHz

주파수 해상도 : 2.4GHz : 333KHz / 5GHz : 1.665MHz

진폭 범위 : -95 ~ 0 dBm

진폭 해상도 : v12 이상

치수
길이 : 80 mm (RP-SMA 커넥터 포함)

폭 : 57 mm

높이 : -22.5 mm

안테나
안테나 포트 : SMB 커넥터
안테나 : RP-SMAisualize Your Wireless

Landscape

주변기기및전원
전원 : AAA 배터리 (충전식 사전 충전 배터리 4 개 포함)

포트 :

USB 미니 연결 포트 (OTG 필요)

USB-Micro 충전 포트
포함된 케이블 :

USB- 미니-라이트닝 (OTG)

USB- 미니 -USB-Micro (OTG)

USB- 미니 -USB-C (OTG)

USB- 미니 -USB-A (OTG)

USB-A-USB- 마이크로 충전 케이블 Cable

에어뷰어 (Air Viewer) 시스템요구사항
안드로이드 : v7 이상

iOS : v12 이상 www.metageek.com

Wi-Spy Air 하드웨어 :
휴대용및강력한 RF + WiFi 데이터
Wi-Spy Air와 온보드 무선 칩셋을 사용하면 전용 핸드 헬드 WLAN 테스트

하드웨어에 수천 달러를 소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YOD만으로도 iOS 

또는 Android 기기에서 전문가급 WiFi 문제 해결 도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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