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질런트 계측기사업부문이 분사하여,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차량용 테스트 및 측정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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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mV 내지 수십 mV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세한 리플 노이즈를 보다 쉽게 관측  

 

 

 

N2805A
고전압 차동 프로브(5 m)

S-시리즈 오실로스코프와 파워 레일 프로브

TrueIR 열화상 카메라 U5855A 

종래의 전형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경우 
DC 전원 공급기의 파형

전원 공급기 노이즈 분석기에 나타난 
DC 전원 공급기의 실제 파형

 

  ECU 전원 공급 장치 노이즈 평가 및 온도 분석 솔루션ECU

출력 파형을 손쉽게 생성 및 편집할 수 있는 
라인 레귤레이션용 디버깅 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CU 설계 및 검증

 – 전원 공급 장치 노이즈 평가

 – 온도 분포 분석

 – 온도 분석 시뮬레이션

ECU 전원 공급 장치 출력과 겹치는 실제 노이즈 파형 측정
키사이트의 S-시리즈 오실로스코프는 업계 최고의 저노이즈 성능과 10비트 분해능을 구현합니다.  
파워 레일 프로브와 함께 사용하면 전원 공급 장치의 노이즈를 관측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구현됩니다.

 – 노이즈를 줄여 측정 시스템의 노이즈를 최대한 감소

 – 미세한 mV에서 노이즈 컴포넌트를 더 쉽게 관측

 – 공급 전압이 사양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반복 가능하고 정확한 측정 
 – 2 GHz에 이르는 광대역폭 측정

ECU에 설치된 SiP 및 IC 내부의 온도 분석 
회로 설계용 HeatWave 고분해능 전열 분석 툴
IC 성능이 높아질수록, IC의 특정 영역에 더 강한 전력이 집중되므로 전력 집중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C가 작을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eatWave는 고분해능 온도 분석 소프트웨어로 이를 통해 IC 내부의 열 분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TrueIR 열화상 카메라 
개별 PCB부터 전체 ECU에 이르기까지 어느 품목에서도 
열 분포 분석 가능

 – 컴팩트한 사이즈로 빠른 검사에 적합

 – 전체 PCB에 걸친 열전달의 시계열 기록(데이터 로깅)

5 m 케이블 프로브로 차량 내부의 측정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신호 파형을 손쉽게 측정

 – 200 MHz 주파수 대역폭

 – 최고 ±100 VDC + 피크 AC 차동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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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메시지 ID “Engine Data” 를 이용한 트리거링 검출의 예
- 전용 하드웨어에 기반한 실시간 디코딩 및 트리거링 
- 프로토콜과 파형 데이터 간의 시간 상관관계를 이용해 
 문제점을 손쉽게 파악
 

BroadR Reach 송신기 테스트 측정 시스템 구성의 예

 

81150A 펄스 펑션
임의 노이즈 발생기

N5395C 이더넷
테스트 픽스처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InfiniiVision 3000T X-시리즈

컴팩트 오실로스코프

S-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차량용 네트워크의 평가 및 검증 ECU

ECU 설계 및 검증 
차량용 이더넷, CAN, CAN FD,  
SENT, LIN, FlexRay, MOST와 같은  
차량용 네트워크

 – 신호 파형 품질 평가

 – 프로토콜 에러 검증

자동차 전장 부품의 증가와 함께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ECU 개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AN은 일반적으로 파워트레인, 바디, 통신 시스템용 ECU들을  
서로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업계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CAN FD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차량용 이더넷은 AD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차량 내 환경은 노이즈 레벨이 높아 통신에  
취약하므로 높은 품질 규격을 충족하려면 통신 프로토콜과 파형 품질의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 ADAS: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용 이더넷의 파형 품질 평가 - 차세대 고속 통신에 필수
 – 초저노이즈의 10비트 ADC가 탑재되어 정확한 파형 품질 평가가 가능한 S-시리즈 오실로스코프

 – BroadR Reach, 이더넷, MOST와 같은 통신 표준에 대한 인증 테스트 지원

 – 클릭 한 번으로 각 표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테스트를 위한 정확한 측정 시작

CAN, SENT, FlexRay, LIN 등의 시스템에서  
신호 파형과 프로토콜 에러의 상관 관계 분석

 – 초당 백만 개에 이르는 경이적인 파형 업데이트 속도로 간헐적인 에러 신호를 신속히 검출

 – 최신 표준인 CAN FD 지원.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CAN, FlexRay, LIN, SENT 등의  
시스템에서 신호를 실시간 디코딩 및 트리거링

 –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오실로스코프로 CAN-dbc 파일이 공급되어 디코딩된 데이터를 표시

 – 직관적인 존 터치 트리거 방식으로 3초 만에 트리거 1개를 설정해 복잡한 문제를 찾아 해결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S-Series 
http://www.keysight.com/find/N5392B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3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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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처음부터 
제작할 경우, 
각 품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완성된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각 품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객

고객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프로젝트 관리

시퀀서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임의 파형 신호 발생기

DC 전원 공급기

DAC

디지타이저

디지털 멀티미터

스위치 매트릭스

전자 로드

데이터 로거

키사이트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내장 가능

내장 가능

시퀀서 소프트웨어

 

스위치 매트릭스 보드

TS-8989PXI

전자 로드

DC 전원 
공급기

디지털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스위치 카운터
더 다양한

제품

각종 계측용 HW 카드

ECU 기능 테스트

 – 설계(R&D) 단계에서 개별 기능 점검

 – 양산(QA) 직전의 통합 기능 테스트

 – 양산 라인(MFG)에서의 최종 테스트

  ECU 기능 테스트

ECU 기능 테스트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접 처음부터 제작하는 경우!

“블랙박스가 싫습니다!”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 기능을 가진 전용 테스트 장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완성된 솔루션 구매를 선호하는 경우!

“컴팩트한 테스트 장비가 필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장비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장비로 각종 ECU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CU

키사이트의 다양한 제품군에서 마음에 드는 계측기를 
선택하십시오. 

키사이트의 다양한 측정 제품군과 60년이 넘는 
경험이 현재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는 차량용 ECU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CU 전용 테스트 시스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새 DUT에 맞게 시퀀서 소프트웨어와 텍스트 픽스처만  
교체함으로써 장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600대 이상 납품 실적이 키사이트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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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또는 시간

리
턴

 레
벨 불연속성 위치 확인

FieldFox

와이어 하네스
불연속성(단락)

시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임피던스

임피던스

반사 손실 삽입 손실

Crosstalk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동시 측정

멀티채널 측정

스위치 박스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 평가 
  통신 장애를 위한 솔루션

차량용 통신 및 무선 기술

이더넷  

(BroadR-Reach)

CAN 

LIN

FlexRay 

MOST 

LVDS

와이어 하네스 통신 성능 테스트 솔루션
E5071C ENA 옵션 TDR은 계측기 한 대로 차량용 제어 시스템을 위한 신뢰성 높은 고속 와이어 
하네스를 쉽고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각종 통신 표준을 지원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www.keysight.com/find/ena-tdr_compliance

 – 계측기 한 대로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모두 측정 가능

 – 각종 통신 표준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를 지원

 – 스위치 박스에 연결할 경우, 멀티 채널 측정(또는 멀티레인 측정)도 지원

E5071C ENA 옵션 TDR

와이어 하네스 결함 진단 테스트 솔루션
FieldFox는 손쉽게 와이어 하네스를 진단해 불연속성과 오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하네스 상의 불연속성과 단락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

 –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2.8 kg 무게의 핸드형 계측기

 – 우수한 내구성과 내충격성으로 옥외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 가능

 – 네트워크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 신호 발생기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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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기 평가

드라이버 IC 드라이버 IC발광 디바이스 광 수신기 디바이스도파관

광 디바이스 평가   광 디바이스 평가 
광 도파관 평가

광 신호 전기 신호차량용 광 통신의 약식 다이어그램

차량용 광 통신 컴포넌트 측정 솔루션

광 도파관 삽입 손실 평가를 위한 약식 다이어그램 송수신기 전송 평가를 위한 약식 다이어그램

광 도파관/광 디바이스의 주파수 대역폭
평가를 위한 약식 다이어그램

광 디바이스 eye 다이어그램 평가를 위한
약식 다이어그램

DUT

850nm LCA 광 테스트 세트

모드 컨디셔너

홀더/얼라이너
(2CCDs)

MMF

MMF

MMF

26.5GHz LCA N4376D

DUT DUT

데이터

데이터

광 스위치 광 스위치

기준 경로

경로 1

경로 2 N776xA 
광 감쇠기

M8020A BERT

Tx Rx

DUT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DUT

데이터

M8020A BERT

Tx

RxTx

M8020A BERT

광 전송
라인 평가

송수신기 
평가

광 디바이스 평가

광 헤드 인터페이스
81618A

광 헤드 
81623B

850nm LD 소스
81655A#E01

모드 컨디셔너

DUT

홀더/얼라이너(2CCDs)

짧은 MMF

MMF MMF

 
전송선 손실

– 
– 

 반사 손실
 850 nm 파장에서 교정한 파워 미터를 이용한 손실 평가 

 

–  비트 에러 특성
–  광 수신기 감도 특성
–  스트레스 eye 특성  

  
실제 환경에서 차세대 BERT의 에뮬레이션 테스트 성능

–  전송/반사 대역폭 특성
  850 nm  파장에서 광 컴포넌트의 S-파라미터 측정

–  Eye 다이어그램/지터 특성 
  광대역폭 광 샘플링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출력 파형 분석/지터 분석 

   광 통신 측정 툴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차량용 통신을 위한 측정 솔루션

자동차 산업은 차량용 통신 환경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신호에 의존하는 기존의 통신 기술들은  
전송 속도, 신뢰성, 소형화, 절전 기능의 개선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 제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 통신 기술이 큰 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키사이트는 광 섬유(광 도파관), 발광 디바이스, 광 수신기 디바이스, 기타 차량용  
통신 디바이스의 송수신기 전송 평가 및 광 컴포넌트 측정을 위한 솔루션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광 통신 컴포넌트 

시스템 전송 품질 평가 및 디버깅

차량용 통신 및 무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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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8903B 분석기

Infiniium 90000A/90000X 시리즈 

M8190A 임의 파형 발생기

E5071C ENA 옵션 TDR 

N5399C HDMI 전기 성능 검증 및 인증 소프트웨어 

수신기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용할 
최악의  조건을 갖춘 파형

  HDMI, MHL, USB 및 기타 인터페이스용 측정 툴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차량 내 오디오/비주얼 디바이스들의 성능 검증과 인증  
  테스트에 최적화

고속 디지털 AV 인터페이스를 위한 성능 검증 및 인증 테스트

우수한 신호 무결성과 강력한 분석/디버깅 기능을 장착 비디오 신호 속도 증가로 인해 디버깅 중요성 증가
4 K 해상도가 대변하듯 이미지 해상도가 증가하고 있어 5 Gbps를 넘는 고속 
AV 인터페이스가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키사이트 인피니엄(Infiniium) 
오실로스코프는 표준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측정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디버깅 기능이 충분히 장착되어  
있어서 DUT가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에 그 원인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스테레오 등과 같은 오디오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멀티채널에서 주파수, AC 전압, THD+N을 동시 측정
차량용 오디오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오디오 시스템 평가에서는 6채널 (5.1ch  
시스템)부터 16채널까지 여러 스피커 간의 균형을 검증해야 합니다. 동시 측정과  
노이즈 평가가 결합되어 측정 효율성이 개선되는데 스피커가 많은 시스템일수록 
그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U8903B 분석기는 최대 8개 채널까지 한 단위로 
취급할 수 있고 다수의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수신기 스트레스 테스트 성능
HDMI 및 MHL 신호를 위한 수신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진폭, 지터, 스큐가 
최악의 조건에 정밀하게 맞춰져 있는 파형을 이용합니다. 키사이트 M8190A 임의  
파형 발생기를 이용할 경우,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악의 조건 하에 있는 파형뿐만 
아니라 매번 진폭과 지터를 주문에 따라 산출함으로써 임의 파형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수신기의 최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NA 옵션 TDR을 이용한 Hot TDR 측정
HDMI 2.0 및 MHL 1.x/2.x/3.x의 경우, 디바이스의  
실제 작동 조건 하에서 TDR 임피던스 측정(Hot TDR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키사이트 E5071C ENA  
옵션 TDR은 HDMI, MHL, USB 3.0 및 기타 인터페이스의  
송수신 회로/IC를 위한 Hot TDR 측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작동 방식, 빠르면서도 정확한 측정,  
높은 ESD 내구성

높은 신호 충실도 및 대용량 샘플 메모리로 고도로  
정밀하고 유연한 테스트 가능

자동차 오디오/비디오(AV) 디바이스 검증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차량용 통신 및 무선 기술

차량 내 디스플레이나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의 AV 디바이스들은 HDMI, MHL, USB와 
같은 고속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합니다. 애초에 가전제품과 PC용으로 개발된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자동차의 열악한 전기 환경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소비자 디바이스를 자동차로 가져와 차량용 
시스템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터커넥티비티와 인증 테스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키사이트의 측정 툴은 오늘날의 고속 디지털 AV 인터페이스를 위해 쉽고  
유연하면서도 정밀하기까지한 성능 검증 및 인증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키사이트의 측정 툴을 사용하면 ATC(Authorized Test Center)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인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HDMI ATC와 MHL ATC가 동일한 측정 툴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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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640A EXM 무선 테스트 세트 

X-시리즈 신호 분석기

802.11p 측정 스크린 

실시간 신호 분석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를 캡처하여 보여줌

전파법(Radio Act)에 따른 측정을 위한
GS8600XSA 측정 소프트웨어

 

E6640A와 X-시리즈 분석기는 동일한 와 명령 GUI
시스템을 공유하여 이 두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각종 무선 기술의 개발과 검사를 위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에 맞는 다양한 전용 측정
계측기가 필요할까요? 

  무선 통신 평가 툴차량용 통신 및 무선 기술

Bluetooth®  

802.11ac 

GSM 

Galileo

3GPP 

LTE 

802.11p 

GPS

계측기 하나로 광범위한 무선 통신 테스트 지원

개발 현장용으로 최적화된 신호 분석 솔루션

 – 계측기 하나로 광범위한 라디오 포맷 지원  
셀룰라: LTE/LTE-A, W-CDMA, GGE, C2K, 1xEV-DO, TD-SCDMA 
근거리 무선 통신: 802.11a/b/g/n/ac, BT 1.0-4.0, GNSS, 디지털 비디오

 – 전송기/수신기 테스트 가능 
개발과 제조에 모두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GUI

 – 스루풋과 생산성 극대화 실현

 – 계측기 하나로 노이즈 피겨, 위상 노이즈, 변조 분석, EMI 등 각종 측정 지원

 – 계측기 하나로 광범위한 라디오 포맷 지원 

 – 전파법(Radio Act)에 따른 스퓨리어스 측정 지원

 – 실시간 신호 분석 기능으로 노이즈 분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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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전자기 분석용 
키사이트 ADS(Advanced Design System)

  

전력 디바이스 손실과 스위칭 주파수 간의 관계

G

C

SE

Rs

과전류 검출기 E

레이아웃

출력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

B1505A/B1506A 
전력 디바이스 분석기

스위칭 컨버터 손실

정적
1k 10k

IGBT MOSFET

SiC MOS

SJ MOS FET

GaNFET

100k 1M

동적

전력 디바이스 설계 및 평가 툴

HEV/EV용 전력 디바이스 평가

전력  디바이스

HEV/EV의 연비 개선에 기여
 – 연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 손실이 적은 디바이스 선택을 위한 구성 및 설정 절차를 최소화

 – 온저항/내전압 평가뿐만 아니라 전력 손실 평가에 필수적인 디바이스 용량/게이트 전하 측정까지 지원

 –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 손실을 산출. 효율적으로 전력 손실이 적은 디바이스를 선택

최고 1500 Amp - 지능형 파워 모듈 평가
 –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지능형 전력 모듈(IPM)의 평가용으로 최적화

 – IPM의 과전류 검출 기능과 온도 측정 기능의 평가를 지원 

- 고전류에서 전용 테스터 없이 각 기능을 정확히 평가 

  - IPM의 다중 터미널에서 전류와 전압을 동시에 측정

 - 최고 1500 A에 이르는 고전류가 흐르는 동안 감지 에미터, 온도 측정 다이오드 등을 동시에 측정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b1505a

고속 스위칭 컨버터/인버터의 설계 개선
컨버터/인버터를 설계할 때, 스위칭 주파수 증가로 인해 효율성과 소형화까지 고려한 이상적인 레이아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와 커플링으로 인한 문제처럼 고주파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신형 SiC와 GaN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설계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키사이트의 ADS는 부품 레이아웃과 회로를 회로/전자기 분석용 통합 환경  
하나로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고도로 정확한 컨버터/인버터 회로의 분석을 지원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동작 검증: 마켓 리콜 가능성 최소화
 – 차량용 디바이스의 실제 작동 온도 범위(-50 ˚C ~ 250 ˚C)에서 테스트 효율성을 대폭 향상

 – 실온에서 구별해낼 수 없는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디바이스도 쉽게 판별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b1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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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출력의 예

N7900 시리즈

  HEV/EV 배터리 테스트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수행전력  디바이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 충전 및 방전 테스트

 – 내부 저항 측정

 – 단순 출력 시뮬레이션

간편한 충방전 테스트
지금까지, 충방전 테스트에는 전원 공급기, 전자 부하, 스위치 박스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키사이트 N7900 시리즈 DC 전원 공급기라면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전류 공급 및 소비를 지원하는 고도로 정확한 고속 2사분면 전원 공급기

 – 디지털 멀티미터 불필요(디지털 멀티미터에 해당하는 측정 기능 포함)

 – 간편한 연결 방식과 컴팩트한 디자인(쉬운 시스템 유지관리 덕분에 성능 유지관리도 용이)

정확한 내부 저항 측정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면, 키사이트 N7900 시리즈 DC 전원 공급기가 모든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능 외에도 키사이트 N7900 시리즈 DC 전원 공급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 18-비트 샘플링 기능으로 정밀한 전압 및 전류 파형 캡처

 – 측정한 데이터를 손쉽게 PC로 전송

출력 특성 시뮬레이션 용도로도 사용 가능
 – 가변 출력 저항 기능으로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를 간편하게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내부 저항 값이 300 mΩ이라고 가정할 때, 전압 공급기에 그 값을 입력하여  
내부 저항 300 mΩ을 기준으로 출력 전압이 리얼타임으로 해당 레벨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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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모듈의 앰프와 같은 컴포넌트의 
S-파라미터 측정

N5251A 밀리미터파 네트워크 분석기 

E5052B 신호 소스 분석기 

 

 

타겟2

타겟1 송신

클러터

간섭

수신

고분해능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는 밀리미터파 및 광대역 레이다 충돌 방지 레이다 및 안테나

충돌 방지 레이다 설계 

79 GHz 대역용 컴포넌트 평가

레이다 시스템 설계
레이다 송수신기 설계에서 전파 경로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키사이트의
SystemVue/EMPro는 전파 경로 상의 각종 교란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이핑에  
앞서 EMPro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실제와 가까운 송수신용 안테나 모델의 분석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측정 계측기를 연결해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거리 측정환경에서 레이더시스템 설계 평가 및 관련 컴포넌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고분해능/고정확도 제공.  
충돌회피와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를 위한 넓은 시야각/각 분해능/정확도 제공.

밀리미터파 레이다 회로 설계
밀리미터파 레이다 시스템용 밀리미터파 IC 및 회로 모듈을 설계할 경우, 배선연결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배선연결이 레이아웃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전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키사이트의 ADS Golden Gate는 고도로 정확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회로/전자기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밀리미터파 디바이스 모델링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좌우합니다. 밀리미터파 회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밀리미터파를 지원하는 SPICE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키사이트는 밀리미터파를 
위한 SPICE 모델 추출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해 고도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24 GHz/77 GHz/79 GHz 광대역 레이다용 컴포넌트 평가
키사이트의 RF 마이크로파 측정 솔루션이 각종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 레이다 전송 및 수신 강도 최적화 
 –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손쉬운 스펙트럼 평가 및 2배 주파수 지원으로 전파법(Radio Act)의 
요건 충족

 – 장거리 분해능 개선 
1. 신호 소스의 주파수 편차 및 위상 노이즈를 고도로 정확히 평가  

2. 고속에서 출력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신호 소스

 – 교정 주기가 더 길고 온도 안정성이 높은 밀리미터파 네트워크 측정 
 – 위상 배열 안테나 각 요소의 손실과 위상을 캡처하는 밀리미터파 네트워크 측정 
 – 레이다 신호 전송 중 신호 감쇠 및 각도 변화를 검증

– 밀리미터파 79 GHz 대역 레이다 

– 최고 4 GHz까지의 광대역, FMCW 레이다, 
 펄스 압축 레이다 

– 위상 배열 안테나N52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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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FMCW 시스템의 예 (약 10 cm 거리의 분해능)
중대한 문제: 레이다의 장거리 분해능을 높이려면 500 MHz 또는 4 GHz의 초광대역 FMCW

신호가 필요합니다.    

 

N5193A UXG 신호 발생기 N9040B
UXA 신호 분석기  

E5052B
신호 소스 분석기 

 

신호 소스 분석기 9000 시리즈 

M8190A 임의 파형 발생기 

 
 

E8257DV10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기 주파수 확장 모듈 

전송 신호

시간

주
파

수

 

주파수
500 MHz
(@24 또는 77 GHz)
4 GHz
(@79 GHz)

500 MHz? 4 GHz 대역폭?
그러한 초광대역 신호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가?

M1970E
스마트 믹서 

   24 GHz/77 GHz/79 GHz 차량용 레이다 성능 평가

송신기, 수신기, 관련 컴포넌트 등 폭 넓은 디바이스를 평가할 수 있는 초광대역 토탈 솔루션

밀리미터파와 함께 작동하는 업-컨버터 및 다운-컨버터

신호 전송용 신호 소스 
FMCW/펄스 신호 발생기 등 

4 GHz를 초과하는 대역폭

 – 우수한 신호 품질

 – 범용 신호 발생 발생기 개념을 초월한 
레이다 신호 소스 

 – 전면판 조작을 이용한 초광대역 신호의 
손쉬운 출력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분석기 
FMCW 선형성 평가, 펄스 신호 품질 등 

최고 510 MHz 대역폭까지 지원

 – 스웹트 스펙트럼 분석기로도 활용 가능

 – 점유 대역폭 및 스퓨리어스 측정용으로  
최고의 선택

최고 3.6 GHz 대역폭까지 지원

 – 초고감도 위상 노이즈 측정에 활용 가능 
 – 밀리미터파 발생기의 안정성 평가용으로  
최고의 선택

4 GHz를 초과하는 대역폭 지원

 – 업계 최고 성능 저노이즈 오실로스코프

 – 멀티채널 지원 가능

4 GHz를 초과하는 대역폭

 – 멀티채널 지원 가능 
 – 고의적 왜곡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 맞춤형 컨버터와 병용 가능

 – 펄스 레이더 등의 주파수 필터링을 탄력적으로 지원

신호 발생기의 출력 주파수를 75 GHz ~ 110 GHz  
대역으로 확장(최고 1.1 THz용 모듈도 사용 가능) 

UXA 신호 분석기의 측정 가능 주파수 범위를  
60 GHz ~ 90 GHz 대역으로 확장(최고 110 GHz용  
모듈도 사용 가능) 
 

충돌 방지 레이다 및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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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설계 및 평가 충돌 방지 레이다 및 안테나

차량용 안테나 설계
안테나 설계에서는 전자기 분석을 이용합니다. 키사이트의 EMPro는 안테나 장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차량내에 설치되고 있는 안테나의 특성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를 포함한 송수신 채널의 특성 평가
키사이트의 SystemVue는 안테나의 전파 특성을 고려한 송수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평가를 지원합니다. 
EMPro의 안테나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자동차 간의 통신이나 차량 내 무선 활용 시 송수신 시스템이  
적합한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독립 안테나 장치의 반사 손실 평가
반사 손실 평가를 통해 안테나 장치의 수신 특성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벤치탑 및 핸드형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면 평가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설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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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040B/N9030A/N9020A
X-시리즈 신호 분석기

S-시리즈/9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로 오실로스코프를 하드웨어

트리거링하여 마스크가 정의한 범위 안에 나타나는

노이즈만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N9038A MXE EMI 수신기

19us

New 3 GHz Model

광대역 노이즈

협대역 노이즈

초광대역 노이즈 스펙트럼

광대역 노이즈 시간 파형

  EMI/노이즈 평가EMI/노이즈 평가

EMI 
노이즈 평가

인증 테스트를 위한 EMI 수신기
 – CISPR 16-1-1:2014 Ed 3.2인증

 – 차량 및 차량용 디바이스에 필요한 CISPR 12/25 측정 가능 
 – 수신기 스캔뿐만 아니라 고속 시간 도메인 측정까지 가능

 – 인증 테스트 외에도 Pk/QP/Ave 시간 파형을 보여줄 수 있어 노이즈 동작을 이해하고 알맞은  
잔여 시간 산출 가능추가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N9038A

간헐적 노이즈/광대역 노이즈 평가
실시간 분석 기능을 통해 임의의 노이즈/간헐적 노이즈는 물론, 광대역/협대역 노이즈와 공존하는  
극단적인 간헐적 노이즈를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검출은 종래의 스펙트럼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RTSA

간헐적 노이즈/광대역 노이즈 평가
오실로스코프는 초광대역 노이즈를 관측하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캡처한 노이즈를 기록*하고 주파수 도메인과 시간 도메인의 
멀티 도메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오실로스코프와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를 함께 활용할 경우, 임의의/간헐적 노이즈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scopes

* 89600B 벡터 신호 분석기 소프트웨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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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5855A TrueIR
열화상 카메라

 

U1461A 절연 멀티미터 

34972A LXI 데이터 수집/
데이터 로거 스위치 장치 

34980A 다기능 스위치/측정 장치 

 

차내 모니터링과 실제 차량 테스트 중의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는 측정 툴 주행 테스트/차내 테스트

실제 차량 테스트 
차내 테스트

실제 차량 및 하네스 테스트의 노이즈 분석용 툴
실제 차량 테스트 중 그리고 프로토타입 자동차 내에서 RF 스펙트럼 분석기와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해 노이즈를 분석하고 하네스의 임피던스를 평가하고 
단락 위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솔루션은 배터리로 3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제작되어 충돌 시에도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 방진성이 우수한 IP53 인증 섀시를 자랑하며 iPad를 연결해 원격 작동도 
가능합니다.

열 설계 검증, 핫스팟 식별 툴 – 자외선 서모그래피
서모그래피는 ECU 보드, 전력 컴포넌트, 엔진/브레이크/휠 등과 같은 부품의 열 설계와 주행 테스트 성능에서  
핫스팟을 간과하지 않고 열 분포를 2차원으로 캡처하는 측정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용하고 
휴대하기 간편하며 견고하고 컴팩트한 이 제품을 이용하면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품을 손쉽게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의 모니터링/데이터 로깅을 통해  
ECU 보드의 온도와 전기 특성을 측정하는 툴
자동차 엔진 테스트에서는 온도, 오일 압력, 연료 흐름, RPM, 배기가스 등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가 
내장된 이 스위치 및 제어 장치는 측정 결과를 정확하고 유연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차량 내 여러 지점의 온도 측정 결과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모터와 엔진의 유지보수를 위한 절연 저항 테스트 툴
안전상의 이유로 모터와 엔진의 절연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유지보수를 목적으로한  
절연 저항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 잘 손상되지 않는 IP67 보호 등급, 기름/먼지/물 등과 같은 오염 환경에서도 우수하게 작동

 – 500 V 범위를 포함해 최고 1000 V까지의 전압 범위 적용 가능

 – 협소한 공간에서도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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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V

10 A 30 A

333.3 V

정출력 커브: 10 kW

존 터치 트리거로 단 3초 만에 어느 파형이든 
트리거링할 수 있습니다.

CAN 심볼 디코딩 지원 초고속 HW 처리!

확인 캡처 분석

종래의 방식을 이용한 
전원 공급기 노이즈 측정

전원 공급기 노이즈
분석기를 이용한 측정

원하는 파형을 클릭하여 드래그

터치만으로 쉽게 선택

  차세대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는 키사이트의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산업 표준 인피니비전(InfiniiVision) 3000T-X 시리즈

  진정한 전원 공급기 노이즈 형태를 볼 수 있는 인피니엄(Infiniium)  S-시리즈

  차세대 전력 분석기  PA2201A/
  PA2203A IntegraVision

  대용량/광범위한 출력 범위의  
  N8900-시리즈 DC 전원 공급기

기타 제품

 – 100 MHz ~ 1 GHz, 5 GSa/s, 4 채널

 – 100만 파형/초에 이르는 파형 업데이트 속도, 6개의 장비를 하나로 통합
 – 모든 옵션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

 – 어플리케이션 번들 옵션

리플 노이즈 레벨을 수 mV 또는 수십 mV 수준까지 명확히 측정 가능

 – 인피니엄(Infiniium) S-시리즈 저노이즈 10비트 오실로스코프와 전원 공급기 노이즈 관측 전용 전력 레일 프로브의 조합 
 – 2 GHz 대역폭, ±24 V 오프셋 범위, 50 kΩ DC 부하에너지

부하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설계와  
개발에 필요한 전력 측정 지원 

– 전력 효율성 1% 개선 효과: 0.01% 정확도에 이르는 전력 측정 
– 전류 프로브/트랜스듀서를 이용해 작동. 정확도 문제 해결  
 전류를 최고 50 A까지 직접 측정  
– 파워 미터와 오실로스코프가 계측기 한 대로 결합  
 평가 효율성 대폭 개선

계측기 하나가 여러 역할을 수행. 대용량 전원 공급기의 
효율적 작동 방식을 실현하며 최고 1500 V, 510 A/유닛에  
이르는 광범위한 출력 범위를 지원

 – 5 kW를 초과하는 대용량 전원 공급기의 작동 효율성을 대폭 개선

 – 5 kW~15 kW에 이르는 대용량을 갖추었으면서도 한 계측기로 다양한 전압/ 
전류 범위를 지원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할 때처럼 전력 파라미터를 정확히 측정
 –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할 때처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손쉽게 작업 처리 
 – 16-비트 분해능, 5 Ms/s(2 MHz 대역폭) 디지타이저 기반 고정확도 측정

 – 파형을 보여주면서 전력 파라미터를 분석: 분석 효율성 대폭 개선추가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PA2201A (2채널, 단상) 
http://www.keysight.com/find/PA2203A (4채널, 3상) 

추가 정보: 
 http://www.keysight.com/find/n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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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및 Bluetooth 로고는 미국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한 상표이며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에게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애질런트 계측기사업부문이 분사하여,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BenchVue is the software that drastically changes 
how measurement instruments are.

Supporting more than 200 models 
of measurement instruments

General-Purpose/
High-Performance Oscilloscopes

Digital Multimeters

Signal Analyzers

Function Generators

General-Purpose 
System Power Supplies

BenchVue 소프트웨어 (무료 기본 플랫폼)

BenchVue의 유용한 기능

http://www.keysight.com/find/BenchVu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골칫거리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쉽게 PC로 옮기고 싶습니다.”
“스크린샷을 보고서에 붙여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종이 넘는 모델을 지원

U2040X-시리즈 및 34972A 데이터 로거, 파워 미터 등 최신 파워 미터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모델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데이터 로깅이 가능한 Pro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유료 옵션).

BenchVue 소프트웨어 (무료 기본 플랫폼)
손쉽게 데이터를 PC에 저장하십시오!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다수의 모델과 장치의 측정 결과를 동시에 화면에 띄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클릭 세 번으로 결과를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기능은 매뉴얼, 최신 펌웨어, 측정 요령을 
수록한 어플리케이션 노트 등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손쉽게 노트를 추가해 오실로스코프와 스펙트럼 분석기의
데이터를 추적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품,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키사이트로
문의하십시오. 
www.keysight.com/find/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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