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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잡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Gen 3 PXIe 섀시와 Gen 3 시스템 부품들을 발표

했다. 신제품은 시스템 대역폭을 배가시킴으로써 

5G 및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과 같은 캡

처/플레이백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스트리밍을 

향상시킨다. 또한 Gen 3 제품은 MIMO 및 PA/F 

EM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멀티 채널 및 멀

티 섀시 PXIe 테스트 시스템용 상위 플랫폼도 제

공한다. 

이 제품은 각 슬롯에 x8 Gen 3 PCIe 링크를 제

공하는 18개 슬롯 PXIe 섀시, 싱글 및 듀얼 포트 

Gen 3 PXIe 시스템 모듈과 PC 호스트 카드, 그리

고 Gen 3 성능이 가능하게 개선된 PXIe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M9019A Gen 3 PXIe 18-슬롯 섀시는 각 슬롯

에 x8 PCIe 링크와 x24(two-link) 시스템 슬롯을 

갖춘 Gen 3 백플레인, 멀티 섀시 파워 시퀀싱을 

위한 원 버튼 파워 컨트롤 기능이 향상되었다. 또

한 PXI 트리거(0:7)에 연결 가능한 프론트 패널의 

- 멀티 채널과 멀티 섀시 PXIe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스트리밍 향상

업계 최고 성능의

Gen 3 PXIe 섀시 및 시스템 부품 발표

M9019A Gen 3 PXIe 18-슬롯 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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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트리거 포트 2개, PXIe 모듈을 위해 더 큰 

전력을 갖춘 새로운 전원 공급기 등의 향상된 기

능과 함께 고성능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한다.

다양한 PXIe 시스템 모듈들과 성능 및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을 위해 설계된 PC 호스트 어댑터

는 새로운 M9019A 섀시를 지원한다. 이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면 업계 최초로 외부 PC에 최대 16GB/s 

시스템 대역폭을 제공한다.

Gen 3 PC 슬롯을 위해 개발된 M9048B와 

M9049A PC 호스트 어댑터는 PC와 섀시 간 최대 

x16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또한 M9049A

가 AXIe 또는 PXIe 두 섀시에 x8 링크를 제공하

도록 구성할 수 있다. M9022A와 M9023A PXIe 

호스트 모듈은 최대 x16 Gen 3 링크를 섀시에 구

축할 수 있다. M9023A는 daisy-chaining을 위

해 쉽게 재구성할 수 있고, 섀시 사이에 Gen 3 x8 

링크를 제공한다. 어댑터는 PC와 섀시 간 최대 

x16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M9049A가 

AXIe 또는 PXIe 두 섀시에 x8 링크를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M9037A PXIe 고성능 임베디드 컨트롤러는 

M9019A 섀시에서 사용될 때 Gen 3 PXIe 백플레

인 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시스템 설계자가 

섀시의 향상된 백플레인 스피드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키사이트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그룹의 마케팅 

매니저 마리오 나르뚜지(Mario Narduzzi)는 우리

의 고객들은 특히 EW(전자전), 5G, MIMO 및 

PA/FEM은 더 넓은 대역폭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

다며, Gen 3 PXI 플랫폼의 고대역폭 커뮤니케이

션 백플레인은 고성능 테스트 시스템의 구축을 통

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를 선도하는 교정 기술을 바탕으로 한 키사

이트의 빠른 수리 시간과 제품 교환 전략 및 표준 

3년 제품 보증은 제품을 보유한 고객의 비용 절감

을 위해 장비 사용 기간을 최대화한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NYSE:KEYS)는 혁신적인 전자 제품과 시스템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

하여 보다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사이트의 솔루션은 설계 시뮬레이션부터 시

제품 검증, 제조 테스트, 네트워크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전자 신호가 전달되는 곳이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 통신 생태계, 네트워크, 항공 우주 및 방위, 오토모티브,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시장

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2015년 회계연도의 총 매출은 약 29억 달러에 달한다. 키사이트에 관

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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