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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가 오랜 RF Microwave 경

험과 다양한 Hardware, Software 솔루션을 바탕

으로 밀리미터웨이브 신호 발생과 분석에 효과적인 

다크 그레이 계열의 솔루션을 발표했다. 

글로벌 전자 계측 솔루션 전문 기업인 키사이트테

크놀로지스(키사이트코리아 : 대표이사 : 윤덕권)가 지

난 7월 20일(목),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고, 밀리미터웨이브(mmWave) 대역의 

신호 발생과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

제품  3개(신호발생기, 네트워크 분석기, 신호분석

기)를 야심 차게 선보였다. 키사이트는 기존의 하드

웨어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프트웨어와 솔

루션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언하였고, M&A를 완

료해 시장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키사이트

코리아 윤덕권 대표는 “네트워크 테스트 및 보안 솔

루션 업체 익시아(Ixia)와 영국에 기반을 둔 애나

이트(Anite)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자계측 종

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고객에게 혁신적

인 전자제품과 테스트 솔루션을 보다 적은 비용으

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사이트는 첫 번째로, 모듈형 타입인 PXIe 마

 밀리미터웨이브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 열려

- 5G,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광대역 애플리케이션용의 최대 120GHz 주파수까지 
   측정 가능한 고정밀 네트워크 분석기, 최대 44GHz 주파수와 1% EVM 성능의 
   PXIe 신호발생기, 최대 50GHz 주파수 옵션이 향상된 중간급의 신호분석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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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파 신호발생기(M9383A PXIe Signal gene 

rator)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최대 44GHz 범위의 

주파수를 커버하고, 최대 1GHz의 변조 대역폭을 

지원해 5G가 요구하는 800MHz의 대역폭을 커버

할 수 있으며, 최근 5G 표준 주파수 영역으로 주

목 받고 있는 29GHz, 39GHz 제품의 테스트가 가

능하다. 키사이트 아시아 마케팅 김준환 차장은 “신

디사이저 VCO를 사용한 독점 DDS 기술로 탁월

한 위상 노이즈 성능을 제공함은 물론 베이스밴드 

성능이 결합되어 800MHz 폭의 pre-5G 파형에서 

1% EVM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듈형 

타입의 장점을 최대화한 제품으로 아날로그나 벡

터 구성, 주파수 영역, 노이즈 성능을 손쉽게 업그

레이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두 번째는, 최대 

120GHz까지 지원

하는 광대역 밀리

미터웨이브 네트워

크 분석기(PNA-B 

Network analyz-

er)이다. N5291A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900Hz부터 120GHz 

(N5290A는 110GHz) 

까지 주파수 영역을 커버하며, 다이나믹레인지(Dyna 

mic range)와 진폭 안정도, 파워 성능을 크게 높였

다. 기존보다 한층 커진 12.1인치 멀티터치 디스플레

이를 채용했으며, 펌웨어의 호환성도 높아졌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영역을 50GHz까지 확장한 

중간급 신호분석기(N9020B MXA Signal analy 

zer)이다. 이 제품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32, 

44, 50GHz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60MHz 

분석 대역폭을 지원해 100MHz에 이르는 5G의 단

일 캐리어를 커버할 수 있다.

5G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밀리미터웨이

브(mmWave)는 주파수 대역이 30~300㎓의 전자

파로, 파장이 1~10㎜로 센티미터보다 짧아 밀리미

터파로 불린다. 빛에 아주 가까운 전파로 고해상도 

전신스캐너나 레이더장비, 통신 등에 활용된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도, 더 넓은 대역폭에서도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밀리미터웨이브 장비를 출시하고 

있는 키사이트는 모든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 표준 보

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교정 능력

과 최신 기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전체 시스템 

운용 시간을 최대화하고,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에 도움을 주고 있다. 
키사이트 아시아 

마케팅 김준환 차장

밀리미터웨이브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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