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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 함께하면 더 강력합니다 

 

산업 동향 
최근 Dimensional Research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술 기업 중 62%가 테스트 장비의 올바르지 못한 설정이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89%의 기업이 테스트 전문가 및 
지식 리소스를 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러한 테스트 전문가 중 95%가 매달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때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가 필요합니다. 
KeysightCare 지식 센터와 더불어 최첨단 기술, 산업 표준, 컴플라이언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에 관한 
깊이있는 지식을 보유한 기술 전문가를 통해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의 지원 전략과 노력 
키사이트는 80년 이상의 테스트 및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테스트 시스템 
가동 시간, 측정 정확성, 신기술에 관한 이해가 성공적인 테스트 및 측정에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KeysightCare는 동급 최고의 테스트 및 측정 고객 관리와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관한 선제적인 전담 지원을 통해 현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eysightCare를 선택하면 보다 
빠른 응답 시간, 전문가의 더욱 빠른 지원, 더 빠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 시트에서는 KeysightCare의 핵심 부분인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의 세부 사항과 이점, 그리고 시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특징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제공 사항: 

• 확정된 시간 내 응답하는 기술 
전문가의 무제한 지원 

• 지식 센터 연중무휴 이용 

• 키사이트 지원 포털 및 지원 사례 
관리에 연결 
 

KeysightCare 기술 지원을 통한 시간 
절약 및 더 빠른 제품 출시: 

•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한 기술 전문가 
활용 

• 기술 지원 문제의 보다 신속한 해결 

• 잠재적 지원 문제 방지 

 

데이터 시트 

http://www.key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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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정의 
 

기술 지원 용어 옵션 

자격 KeysightCare 기술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일련번호가 있는 자산에 부여되며 
KeysightCare의 다양한 계층별 서비스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키사이트 자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사용자라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수의 키사이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KeysightCare Assured, Enhanced 또는 
Software Support와 같은 일련의 자격 외에도 사이트 전역에 걸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키사이트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술 지원 적격 KeysightCare 자산이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고객은 키사이트 지원 
포털(supprot.keysight.com)에 접속할 수 있으며, 기업 도메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지원 사례를 열 수 있습니다. KeysightCare 지원팀에 문의하기에서 전화 및/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원격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__________ 

컨설팅 서비스 – 고급 테스트 방법 및 표준에 익숙한 키사이트 전문가가 키사이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정 측정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교육 서비스 – 키사이트 전문가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테스트 시스템 지원 - 적격 자산이 테스트 시스템 중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정 적격 
자산만 지원됩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경우, 키사이트에 문의하십시오.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은 글로벌 KeysightCare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팀(K-TAS)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에 적용됩니다. 시간은 현지 국가의 K-TAS 영업 시간 기준입니다. 응답 시간은 
고객이 문의한 시점부터 K-TAS 팀의 사례 소유자가 처음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제공하는 
순간까지 측정됩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으려면, 보유 자산의 일련번호 또는 소프트웨어의 
호스트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 또는 기술 부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뛰어난 
디버깅 및 진단 역량을 갖춘 기술 전문가가 처음으로 응답하게 되고 사례가 종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별 세부 정보는 영업시간을 참조하십시오. 
 

 KeysightCare 
 기술 지원 

KeysightCare 
Assured 

KeysightCare 
Enhanced 

KeysightCare 
Software 

기술 지원 응답 시간 2일(영업일 기준) 4시간(영업 시간 기준) 2시간(영업 시간 기준) 4시간(업무 시간 기준) 
 
 

지원 포털 키사이트 지원 포털(support.keysight.com)을 통해 보유 자산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 리소스를 이용하십시오. Keysight 지원 포털은 서비스 요청을 제출하고, 지식 
센터 콘텐츠를 상시 이용하며, 제출한 사례 및 요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KeysightCare의 모든 서비스에는 Keysight 지원 포털 이용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keysight.com/
https://support.keysight.com/KeysightdCX/s/?language=en_US
https://support.keysight.com/KeysightdCX/s/?language=en_US
http://support.keysight.com/
https://www.keysight.com/main/editorial.jspx?ckey=3011035&id=3011035&cc=US&lc=eng&jmpid=zzfindkeysightcare.contactus&elq_cid=3472146&cmpid
https://www.keysight.com/us/en/products/services/consulting-services.html
https://www.keysight.com/us/en/products/services/education-services.html
https://www.keysight.com/main/editorial.jspx?ckey=3011035&id=3011035&cc=US&lc=eng&jmpid=zzfindkeysightcare.contactus&elq_cid=3472146&cmpid
http://support.key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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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 KeysightCare Software Support를 통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버그 수정에 KeysightCare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사항은 유효한 
KeysightCare Software Support 계약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고객에게 모든 KeysightCare 적격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데이트 
알림을 제공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키사이트는 고객에게 키사이트 지원 포털에 등록된 모든 KeysightCare Assured 및 
Enhanced 적격 장비에 대한 펌웨어 릴리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기술 지원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 

 

기술 지원 지역 언어 

미주 지역 영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EMEAI) 영어 

중국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영어 

일본 일본어, 영어 

한국 및 남아시아 태평양 영어, 한국어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를 만나보십시오. (소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전문가 그룹을 만나보십시오. KeysightCare는 미주, 남아시아 태평양, 
한국, EMEAI(유럽, 중동, 인도),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일본을 포함한 전 지역의 기술 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글로벌 팀은 고객의 테스트 성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식 
및 전문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최첨단 협업 도구와 프로세스를 통해 협력합니다. 
 

키사이트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 엔지니어 

키사이트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K-TAS) 팀은 전기공학, 물리학, 수학 분야에서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공인된 경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AS의 지원 엔지니어는 해당 전자 테스트와 측정 분야에서 수년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산 및 방법론 등 각 장비의 이면에 있는 측정 과학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한 키사이트 
R&D 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최고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K-TAS 엔지니어는 일반 테스트 및 자동화, 디지털 포토닉스 테스트, 콤포넌트 테스트, RF 및 µWave를 포함한 
무선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 기술 영역 중 하나의 전문 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K-TAS 엔지니어는 고객의 테스트 및 장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측정 설정을 복제하여 장비 및 PathWave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접 작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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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테스트 및 자동화(GTA) 
• 파라메트릭 테스트 및 전원 장치 테스트 반도체 분석기, DMM, DAQ, 

함수 생성기, 카운터, 전원 공급기, 배터리, 전력 분석기를 포함하며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BenchVue, VEE Pro, Command 
Expert, IO Libraries 
 
 

2. 디지털 포토닉스 테스트(DPT) 
• 고성능 및 중대역 오실로스코프, DSA, DSO, MSO, UXR, 

Infiniivision, 샘플링 오실로스코프 및 헤드, DCA-X, DCA-M, BERT, 
J-BERT, AWG, 논리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 포토닉 테스트 및 
LCA 측정을 포함하며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콤포넌트 테스트(CT) 
• 네트워크 분석기, PNA, ENA, 임피던스, 파라미터 분석기, 

mmWave, eCal, FieldFox, RF 및 µWave 테스트 보조 장비, 전력 
센서, 파워 미터, 노이즈 지수를 포함하며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4. 무선 디바이스(WD) 
• 신호 분석기, X-시리즈 SA, EXA, MXA, PXA, UXA, 위상 노이즈, 무선 

및 5G, 신호 소스, MXG, PSG, UXG, 모듈러 VXG 및 VSA, AWG를 
포함하며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5. PathWave Design 소프트웨어  
• EEsof Advanced Design System, EMPro, RF Synthesis, RFIC 

Design, System Design, Device Modeling, Model Builder, 
Model QA, WaferPro, A-LFNA, Pathwave Advanced Design 
System(ADS), Pathwave EM Design(EMPro), PathWave RF 
Synthesis(Genesys), Pathwave RFIC Design(GoldenGate), 
Pathwave System Design(SystemVue), Pathwave Device 
Modeling(IC-CAP), Pathwave Model Builder(MBP), 
Pathwave Model QA(MQA), A-LFNA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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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가 가지는 의미 

사소한 테스트 문제가 점점 커져 작업 흐름을 방해하면 프로젝트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나가십시오. KeysightCare는 키사이트 리소스와 고객사 팀 간 최우선 연결 방법입니다. 확정된 선제적 지원을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을 줄이고,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해 어떤 문제라도 응답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 

프로젝트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키사이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KeysightCare를 통해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빠른 설정, 구성, 지속적 작동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문제와 특정 측정 수행 방법을 지원할 것입니다. 키사이트 지원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문제, 테스트 자동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도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 프로그램 및 코드 예제가 Python, MATLAB, C#.net, VB.net, VEE Pro, LabView 등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키사이트는 테스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고 격리하여 해결을 향한 최선의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는 고객에게 필요한 테스트 전문 지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무제한 요청 및/또는 다수의 기술 지원 사례 오픈 

• KeysightCare 계약에 따라 영업시간 기준 2시간부터 영업일 기준 2일까지 확정된 시간 내 응답하는 기술 
전문가 활용 

• 키사이트 지원 포털 연중무휴 이용 

• 지식 센터 내 KeysightCare 독점 자료 및 동영상 상시 확인 가능 

http://www.key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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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범위 
KeysightCare를 

이용하지 않음. 
기술 지원 범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 기술 지원 

구매 전 문의 √ √ 

자주 묻는 질문(FAQ) √ √ 

산업 테스트 표준 정보 √ √ 

구매 후 기술 문의  √ 

문제 해결  √ 

확정된 기술 지원 응답 시간  √ 

장비, 소프트웨어, 측정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문제 지원  √ 

코드 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및 자동화 지침  √ 

하드웨어 한정 

초기 장애 및 결함 진단 지원  √ 

장비 설정 지원  √ 

소프트웨어 한정 

영구 라이선스 문제 √ √ 

소프트웨어 설정 및/또는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 

키사이트 지원 포털 

키사이트 지원 포털 접속 √ √ 

키사이트 지식 센터의 기술 자료 및 FAQ 이용 가능 √ √ 

독점 기술 문서 및 동영상 연결  √ 

작동 “How to” 가이드 연결  √ 

프로그래밍 예제 이용  √ 

기술 전문가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 

선제적인 KeysightCare 수리 및 교정 상태 업데이트  √ 

문제 해결 가이드 연결  √ 

http://www.key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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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연락처 
테스트 및 측정 관련 질문 외에도 제품 비교, 기술 구성 및 견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제품(자산) 
모델 및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키사이트 지원 포털(support.keysight.com)은 사례를 기록하고 글로벌 K-TAS 팀의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어디에 있든 이메일과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하기 적합한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sightCare 지원팀 연락처를 사용하면 무제한 
연결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여러 번 및/또는 여러 사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 
연구실에 있든 집에서 작업하든 혁신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K-TAS 엔지니어는 요청받은 경우 
키사이트의 테스트 장비에 원격 접속하여 리뷰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고객의 테스트 장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지원 시, 키사이트는 MS TEAMS, Webex, Zoom, TeamViewer 등 고객이 선택한 협업 도구를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원격 상호 작용이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K-TAS 엔지니어는 장비 접근 용이성 또는 추가 지원을 위한 
인터랙티브 설정 완료에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의 일정을 수용합니다. 

 
 

키사이트 지원 포털 
키사이트 지원 포털은 실험실 관리를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장비와 소프트웨어 자산을 감독하든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든, 이 포털을 통해 
서비스 계약과 자격을 포함한 모든 지원 요구에 
선제적으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합니다. 
2분 길이 동영상을 통해 키사이트 지원 포털의 
가치를 알아보십시오. 

키사이트 지원 포털의 셀프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노트 또는 FAQ와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지원 엔지니어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원 
사례를 생성하거나 실시간으로 자산 수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사례 
내역은 고객과 K-TAS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맞춤형 선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키사이트에서는 자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결책을 더욱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이용해서 지원 사례를 오픈할 것을 권장합니다. 키사이트 지원 포털에 입력된 사례는 
우선순위가 높은 대기열로 곧바로 들어가며, 자산 모델과 일련번호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원 엔지니어가 빠르게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http://www.keysight.com/
http://support.keysight.com/
https://www.keysight.com/main/editorial.jspx?ckey=3011035&id=3011035&cc=US&lc=eng&jmpid=zzfindkeysightcare.contactus&elq_cid=3472146&cmpid
https://www.keysight.com/ca/en/lib/resources/miscellaneous/contact-keysightcare-support-3011035.html
https://support.keysight.com/KeysightdCX/s/?language=en_US
https://www.youtube.com/watch?v=XZZWXqET2rY


www.keysight.com 9페이지  

키사이트 지원 포털 활동 요약: 
  일반 

• 기술 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검색 

• 기술 지원 동영상 둘러보기 
• 기술 지원 요청(사례 오픈) 

o 개설 오픈 진행 상황 확인 
o 종결 사례 내역 및 해결책 확인 

o 자산 보증 상태 확인 
• 동일한 자산, 사례, 서비스 주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원 그룹을 설정하여 서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협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 최신 버전의 펌웨어 또는 장비 드라이버 다운로드 

• 자산 교정 만기일 확인 
• 자산 교정 내역 파악 및 교정 인증서 다운로드 

• 제품의 KeysightCare 자격 갱신 요청 

소프트웨어 
•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다운로드 

• Keysight Software Manger(KSM)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또는 리호스트 수행 
• EEsof (PSS) 포털 방문 

http://www.keysight.com/
https://edadocs.software.keysight.com/display/support/Knowledg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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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9가지 팁 
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통해 KeysightCare의 이점을 극대화해 테스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1. 계정 생성 

개인 프로필을 생성하려면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 후 "등록"을 선택하고 자산을 관리하거나 기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가 정보를 보려면 "로그인"을 선택하여 키사이트 지원 포털(support.keysight.com)에서 
등록하거나 로그인하십시오. 

키사이트 지원 포털 맞춤 설정 - 로그인 가이드 생성에서 맞춤형 경험이 가능하도록 포털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로그인 생성, 언어 설정과 계정 설정, 알림, 서비스 기본 설정, 계정 자격 및 그룹 관리를 
고객 개인 기본 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KeysightCare 권한을 확인하려면 기업 도메인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산, 지원 사례, 서비스 주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Keysight 지원 포털을 통해 선택 구성원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그룹 설정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키사이트 지원 포털의 그룹 기능은 팀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돕고 키사이트 자산의 지원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업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사이트 도움말 이용 

모든 포털 페이지에서 전구 아이콘으로 표시된 사이트 도움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도움말 리소스를 둘러보고 여러 주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제품의 교정 
문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가 해당 주제일 수 있습니다.  

 

 
  

http://www.keysight.com/
https://support.keysight.com/KeysightdCX/s/?language=en_US
https://edadocs.software.keysight.com/kkbopen/personalize-the-keysight-support-portal-659461169.html
https://edadocs.software.keysight.com/kkbopen/set-up-and-manage-groups-659470515.html
https://edadocs.software.keysight.com/kkbopen/where-do-i-find-the-calibration-documents-for-my-product-657243444.html
https://edadocs.software.keysight.com/kkbopen/where-do-i-find-the-calibration-documents-for-my-product-657243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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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w to” 동영상 및 기본 과정 시청 

지식 센터에 게시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How to” 동영상은 장비 설정과 기능 사용 관련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과 데모를 제공합니다. 이 유용한 동영상은 KeysightCare 적격 자산을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또한 테스트와 측정의 기본 사항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과정도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신규 
엔지니어에게 특히 유용하며 더욱 빠른 학습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ttp://www.keysight.com/
https://technicalsupport.key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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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측정, 콤포넌트 테스트, RF 측정과 관련하여 키사이트가 선정한 상위 10개 문서 보기 

지식 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 문서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디지털 측정, 부품 테스트, RF 측정에 관해 키사이트의 
수석 엔지니어가 선정한 상위 10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고객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문서는 고객이 테스트의 기술적 문제를 뛰어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 문서 등을 이용하려면, KeysightCare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 
도메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키사이트 지원 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측정 

1. M9195B 다중 모듈 시스템 설정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2. M9195B 디지털 자극 및 응답 모듈: 패턴 실행 트리거링 

3. M8070B BERT 소프트웨어의 패턴을 선택하기 위한 SCPI 명령은 무엇입니까? – Python 프로그래밍 예제 

4. N1000A 샘플링 오실로스코프에서 12 에지 출력 지터 측정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5. 802.3bs_cd 표준에 관한 IEEE PAM-4 송신기 컴플라이언스 측정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6. InfiniiVision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측정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7. Infiniium 오실로스코프에서 타이밍 측정 임계값을 어떻게 올바르게 설정합니까? 

8. N7020A 및 N7024A 파워 레일 프로브에 관한 적절한 스코프 설정 

9. Infiniium, InfiniiVision, Infiniium 오프라인 및 81150/81160A용 MATLAB 파형 가져오기/내보내기 코드 – 
Matlab 예제 

10. 분할 모드에서 각 파형에 관한 Infiniium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록합니까? – Python 프로그래밍 예제 

 

 콤포넌트 테스트 

1. ENA 재료 측정 가이드 – 동축 프로브 

2. 동축 프로브 방식을 사용한 저손실 물질의 유전체 측정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3. 임피던스 측정 이론에 관한 좋은 참고 자료는 무엇입니까? 

4. 다항 및 데이터 기반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NA) 교정 키트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FieldFox 이용 시 기본 사항은 무엇입니까? 

6. PNA, ENA 또는 FieldFox 제품군에 속한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한 측정에서 원하지 않는 교정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측정 문제 – 고이득 앰프 측정 고려 사항 이해 

8. PNA VEE 어플리케이션: Cal All srcpwrcal, Cal All S-파라미터 cal 및 Ch1 - Ch2 DUT RF 테스트 레벨에 관한 
독립적인 RF 레벨이 있는 Cal All 샘플. 

9. PNA 제품군에 소속된 네트워크 분석기 MATLAB 파일 메모리를 2진법 빈-블록으로 전송 

10. E5052A/B 신호 소스 분석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임피던스/차동 프로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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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 측정(무선 디바이스) 

1. X 시리즈 신호 분석기 - 위상 노이즈 로그 플롯 모드에서 스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2. 보유한 X 시리즈 스펙트럼 분석기의 스펙트럼 분석기 범위 변경 시 노이즈 마커 수준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스펙트럼 및 신호 분석기에서 주파수 정확성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4. MXG/EXG 신호 생성기에서 멀티 함수 생성기 옵션 303의 사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5. Matlab을 사용하여 X-시리즈 분석기에서 GPIB에 관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LAN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동일한  Matlab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 VISA.NET을 이용하여 GPIB 장비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로컬 모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X-시리즈 분석기에 I/Q 파형 "측정 결과"를 저장할 때 Meas0, Meas1과 같은 다른 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 PC와 E4438C 사이에서 WFM 파일을 이동하는 방법을 시연할 수 있습니까? 

9. SCPI를 사용하여 X-시리즈 분석기에서 실행 중인 89601B VSA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10.   X-시리즈 스펙트럼 분석기의 노이즈 마커: 디스플레이 포인트 설정이 CW의 진폭에 영향을 줍니다 

 
5. 기술 지원 사례 생성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거쳐 기술 지원 사례를 생성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원 메뉴에서 "지원 사례 생성"을 선택하여 시작하십시오. 

기술 지원 자격은 일련번호(하드웨어) 또는 호스트 
ID(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유 자산에 고유하게 
연결됩니다. 사례 창에서 "기술 지원"을 선택하여 자산 
정보와 문의 또는 요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작업 그룹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보고 관리하는 사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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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eysightCare 지식 센터 살펴보기 

키사이트 지원 포털에는 최신 기술 지원 문서, 제품 설명서, 보유한 키사이트 제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유용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지식 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찾고, 키사이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히고, 기타 지원 관련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식 센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지원 문서 및 제품 설명서의 범주 다중 선택 필터링 
• 검색 결과에서 "가장 일치" 또는 "최신 날짜" 선택 

• 선호 문서 북마크, 인쇄, 공유 또는 다운로드 
• KeysightCare 기술 지원 동영상, 토론 포럼, NEMO 지원, Keysight University, 기타 동영상 채널 및 

PathWave 소프트웨어의 바로 가기 링크 
 

7. KeysightCare 지식 센터 검색 이용하기 

 

 

 

 

 

KeysightCare 지식 센터 검색을 통해 특정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링을 이용하여 문의 범주를 단일 또는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KeysightCare 지식 센터는 실제 고객 이용 사례, 테스트 및 측정 시나리오, 해결된 문의, 수십 년에 걸친 R&D 및 테스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술 문서 수만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문서를 이용하여 최신 기술 또는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깊이있는 기술 자료, 동영상, 프로그래밍 예제 다수는 
KeysightCare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8. 교정 인증서 다운로드 

Keysight 지원 포털에 로그인하면, 다음 단계에 따라 서비스 및 보증 상태 웹 페이지, 서비스 주문 또는 자산에서 보유 
자산의 교정 인증서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보증 상태 페이지: 

• 보유 자산의 모델 번호 및 일련번호(또는 서비스 주문 번호 입력)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 교정 문서에서 보유 자산을 찾거나 입력하십시오  

• "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통한 교정 인증서 온라인 관리"라는 짧은 동영상을 보고 교정 인증서를 찾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키사이트 지원 포털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서비스 및 보증 상태 페이지에서 공장 교정 문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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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문 그리드: 
• 서비스 주문 그리드에서 원하는 서비스 주문을 검색하십시오. 
• 해당 서비스 주문을 선택하여 작업 패널을 활성화하십시오. 

• 작업 패널에서 교정 인증서를 선택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그리드: 
• 자산 그리드에서 원하는 자산을 검색하십시오. 

• 해당 자산을 선택하여 작업 패널을 활성화하십시오. 
o 작업 패널에서 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최근 교정 인증서에 연결하십시오.  

o 이전 인증서를 이용하시려면 , 서비스 내역을 클릭하여 서비스 내역 목록에서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십시오. 

 
9. 키사이트 제품 일련번호 및 키사이트 소프트웨어 호스트 ID의 중요성 

KeysightCare 권한 및 키사이트 지원 포털 내 특정 제품 정보 이용은 고객의 키사이트 자산/제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하드웨어의 일련번호 
• 키사이트 소프트웨어의 호스트 ID 

KeysightCare 기술 지원 활동에 관해 키사이트 자산 일련번호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빠른 응답 및 정확한 
자산 정보가 보장됩니다. 

물론, 약간 더 시간을 들여 제품 ID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번호 또는 호스트 ID 번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생각하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품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고객과 KeysightCare 기술 지원팀은 제품에 
관한 다음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을 포함한 구성  

• 보증 및 수리 내역  

• 교정 내역   
• 유효한 최종 사용자   

• 합법성(복제품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 올바른 법적 소유권 보장(도난품 아님) 

• 소프트웨어가 PC 또는 서버에 설치된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 
• 소프트웨어 지원 구독 종료일 확인 

• 이용 가능한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 확인 

키사이트 지원 포털, 이메일 또는 전화 통화 등 어떤 것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자산 일련번호와 호스트 ID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청 또는 지원 사례를 오픈하십시오. KeysightCare 적격 자산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더욱 빠른 해결책 도출을 
위해 K-TAS가 일련번호, 펌웨어 개정과 같은 관련 세부 내용 전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 사례 목록에서 특정 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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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htCare 적용 범위 업그레이드 
KeysightCare는 기술 지원 그 이상의 종합 지원 모델로서 고객의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 및 지연을 줄입니다. 키사이트는 테스트 장비 문의 또는 교정이나 수리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고객에게는 응답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KeysightCare는 기본적인 보증과 기술 지원을 뛰어넘는 완벽한 고객 관리를 제공합니다. 키사이트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KeysightCare Assured 및 Enhanced로 기술 지원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된 처리 시간 내에 수리 및 교정을 보장합니다.  

2. 보유 중인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KeysightCare Software Support를 통해 모든 
최신 개선 사항과 알림을 받습니다 

3.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서비스 설명 요약 
 

서비스 개요 보증 
KeysightCare 

기술 지원 
KeysightCare 

Assured 
KeysightCare 

Enhanced1 

KeysightCare 
Software 

셀프서비스 웹 포털 & 지식 
센터, 연중무휴 

 
• • • • 

기술 지원 응답 시간  2일(영업일 기준) 4시간(영업 시간 기준) 2시간(영업 시간 기준) 4시간(영업 시간 기준)2 

하드웨어 지원 
수리 서비스 
적용 범위 •  • • 

 

수리 서비스 
처리 시간4 

확정되지 않음  10일(영업일 기준) 7일(영업일 기준)  

교정 서비스3    •  

교정 서비스 
처리 시간4 

   5일(영업일 기준)  

사전 펌웨어 릴리스 알림   • •  

Software Support 
주요 기능, 개선 사항, 및 
유지보수 릴리스 

    
• 

사전 소프트웨어 릴리스 
알림 

    
•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는 법적 조건이 적용됩니다.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브라질 처리 시간(TAT)은 제외되며 상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 수리를 진행합니다. 

 
1. 일부 지정된 국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현지 키사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소프트웨어 지원은 KeysightCare Software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기술 지원 대상일 경우,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KeysightCare Enhanced에는 권장 교정 간격을 기준으로 한 교정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모델 가용성을 기반으로, 최대 인가된 교정까지 

키사이트 교정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표준 실험실 교정과 맞춤형 교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배송 또는 통관 처리 시간은 수리 및 교정 처리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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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htCare Enhanced는 다음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국가 

미주 지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EMEAI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국 중국, 홍콩,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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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 
표준 및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측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키사이트 전문가가 개발한 키사이트의 
유연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얻어 정확한 측정을 수행하십시오. 

키사이트는 고객 팀이 측정 역량을 높이거나 측정 및 기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e-러닝 
또는 강사 주도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퀴즈, 
과정 종료 종합 시험, 수료증을 통해 숙련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기술 가속화 및 진화하는 표준으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는 고급 테스트 방법 및 표준을 알고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특정 측정 요구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테스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특성 또는 컴플라이언스 측정 컨설팅 또는 테스트 시스템 자동화 중 어느 것이 필요하든 
키사이트는 고객이 찾는 기술 전문 지식과 프로그래밍 지원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의 컨설팅 서비스의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RF 및 mmW에 대한 다채널 측정 가속화 

• 광대역 디바이스 특성 달성 
• 고속 디지털 테스트 컴플라이언스 획득 

• 5G/CV2X 디바이스 테스트 솔루션 활용도 극대화 
• RF 환경 복제 가속화 

• 디바이스 모델링 신속 처리 
• PathWave Design 소프트웨어 활용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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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례 

판매 중단 및 단종 제품 

단종되었으나 아직 쓸모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KeysightCare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단종된 제품(판매 중단일 기준 5년 지남)에는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이트 전반의 적격 장비(하드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 적용 범위 

귀사는 위치(사이트) 기반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계약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이 계약에는 모든 현장 
엔지니어가 키사이트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팀(K-TAS)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 사이트의 적격 자산은 성능 수준, 적용 분야 또는 장비 수명에 상관없이 모든 기술 질문에 대해 보장을 
받습니다. 

• 또한 R&D, 설계, 제조 테스트 엔지니어 등 맡은 업무에 관계없이 적격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사용자는 특정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개별 KeysightCare 권한 없이 키사이트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지원 사례를 
오픈하고 지식 센터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소프트웨어 자산이 KeysightCare 기술 지원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장비의 적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도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알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K-TAS는 최근 3개 개정판(현재 및 이전 2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질문에만 답변하므로, 
KeysightCare 소프트웨어 지원 구독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을 갱신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통해 사이트 전역에 걸친 권한에 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으며, 키사이트의 K-TAS 
엔지니어 역시 동일한 가시성을 갖습니다. 권한은 적격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자산 및 연락처에 
적용됩니다(다른 위치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교육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적용 범위 

키사이트는 교육 고객이 구매한 신규 장비에 대해 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사례 관리를 통해 추가 
4년의 KeysightCare 기술 지원을 보장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키사이트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년 기술 지원 - 교육 고객을 위한 Keysight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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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우위 선점 

KeysightCare는 키사이트 리소스와 고객사 팀 간 최우선 연결 방법입니다. 선제적이고 확정된 서비스를 통해,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키사이트가 도와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인지에 
관계없이 KeysightCare로 성공을 가속화하십시오. 현지 키사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www.keysightcare.com에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품,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키사이트로 문의하십시오. 키사이트의 각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www.keysight.com/find/contact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eysight.com/
http://www.keysightcare.com/
http://www.keysight.com/
http://www.keysight.com/find/contactus

	산업 동향
	키사이트의 지원 전략과 노력
	목차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정의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를 만나보십시오. (소개)
	키사이트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 엔지니어
	1. 일반 테스트 및 자동화(GTA)
	2. 디지털 포토닉스 테스트(DPT)
	3. 콤포넌트 테스트(CT)
	4. 무선 디바이스(WD)
	5. PathWave Design 소프트웨어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가 가지는 의미
	가장 일반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 연락처
	테스트 및 측정 관련 질문 외에도 제품 비교, 기술 구성 및 견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제품(자산) 모델 및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키사이트 지원 포털(support.keysight.com)은 사례를 기록하고 글로벌 K-TAS 팀의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어디에 있든 이메일과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KeysightCare Technical Support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하기 적합한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sightCare 지원팀 연락처를 사용하면 무제한 연결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여러 번 및/또는 여러 사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
	연구실에 있든 집에서 작업하든 혁신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K-TAS 엔지니어는 요청받은 경우 키사이트의 테스트 장비에 원격 접속하여 리뷰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고객의 테스트 장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지원 시, 키사이트는 MS TEAMS, Webex, Zoom, TeamViewer 등 고객이 선택한 협업 도구를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원격 상호 작용이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K-TAS 엔지니어는 장비 접근 ...

	키사이트 지원 포털
	키사이트 지원 포털 활동 요약:
	일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키사이트 지원 포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9가지 팁
	기술 지원 자격은 일련번호(하드웨어) 또는 호스트 ID(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유 자산에 고유하게 연결됩니다. 사례 창에서 "기술 지원"을 선택하여 자산 정보와 문의 또는 요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작업 그룹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보고 관리하는 사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보증 상태 페이지:
	서비스 주문 그리드:
	자산 그리드:

	KeysightCare 적용 범위 업그레이드
	KeysightCare는 기술 지원 그 이상의 종합 지원 모델로서 고객의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 및 지연을 줄입니다. 키사이트는 테스트 장비 문의 또는 교정이나 수리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고객에게는 응답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KeysightCare는 기본적인 보증과 기술 지원을 뛰어넘는 완벽한 고객 관리를 제공합니다. 키사이트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KeysightCare Assured 및 Enhanced로 기술 지원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된 처리 시간 내에 수리 및 교정을 보장합니다.
	2. 보유 중인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KeysightCare Software Support를 통해 모든 최신 개선 사항과 알림을 받습니다
	3.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서비스 설명 요약
	교육 서비스
	표준 및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측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키사이트 전문가가 개발한 키사이트의 유연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얻어 정확한 측정을 수행하십시오.
	키사이트는 고객 팀이 측정 역량을 높이거나 측정 및 기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e-러닝 또는 강사 주도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퀴즈, 과정 종료 종합 시험, 수료증을 통해 숙련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기술 가속화 및 진화하는 표준으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는 고급 테스트 방법 및 표준을 알고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특정 측정 요구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테스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특성 또는 컴플라이언스 측정 컨설팅 또는 테스트 시스템 자동화 중 어느 것이 필요하든 키사이트는 고...
	 RF 및 mmW에 대한 다채널 측정 가속화
	 광대역 디바이스 특성 달성
	 고속 디지털 테스트 컴플라이언스 획득
	 5G/CV2X 디바이스 테스트 솔루션 활용도 극대화
	 RF 환경 복제 가속화
	 디바이스 모델링 신속 처리
	 PathWave Design 소프트웨어 활용도 극대화
	특수 사례
	판매 중단 및 단종 제품
	사이트 전반의 적격 장비(하드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 적용 범위

	교육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적용 범위
	시장 우위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