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모듈형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PXI VSA의 측정 속도 향상

X-시리즈 분석기에 사용되는 제품과 동일한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PXI VSA 제조 테스트 속도를 높이고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측정 일관성을 확보하십시오.



개요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로 PXIe 벡터  
신호 분석기(PXI VSA)의 기능을 확장하십시오. X-시리즈 신호 분석기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키사이트 
M9391A PXI VSA와 새로운 M9393A PXIe 성능 VSA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인기 어플리케이션 11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PXI VSA의 미가공 하드웨어 
속도와 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결합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측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PXI VSA가 표준 기반 
RF 송신기 테스터로 변환됩니다. 빠른 속도로 RF 적합성을 측정하므로 대량 생산
되는 구성요소와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데 유용합니다. 

새로운 PXI VSA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설계 및 테스트 흐름 전반에 걸쳐 
측정 일관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PXI 벡터 신호 분석기와 LTE FDD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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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의 장점

속도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드라이버와 고유의 리소스 관리자를 이용해  
하드웨어 드라이버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어 전력 및 스펙트럼 기반  
측정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X-시리즈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여 변조 품질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은 키사이트 X-시리즈  
신호 분석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동일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관성 있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재교육이나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측정 셋업도 매우 간단합니다. SCPI 호환성을 포함한 
프로그래밍 일관성이 벤치탑에서 모듈러 및 속도 테스트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전체에 걸쳐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지원합니다.  
이 일관성은 개발 단계에서 제조 단계로 전환할 때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림 2. M9391A PXIe VSA와 M9393A PXIe 성능 VSA를 위한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이 이제는 11종입니다.

M9391A PXIe VSA와 M9393A 성능 PXIe VSA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모델 번호

아날로그 복조 M9063A

VXA 벡터 신호 M9064A

GSM / EDGE / EVO M9071A

cdma2000®/ cdmanOne M9072A

WCDMA / HSPA+ M9073A

1xEV-DO M9076A

WLAN 802.11a/b/g/n/ac M9077A

TD-SCDMA / HSPA M9079A

LTE/LTE-A FDD M9080B

Bluetooth® M9081A

LTE/LTE-A TDD M9082B

그림 3. 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어플리케이션 전 제품에 포함된  
리소스 관리자를 이용하면 계측기 드라이버, X-시리즈 측정 결과,  
그리고 89600 VSA에 동시 사용 할 수 있어 최적화된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체험판

30일 무료 체험판으로 현재 사용 중인 PXI VSA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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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M9080B LTE/LTE-A FDD
 – 3GPP 릴리스 11 LTE 및 LTE-Advanced 표준 지원
 – 단일 옵션으로 다운링크와 업링크 분석
 – 송신기 특성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NEW: 대역내 비인접 반송파 집적을 위한 누적 ACLR(CACLR)   
  및 누적 SEM 
    – 기지국(eNB): EVM, 주파수 오류, DL RS 전력, RSTP,   
     OSTP, SEM, ACLR 
    – 사용자 장비: EVM, 주파수 오류, I/Q 오프셋, 대역내 방출,   
  SEM, on/off 시간 마스크, ACLR 
    – 여러 색상으로 컬러 코딩된 결과 보기: EVM/부반송파, 기호,  
  슬롯, 리소스 블록
 – 전송 계층 채널 디코딩

M9082B LTE/LTE-A TDD

 – 3GPP 릴리스 11 LTE 및 LTE-Advanced 표준 지원
 – 단일 옵션으로 다운링크와 업링크 분석
 – 모든 DL/UL 및 특수한 하위 프레임 길이 구성
 – 송신기 특성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NEW: 대역내 비인접 반송파 집적을 위한 누적 ACLR(CACLR)   
  및 누적 SEM 
    – 기지국(eNB): EVM, 주파수 오류, DL RS 전력, RSTP, OSTP,   
  전송 on/off 전력, SEM, ACLR 
    – 사용자 장비: EVM, 주파수 오류, I/Q 오프셋, 대역내 방출,   
   SEM, on/off 시간 마스크, ACLR 
    – 여러 색상으로 컬러 코딩된 결과 보기: EVM/부반송파, 기호, 
  슬롯, 리소스 블록
 – 전송 계층 채널 디코딩

M9073A W-CDMA/HSPA+

 – 3GPP 릴리스 99 ~ 8에 따른 W-CDMA, HSPA, HSPA+ 
 – 단일 옵션으로 다운링크와 업링크 분석
 – 송신기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다운링크: EVM, 주파수 오류, CPICH 전력, 64 QAM       
     RCDE, SEM, ACLR 
    – 업링크: EVM, 주파수 오류, PkCDE, RCDE, 슬롯 전력,  
          SEM, ACLR
 – 모든 채널 및 신호 자동 검출

그림 4. LTE FDD

그림 5. LTE TDD

그림 6. W-CDMA/HSPA+



5

M9071A GSM/EDGE/EVO
 – 3GPP GERAN 표준에 따른 GSM, EDGE, EDGE Evolution
 – 단일 옵션으로 기지국과 이동국을 모두 분석
 – 송신기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기지국: EVM, 위상 및 주파수 오류, 출력 RF 스펙트럼(ORFS),  
    전력/시간(PvT) 
    – 이동국: EVM,  위상 및 주파수 오류, ORFS, PvT, TX 대역 스퍼
 – 3GPP TS 45 표준의 릴리즈 9에 따른 다중 반송파 BTS(MCBTS) 및  

 적응형 QPSK(AQPSK) 변조 VAMOS 측정

M9079A TD-SCDMA/HSPA

 – 3GPP 릴리스 99 ~ 8에 따른 TD-SCDMA, TD-HSDPA/ 
 HSUPA/8PSK8 

 – 단일 옵션으로 다운링크와 업링크 분석
 – 송신기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다운링크: EVM, 주파수 오류, 전력/시간, 송신 전력, 코드  
          도메인 전력, SEM, ACLR
    – 업링크: EVM, 주파수 안정성, 전송 ON/OFF 전력,   
        PkCDE, SEM, ACLR
    – 다중 결과 보기: 성좌, 다이어그램, 코드 도메인, 수치 디스플레이,  
 스펙트럼, 타임 도메인

M9076A 1xEV-DO

 – 3GPP2 표준 rel 0, rev A, rev B에 따른 1xEV-DO 
 – 단일 옵션으로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를 모두 분석
 – 3GPP2 표준에 따른 통과/실패로 송신기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변조 정확도: 복합 EVM 및 Rho, CDP, CDE, I/Q 칩 에러
    – 코드 도메인 전력: Hadamard 코드 또는 비트 역순으로 표시 
    – 전력 및 스펙트럼 측정: 채널 전력, ACP, SEM, 스퓨리어스 방출

그림 7. GSM/EDGE/EVO

그림 8. TD-SCDMA/HSPA

그림 9. 1xE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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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072A cdma2000/cdmaOne

 – 3GPP 릴리스 A에 따른 cdma2000, cdmaOne
 – 단일 옵션으로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를 모두 분석
 – 3GPP2 표준에 따른 통과/실패로 송신기 측정 시 다음 항목 포함 :

    – 변조 정확도: 복합 EVM, Rho, 주파수 오류, I/Q 오프셋
    – 코드 도메인 전력: Hadamard 코드 또는 비트 역순으로 표시
    – 전력 및 스펙트럼 측정: 채널 전력, ACP, SEM, 스퓨리어스 방출

그림 10. cdma2000/cdma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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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커넥티비티

M9077A WLAN 802.11a/b/g/n/ac
 – IEEE 802.11a/b/g/n/ac 표준
 – 통과/실패 테스트를 포함한 표준 기반 측정 :

    – I/Q 복조 측정: 변조 정확도, 전력/시간, 스펙트럼 편평성,  
 전력 통계, CCDF
    – 스웹트 스펙트럼 측정: 스펙트럼 방출 마스크, 스퓨리어스 방출,   
 점유 대역폭, 채널 전력

 – 802.11n 신호용 레거시/혼합/greenfield 모드
 – 20/40/80/160MHz, 80+80MHz, 256 QAM으로    

    802.11ac를 완벽하게 지원
 – 802.11j, 터보 모드, 802.11p 신호 분석을 위한 맞춤형 복조 설정

Bluetooth
 – Bluetooth Core Specification Version 2.1 이상 EDR 및   

    Low Energy(Bluetooth 4.0의 일부분)
 – 다음을 포함한 원버튼 송신기 측정 :

    – 변조: 편차, ICFT(Initial Carrier Frequency Tolerancee),   
 반송파 주파수 드리프트, EDR 주파수 안정성 및 EDR 변조 정확도
    – 스펙트럼 측정: 출력 스펙트럼 대역폭, 인접 채널 전력 및  
 EDR 대역내 스퓨리어스 방출
    – 다중 결과 보기: RF 포락선, 복조 파형, RF 스펙트럼, 수치 표시

그림 12. Bluetooth

그림 11. WLAN 802.11a/b/g/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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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도 

아날로그 복조

 – AM, FM 또는 PM 신호 복조
 – FM 스테레오/RDS 신호 복조
 – AM 깊이, FM 편차, PM 편차, THD, SINAD 오디오 필터와  

 같은 변조 메트릭스 표시 표시 
 – 다중 측정 보기 :

    – RF 스펙트럼, 복조 파형, AF 스펙트럼 및 복조 메트릭스 표  
           동시에 보기 
    – MPX, 모노, 스테레오, 좌측, 우측 보기
    – RDS/RBDS 디코딩 결과 보기

VXA 벡터 신호 분석

 – 벡터 분석: FFT 기반 스펙트럼 및 타임 도메인
 – 아날로그 복조: AM, FM, PM
 – 디지털 복조

    – 2 ~ 16 FSK, QPSK, 16 ~ 1024QAM 포함  
       30개를 초과하는 변조 형식
    – 이동 통신, 무선 네트워킹, 디지털 비디오 포함  
       25개를 초과하는 표준 프리셋
    – 7개의 필터와 1개의 사용자 정의 필터

그림 13. 아날로그 복조

그림 14. VXA 벡터 신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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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과 
89600 VSA 소프트웨어 중에서 선택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은 X-시리즈 분석기 및 모듈러 PXI 
VSA를 위한 포맷별 원버튼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측정 속도, 
SCPI 프로그래밍, 통과/실패 테스트 및 간단한 작동 기능을 지원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설계 검증과 제조에 이상적입니다. 
89600 VSA는 R&D와 설계 검증을 위한 신호의 평가 및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측정 소프트웨어입니다. 수많은 측정 플랫폼과  
여러 측정 채널을 지원하는 89600 VSA는 신호 문제를 찾고 수정 
하는 데 필수적인 정교한 측정 툴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모듈러  
PXI VSA 플랫폼의 최신 향상(89601B-SSA)은 벤치탑 분석기 
SCPI 프로그래밍 호환성을 통해 빠른 스펙트럼 측정을 제공합니다.

www.keysight.com/find/89600B

이동형 라이선스

키사이트의 모듈러 계측기용 X-시리즈 측정 어플리케이션은  
PXI 섀시 하나당 최대 4개의 측정 채널을 지원하는 이동형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주문 정보

모델 설명
M9063A 아날로그 복조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64A VXA 벡터 신호 분석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71A GSM/EDGE/EVO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72A cdma2000/cdmaOne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73A W-CDMA/HSPA+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76A 1xEV-DO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77A WLAN 802.11a/b/g/n/ac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79A TD-SCDMA/HSPA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80B LTE/LTE-A FDD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81A Bluetooth 측정 어플리케이션
M9082B LTE/LTE-A TDD 측정 어플리케이션

각 어플리케이션은 PXI 섀시 하나당 최대 4개의 측정 채널을 지원합니다.

관련 제품

모델 설명
M9391A PXIe 벡터 신호 분석기
M9393A PXIe 성능 벡터 신호 분석기(9 kHz ~ 27 GHz)
M9018A 18슬롯 PXIe 섀시
M9036A PXIe 임베디드 컨트롤러
M9037A PXIe 고성능 임베디드 컨트롤러
89601B-SSA 스펙트럼 분석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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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ysight.com/find/

www.axiestandard.org

AXIe(AdvancedTCA®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 and Test)는 범용 테스트 및 
반도체 테스트를 위해 AdvancedTCA를 확장한 공개 표준입니다. 키사이트는

AXIe 컨소시엄의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ATCA®, AdvancedTCA®, ATCA 로고는

PCI Industrial Computer Manufacturers Group의 미국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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