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DREAM WE TEST
.

Keysight Technologies: 세상을 연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

사장 겸 대표이사 인사말

여러분은 세상의 선구자이자 혁신가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보호하고, 지구상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룹니다. 광대역 위성 통신으로 전 세계 곳곳을

YOU

지원하고 5G를 뛰어 넘어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구현하며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실현이나 커넥티드 카를
구현하는 등 여러분의 노력으로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ARE THE

World’s
Visionaries
Innovators

AND

키사이트는 파트너로서 귀사의 발전 과정을 함께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전자분야의
설계, 테스트, 제조, 최적화 부문에서 획기적인 솔루션과 신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하여 개발과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객을 도와 업계 최초이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래를 빠르게 감지하여 파트너로서 고객이 직면한 과제와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 선점을 돕습니다. 키사이트는 언제나 표준 수립 기관의 주도적인 리더십과 함께, 고객 중심의 기술 연구와 심도 있는 측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시장 주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정밀한 테스트 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통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사이트
솔루션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의 전례 없는 성과를 통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며 미래 기술을 검증합니다.
키사이트는 여러분의 성공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 리더십 모델(KLM)은 당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이자 운영
모델입니다. 끊임없이 시장 통찰력을 추구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고객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는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 철학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하지 않는 성실성, 높은 성과, 빠른 속도 및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00 여명의 키사이트 직원은 고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일구어내는 데 있어 키사이트에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실있는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on Nersesian | 사장 겸 대표이사

키사이트 한눈에 보기

Santa Rosa, CA

100+ Countries

US, Europe, Asia Pacific

1700+

Global Headquarters

Customer Locations

Manufacturing and
R&D Locations

US and Foreign Patents
Issued or Pending

24

78

25

of the top 25 Technology
Companies use Keysight

of the Fortune 100 are
Keysight Customers

of the top 25 Telecom Operators
/ Service Providers use Keysight

키사이트 회사 소개

| 3

I N N O VAT E , T R A N S F O R M , A N D

Win with Keysight
I N N O VAT E

TRANSFORM

WIN

사 물 인 터 넷 ( I oT )

네트워크/클라우드

오토모티브/에너지
차세대 통신과 전자 분야 표준에서의

막힘없는 워크플로, 더 깊은 통찰력,

귀사 및 귀사 직원과 협업할

심도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 복합 서비스로

글로벌 리더와의 파트너십으로

뛰어난 성능, 훌륭한 무결성 설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테스트, 최적화 솔루션으로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혁신을

한 차원 뛰어난 제품을 선보입니다.

혁신 프로세스를 새롭게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변모시키십시오.

무선(5G)

우주항공/국방

키사이트 솔루션은 혁신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고객, 개발 과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고객,
시장에서 최초이자 최고가 되려는 고객, 그 모두를 위해 수십 년간의 연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역량으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며 미래 기술을 검증합니다.
키사이트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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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ole in Industry Standards Bodies
Gives You the Early Advantage
We create the tools you need to succeed with tomorrow’s
standards. Today.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한참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차세대 업계
표준을 구축합니다.
키사이트의 최고 지식인들은 다른 업계 지도자들과 함께 표준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설계와 테스트에
최적화된 전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키사이트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할 때,
키사이트 전문가는 고객에게 자문과 지원, 의견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을 제시하여 제품 설계부터 테스트, 개발, 생산 전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최적화합니다.
다음은 고객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키사이트가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산업
컨소시엄 중 일부입니다.
3GPP

ETSI

OmniAir

5GAA

HDMI Forum

PCI-SIG

AXIe

IEEE 802.11

PXI Systems Alliance

Bluetooth SIG

IIC

USB-IF

CharIN

JEDEC

WiFi Alliance

CTIA

LXI

키사이트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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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Communications
네트워크가 더 빠르고 보다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5G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초고속 광대역 무선 액세스, 더 빠른 동영상
시청, 자율 주행, IoT를 통해 연결된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 등이 5G-ready 제품
개발의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키사이트는 고객사가 5G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Layer 1~7
테스트의 전범위를 커버하는 정밀 측정솔루션을 제공하여 5G 개발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5G 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합니다. 키사이트는 3GPP와
기타 무선 표준 단체, 포럼 및 컨소시엄의 정회원으로, 고객의 혁신이 이동 통신
표준의 최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키사이트는
변화하는 기술에 뒤처지지 않고 고객이 최첨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 제품을 설계합니다.

www.keysight.com/find/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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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뮬레이션, RF, mmWave 기술에
대한 키사이트의

전문 지식
활용과 긴밀한 협업은
저희 회사의 제품 검증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Samsung

www.keysight.com/find/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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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 RISK
OF CHIP RE-SPINS AND BOARD TURNS
업계를 선도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이 제품군은 고속 디지털, 혼합신호, RF, 마이크로파,

mmWave 아날로그 설계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ED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가장 복잡한 회로에 대한 전기, 전자기 및
서멀(Thermal)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DA의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은 손쉬운 테스트와 측정 설계를 지원하고, 준비가 되면 성능 검증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ENSURE OPTIMUM QUALITY
OF EXPERIENCE (QoE)
고객은 배터리 수명주기와 주변기기와의 원활한 연결 등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성능은 물론 신속한 광대역 연결을 요구합니다. 고객은 데드존이나 보류한
호출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설계 결점은 저조한 이용률과 낮은 사용자 채택률로
이어집니다. 키사이트의 확장 가능한 사용자 장비(UE) 에뮬레이션 솔루션을
통해 실제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십시오. 이 솔루션은 실제 같은 가입자 및
어플리케이션 로드, 보안 위협, 동적 이동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무선 접속망(RAN)을
테스트합니다.

www.keysight.com/find/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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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5G-READY TODAY:

TEST TO THE LATEST 5G STANDARDS AND PROTOCOLS
실험실 기반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하여 3GPP 표준,
인증 시험 및 각종 규정에 5G 디바이스가 준수하는지 평가하십시오.
종합적인 5G 프로토콜 R&D 툴셋 솔루션으로 실제 5G 환경을 현실적으로
모사한 환경을 구축하여, mmWave 주파수 및 Non-Standalone 사용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스펙트럼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최신 5G 프로토콜 기능을 프로토타입핑 하십시오. 사업자 인증 시험
시나리오와 자동화 테스트 기능을 갖춘 5G RF DVT 툴셋 솔루션으로
디바이스 설계 검증 테스트, 무선 리소스 관리(RRM) 및 RF 적합성 시험을
가속화하십시오.

www.keysight.com/find/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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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 RISK
OF CHIP RE-SPINS AND BOARD TURNS

5G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바일 네트워크는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가입자에게 성능 최적화 및 최적의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은 네트워크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이해입니다.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가시성 및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면, 트래픽 병목 지점을 찾아 느려진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인 모바일 가입자를
모니터링 하여,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지 혹은 넷플릭스 및 유튜브 스트리밍을
처리하는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www.keysight.com/find/5G

5G 통신 | 키사이트 회사 소개 | 17

Aerospace & Defense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은 현대 상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인터넷, 무선 통신, 위성, 우주, 내비게이션, 자동차 충전 테스트 등은 모두
방위산업에서 진화된 것들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있는 지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키사이트는 상업 어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방위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서비스 연장 지원으로 더욱 긴 기간동안 부품 수리 및 교정
절차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www.keysight.com/find/ad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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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조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생산 증대를 위해 기존의 측정 솔루션을
늘려가는 대신, 소유 비용을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단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Missile Subassembly Testing Manager, Defense Contractor

www.keysight.com/find/ad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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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REALISM
IN ELECTRONIC WARFARE

표적, 전자전 및 대응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잡한 신호 발생과 고급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며, 수신단에서 다중 이미터와
정밀 구성요소 분석이 필요합니다. 키사이트의 고성능 테스트 장비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측정과 복잡성에 대비하십시오.

DON’T MISS A CRITICAL SIGNAL
차단, 수집, 감지, 제거, 모니터링, 추적, 트렌드 파악, 분석 등 어떤 목적이든지, 키사이트의 다양한 무선 기술과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기 감지, 평가, 응답의 가능성을 높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호 모니터링 솔루션에는
다양한 휴대용 혹은 벤치탑 툴을 비롯해 다양한 무선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www.keysight.com/find/ad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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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MMS
WITHOUT COMPLEX TROUBLESHOOTING

키사이트의 software-defined radios 및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킹 혁신을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고정 인프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통신을 재정의합니다.

COMPLETE TESTING
FOR SATELLITE WORKFLOW

유도 장치부터 위성 탑재체에 이르기까지 키사이트의 설계 및 검증 툴은 위성 및

PREPARE FOR A
NEW ERA

하부 시스템이 처음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더 확실히

OF SECURITY THREATS

보장합니다.

유럽 항공 안전청(EASA)의 전략 및 안전 관리 디렉터에 따르면, 항공 시스템은
매월 수천 건의 사건 비율로 공격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IoT,
고급 무선 통신이 결합되어 진화하는 커넥티드 세상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도
함께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더 이상 단순히 장비와 국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항공기, 센서, 위성 및 우주선의 보안 결함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가시성 및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여 보안
공백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을 예방하십시오.

www.keysight.com/fin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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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 Energy
오토모티브 산업은 전자 기술 혁명과 청정 에너지 에코시스템과의 융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90%의 차량이 커넥티드 카가 될 것이며,

2030년에는 전기 자동차의 비율이 30%에 이를 것입니다. e-mobility,
자율 주행, 커넥티드 카, 오토모티브 전자 장치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현재의
최첨단 기술은 불과 몇 년 내에 기초 기술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작업에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토모티브
산업이 이에 도전합니다.
수백 년 전통의 제조업체들은 하이테크놀로지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로 거듭나며,
매일 신생 업체가 새롭게 부상합니다. 키사이트는 오토모티브 업계 설계자와
제조업체에 최첨단 설계 및 테스트 솔루션 혁신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오토모티브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안전 위험을 줄이고, 고품질, 고성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키사이트의 다양한 서비스에는 완전한 EMC
테스트 랩 및 테스트 장비의 활용 및 상태 모니터링이 포함되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keysight.com/find/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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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 및
측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키사이트의 경험을 통해
우리 조직은 오토모티브 산업의 미래 지능형 운송 시스템 개발에 있어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DINO FLORE, DIRECTOR GENERAL, 5G AUTOMOTIVE ASSOCIATION

www.keysight.com/find/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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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

OPTIMIZE THE EFFICIENCY OF ELECTRONIC
POWERTRAIN SYSTEMS
키사이트의 혁신적인 오토모티브 e-mobility가 공기 오염을 줄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키사이트가 발전시켜 온 전자, 화학, 통합 테스트 분야의 기술 덕분에 가능합니다. 에너지
에코시스템에서는 설계 및 테스트 매개변수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통합이 용이해지도록 새로운 전력 전자 장치를 설계하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을 개선하든, 자택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든 관계없이 최신 매개변수를
사용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키사이트의 최신 솔루션으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하십시오. 키사이트는 최점단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개발, 평가, 최적화를 지원하고, 차량이 출시되기 전 최대의 안전과 최고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AUTONOMOUS DRIVING:
PRECISELY DESIGN AND TEST LIFE-CRITICAL SENSORS
자율 주행은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가장 야심차게 개발 중인 영역입니다. 현재
주류인 인간 주행 차량과 시제품 단계의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은 안전을 대폭 개선 중이며 수많은 생명 구조를 책임지게 됩니다.
센서 융합, 고속 정보 시스템,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은

1000분의 1초 내에 조향 또는 제동 등의 직접적인 주요 조작을 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공지능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토대가 됩니다. 핵심 기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술을 구현해야 할 뿐
아니라 최고의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솔루션을 사용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시연해야 합니다. 키사이트의 오토모티브 테스트 솔루션은 77~79GHz
주파수와 5GHz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고 물체를 감지하는 차량용 레이더
신호를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도로 위의 잠재적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www.keysight.com/find/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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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CAR:

VERIFY VEHICLE-TO-EVERYTHING (V2X) WITH POWERFUL EMULATION AND TEST SOLUTIONS
커넥티드 카는 V2X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디바이스, 다른 차량, 주변의 인프라 노드와 통신합니다. 커넥티드
카는 주변 차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 정보를 공유합니다. 차량의 V2X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셀룰러 + Wi-Fi 에뮬레이션 및 테스트 솔루션을 활용해 LTE, LTE-Advanced, 5G, DSRC(802.11p),

WiFi, Bluetooth, NFC 등 커넥티드 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무선 기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의 다양한 통합
통신 기술은 설계 및 생산 시 엄격한 테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키사이트의 모든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십시오.

AUTOMOTIVE ELECTRONICS:
SAFETY THROUGH INTELLIGENT ELECTRONICS TESTING

오토모티브 전자 장치는 운영 및 진단, 편의성 및 편리함, 안전 및 보안을 아우르는 기본 플랫폼이며, e-mobility,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등 혁신의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자 기술의 통합과 발전은 결함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스마트 차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신 자동차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이어 압력을 모니터링 하고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며 엔진, 차체 또는 에어백 제어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따라서 오토모티브 전자 장치 공급업체는
다중 융합 기능을 지원하는 더욱더 복잡한 전자 장치 제어 유닛(ECU) 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동 부품을 제어하는
모든 지능형 전자 장치를 철저하게 테스트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키사이트는 제품 개발 및 제조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오토모티브 전자 장치에 대한 다양한 ECU 및 기능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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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IoT

Internet of Things (IoT)
IoT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더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셀룰러-IoT
및 무선 표준을 통한 무선 통신은 실제 출시에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거리나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는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IoT 시스템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키사이트의 IoT 테스트 솔루션은 물리적 계층

산업용 IoT

신호 무결성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층 부하 테스트 및 보안까지 네트워크 스택을
확장하여, 확장 가능한 IoT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oT 디바이스 제조 시

Test Asset Optimization 서비스의 실천 가능한 실시간 이용률 및 상태 정보를
통해 CapEx(자본 지출)와 OpEx(운영 지출)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IoT 웨어러블

스마트 홈

www.keysight.com/fin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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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기기 대부분이 치명적인
알람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키사이트의 도움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FDA 규정 승인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VP OF ENGINEERING, TOP 5 MEDICAL
DEVICE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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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BOARD RE-SPINS, ELIMINATE CROSSTALK, AND

GET TO MARKET FIRST

혼합 신호 집적회로(IC) 기술의 발달은 IoT 디바이스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디바이스가 프린트된
안테나, 다중 안테나, 다중 무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통합으로 저비용, 저에너지 소비, 더 나은 성능이 실현됩니다.
그러나 저전력, 고집적 혼합 신호 IC는 크로스토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신호 무결성(SI)과 전력 무결성(PI) 테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키사이트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툴은 모바일 산업 프로세서 인터페이스(MIPI)에서 DDR(Double Data

Rate), 구성 요소, 시스템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디지털 설계 및 상호 연결 표준에 걸친 동시 시뮬레이션의 정확하고
원활한 플로우를 지원합니다.

OPTIMIZE POWER CONSUMPTION
AND BATTERY LIFE
IN LOW-POWER IoT DEVICES

Gartner는 2022년경 일반 가정에서 500여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약 4억 1천 1백 개의 웨어러블 기기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배터리 구동 IoT 디바이스의 에너지 효율을 완벽히 최적화하려면 전류 드레인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키사이트의 전류 범위 조정
특허 기술을 채택한 높은 정확도의 배터리 드레인 테스트를 실시하여 IoT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대폭 개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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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WIRELESS
CONNECTIVITY
점점 더 많은 '사물(Things) '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끊김없는 무선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oT 디바이스는 다양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스펙트럼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다중 무선
간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선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oT 디바이스에 내장된 무선 모듈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키사이트
솔루션을 통해 고성능 설계를 구현하고 모든 핵심 IoT 무선 기술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여, 무선 연결성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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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다비이스와 환경 간의 전자기 간섭(EMI)은 헬스케어 IoT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 조절기, 보청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의
비정상 작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각도와 영향을 받는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불편함에 그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솔루션을 활용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측정,

EMI 사전 표준 적합 테스트를 통해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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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CELLULAR-IoT
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의 UX 테스트는 실제 조건에서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표준을 준수하고 운영자 기준에 맞는 성능을 보이는지 등 출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시 전 상호운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연구실 및
필드 테스트가 필수적 입니다. 키사이트가 연구실과 필드에서 더 빠르게 종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환경의 필드 테스트 진행을
통해 에어 채널을 철저하게 에뮬레이션하고 가상 드라이브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적 이동성과 셀 핸드오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컨포먼스 테스트 시스템은 3GPP 표준에 대한 협대역(NB) IoT와 CAT-M
검증 테스트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Global Certification Forum의

CAG#50(Conformance Agreement Group)의 가장 포괄적인 셀룰러 IoT
테스트 역량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VALIDATE TIME-SENSITIVE
NETWORK OPERATION
FOR INDUSTRIAL IoT
자동화 또는 프로세스 제어(Factory 4.0) 같은 분야용 산업 IoT(IIoT)에서
이더넷이 작동하려면 TSN(Time-Sensitive Networking) 프로토콜과 같은 기술
개선이 요구됩니다. 고정밀 타이밍, 이더넷을 통한 저지연 통신, 원활한 리던던시

(redundancy), 중앙 집중식 구성 및 컨트롤이 특징인 TSN을 사용하는 기업은 표준
이더넷을 사용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솔루션은 IoT TSN 구현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TSN 강화
이더넷이 융합 정보 기술/운영 기술(IT/OT) 네트워크를 허용하는 동시에 기존
연결성과 동일한 성능 및 품질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www.keysight.com/fin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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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E NETWORK
RELIABILITY AND
SECURITY
네트워크는 IoT 의 근간입니다.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테스트, 가시성 및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면, 연구실에서 신뢰성 및 보안 테스트가 가능하며 실제 트래픽과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수십, 수천, 많게는 수백만 개 연결을 시뮬레이션하여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어느 지점에서 연결이 끊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방대한 트래픽이나 협조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안 운영과 최고의 QoE(Quality of Experience) 를
보장합니다.

Keysight Leadership in Test &
IoT Solutions
Visionary Innovation and Performance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고객에게 업계 최고의 테스트 장비 구매 경험을
제공하며 하드웨어 설계와 모듈러, 자동화된 교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새로운 측정
과제를 해결합니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지닌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T&M IoT 시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Frost & Sullivan의 2016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FROST & SULLIVAN AWARD, 2017년 1월

www.keysight.com/fin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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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Infrastructure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꾸준히 발전합니다. 5G, AI, 가상 현실 (VR), IoT,
자율 주행 차량 등 신기술이 네트워크에 생성시키는 폭발적인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컴퓨팅과 성능 향상의 요구도 증가합니다.
키사이트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검증과
트래픽 로딩을 포함하여 물리 계층 1 테스트부터 계층 2-7의 전체 네트워크
테스트까지 모든 네트워크 계층에서 폭넓은 데이터 센터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는 고객들이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키사이트의 테스트 솔루션 덕분에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에

PAM4를 사용한 400GE 트랜스시버를
최초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 VP OF ENGINEERING, OPTICAL TRANSCEIVER MANUFACTURER

www.keysight.com/find/data-center-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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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PEED DIGITAL
SYSTEM DESIGN
5G, IoT, AI, VR,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속 디지털 표준이 빠르게 진화해야
합니다.
각 세대별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설계에서 새로운 테스트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뮬레이션, 분석,
디버깅, 표준 적합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속 디지털 설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키사이트가 고속 컴퓨팅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센터 연결, 소비자 가전기기에 대한 테스트 과제 예측,
성능 최적화 및 출시 기간 단축에 도움을 드립니다.

OPTICS AND PHOTONICS
기존에 장거리 전송에 사용되던 광학 코히어런트 기술이 메트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상호 연결로 발전해
왔습니다. 광학 트랜스시버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더 엄격한 사양 및 성능 마진으로 조밀한 전자 및
포토닉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트랜스시버의 크기와 비용, 전력 소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키사이트의
테스트 솔루션을 사용하면 광 트랜스시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하여, 차세대 고속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www.keysight.com/find/data-center-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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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Automation
엔지니어링 리더는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검증, 제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전자
제품을 개발하는 경로의 모든 단계에 신경써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측정 결과가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는 설계팀으로부터
받은 측정값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매끄럽게 정보를 전달하지않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설계, 테스트, 측정, 모니터링에 독립형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독립적 구조로 인해 많은 워크플로가 단절되어
비효율적이며,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 개발 워크플로 전반에서 설계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면 일상적인
업무가 가속화되어 효율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설계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공통
플랫폼에 있는 경우에는 설계, 테스트, 제조 과정의 단절이 제거되어 더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키사이트의 PathWave는 설계와 테스트를 연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 공동 데이터 모델과 공개 표준을 통해 제품
개발 사이클을 가속화합니다.

www.keysight.com/find/pat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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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 YOUR DESIGN IDEAS TO LIFE
PathWave Design은 회로 설계, EM 분석,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연계하는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설계와
시뮬레이션 시간을 가속화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AUTOMATE, ACCELERATE, AND
SCALE YOUR TESTS
PathWave Test는 팀과 테스트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고급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단일 사용자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규모 확장이 가능한 PathWave 테스트는 테스트 워크플로를 가속화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PERFORM ANALYTICS FOR
IMPROVED DECISION-MAKING
PathWave는 빅데이터의 검색, 시각화 및 이해를 통해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포함된 시각화 도구, 실시간 자산 모니터링,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 변칙을 예측, 예상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www.keysight.com/find/pat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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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모니터링 성능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정도가 걸렸으며,
패치를 적용해 서비스를 복구해야 했습니다.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솔루션 도입 후
모니터링 툴로 처리되는 패킷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Network
많은 IT 부서에는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지만, 보통의 IT 전문가는

서비스 수준 계약
(SLA)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크게
감소시켰고, 가시성
플랫폼 도입을 통해
IT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NETWORK MANAGER, REGIONAL SERVICE PROVIDER

성능 문제나 보안경고 알람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T 팀에게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IT 전문가에게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더 빠른 액세스를 제공하고, 발견되지 않은 채
잠복 중인 문제가 있는 사각 지대를 제거하여 자동화를 가속화하면, 현재의
리소스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네트워크 솔루션은
네트워크 성능 테스트, 네트워크 보안 검증,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 액세스,
회선 속도의 패킷 필터링, 모든 모니터링 솔루션으로의 관련 데이터 전송을 통해
모니터링 성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www.keysight.com/find/network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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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VISIBILITY
GET DEEPER INSIGHT INTO TRAFFIC
ON YOUR NETWORK

ELIMINATE NETWORK BLIND SPOTS
네트워크 보안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트래픽에 대한

상황 인지는 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 사각지대에서 네트워크 운용 중단, 성능 저하, 보안 침해 및 규제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기능입니다. 통신 송출 위치와 관련된 유저 정보,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탭을 제공하며, 업계 최고의

모니터링에 접근한 데이터 정보 확인 등의 상황인지

신뢰도와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능은 보안 및 성능 문제를 해결하여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를 이용하면, 보안 및 모니터링 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네트워크 운용을 극대화합니다.

IDENTIFY BOTTLENECKS AND
OPTIMIZE PERFORMANCE
네트워크의 장애를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시성 솔루션을 이용하면 패킷 전체에
대한 엑세스를 통해 빠르게 장애지점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INCREAS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MONITORING SOLUTIONS

가시성 플랫폼을 이용해 모니터링 성능 문제 해결에

모니터링 솔루션은 지정된 대역폭에서 트래픽을 수신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며, 수신된 트래픽이 정체되거나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패킷 손실이 발생합니다. 가시성 솔루션의 중복 패킷 제거, 헤더 스트리핑, 민감정보 마스킹, SSL 복호화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는 모니터링 및 보안 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보안 인프라 구축을 실현합니다.

www.keysight.com/find/network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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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TEST

AUTOMATE YOUR NETWORK TEST ENVIRONMENT
TaaS(Testing as a Service) 테스트 플랫폼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테스트 장비와
검증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 숙련된 테스트 전문가를 양성하십시오.
키사이트는 정확하고 신속한 테스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여, 최상의 네트워크
테스트 환경을 구현합니다.

VERIFY YOUR NETWORK
네트워크 인프라는 더 빠른 이더넷 속도, 더 높은 포트 밀도,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스위치 및 라우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모든 요구사항 변경 시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규모,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 공격 표면 탄력성 축소를 위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엔드 유저는 빠른
속도와 강력한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설치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테스트 장비를 통해 최신 어플리케이션 및
트래픽의 양, 다양한 사용자 행동이 검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키사이트의
테스트 솔루션은 실제와 동일한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하여, 모든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검증하고 테스트 합니다.

www.keysight.com/find/networktest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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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ECURITY

STRENGTHEN AND VALIDATE
NETWORK SECURITY

EFFICIENTLY MONITOR
ENCRYPTED TRAFFIC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침해당하기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 맬웨어(Malware)나

이전에 취약점을 파악해 해결해야 합니다. 키사이트의

익스플로잇 등의 악성코드가 유입됩니다. 키사이트의

ATI(어플리케이션 및 위협 인텔리전스) 리서치 센터의

가시성 플랫폼은 위협탐지를 위한 암호화된 트래픽에

최신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로

대한 가시성과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유입되는 악성코드 및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보장합니다. 또한 키사이트의 SSL/TLS 복호화는

차단하십시오. DDos ,익스플로잇,맬웨어(Malware),
퍼징(Fuzzing)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안 취약점을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유출과

파악하십시오. Breaking Point 테스트 플랫폼을

보호합니다.

암호화된 통신을 통한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포함한 키사이트의 보안 솔루션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전에 검증하여, 보안을 유지합니다.

TRAIN YOUR SECURITY TEAM TO BE CYBER WARRIORS
실제와 동일한 트래픽 시뮬레이션과 세계적인 ATI 리서치 센터의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해커의 공격 툴과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격 표면을 줄이고 실시간으로 공격을 차단하십시오.
사이버 레인지(Cyber Range) 트레이닝 서비스는 Breaking Point 보안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사이버 보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NCREASE SECURITY RESILIENCE
보안 인프라에 일시적인 오류 및 중단 문제 발생 시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보안 탄력성이 뛰어난 가시성 플랫폼은
엔드 투 엔드 가시성을 확보하여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키사이트 솔루션은 탄력적 보안
아키텍쳐의 핵심인 신속한 침해 인지와 복구를 통해 잠재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www.keysight.com/find/networksecurity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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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 APPLICATION PERFORMANCE AND
PROTECT AGAINST SECURITY THREATS

Cloud

모든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에서의 패킷 레벨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 탁월한 가시성과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상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유지하면서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빠른 시장접근과 비용절감, 확장성과 유연성이 개선되지만, 전통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술은

키사이트의 가시성 플랫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관리하기가

클라우드 상 어플리케이션 성능 저하와 보안 위협 발생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고, 모니터링 및 보안 장비 추가 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을 놓치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모든 인스턴스에서 수신되는 패킷 데이터가 CloudLens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어 설정된 보안 모니터링 툴로 전송되는 덕분입니다.

BULLETPROOF YOUR CLOUD SECURITY
실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와 현재 클라우드 상에
악성코드를 시뮬레이션하여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쳐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을 확보하십시오.
키사이트 테스트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성능과 보안성을 검증합니다.

— MANAGER OF CLOUD INFRASTRUCTURE, DIGITAL MEDIA PROVIDER

PINPOINT THE RIGHT DATA TO OPERATE
CLOUDS EFFICIENTLY
단순한 Drag-and-Drop 설정을 통해 데이터를
필터링 하고 중복 패킷을 제거하여, 보안 및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키사이트 솔루션은 가상 환경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올바른 툴로 전달하여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강력한 보안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keysight.com/find/cloud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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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YOUR

Innovation Investment
엔지니어들은 적합한 리소스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실은 엔지니어들의 작업장이며, 모든 장비는 구매한
날과 똑같이 작동해야 합니다. 키사이트는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로 기업의 가속화와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혁신
인베스트먼트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새로운 장비 취득 시 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인증된 수리 및 교정은 물론 장비 활용 및 상태 분석을 통해 라이프사이클 비용 및 위험 노출을 대폭
감소시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력에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다음 혁신
개발을 구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One-stop Calibration

Repair

Used Equipment from Keysight

Technology Refresh Services

6, 12, 24, 36개월 단위로

키사이트가 고객을 방문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키사이트

일정과 예산에 맞추어 최신

키사이트뿐 아니라, 타사의 장비까지

장비를 수리해 드립니다.

신제품과 동일한 품질로 교정된

테스트 장비로 업그레이드 또는

함께 교정하여 최고의 성능을

장비를 키사이트로 보내주셔도

계측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수리 가능합니다.

• 키사이트의 TaaS(Test-as-a-Service)와 EMC 상품 및 서비스의 역량과 완벽한 솔루션을 활용해 시장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총 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역량을 최적화하고 기술 리프레시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혁신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장비는 키사이트에게 맡기고, 고객사는 미래의 산업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www.keysight.com/find/contactus

Consulting Services

Financial Services

Training Services

Infoline Support Portal

테스트 워크플로와 시장 출시 시간을

금융, 렌탈(구입 가능), 리스

eLearning 및 강의실

보증 기한, 교정 인증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키사이트 전문가가

등의 방법을 통해 최고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서비스 상태 등 키사이트 제품 정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확보하십시오.

배워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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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Elevated.
간단한 설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든 설계가 "최첨단"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래 설계 및 테스트 툴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고객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Accelerate Your Development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툴, 답변, 지원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막대한 낭비입니다. KeysightCare는 생선성 향상을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필요한 순간, 원하시는 지원을 받으십시오. KeysightCare는 모든 테스트 및 측정 기능 전반에 걸쳐
서비스와 지원을 혁신하여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본 워런티를 훨씬 뛰어넘는 완전한
고객 관리를 위해 KeysightCare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수리 요청에 대해 약속된 응답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 장비 수리, 교정, 구성을 통해 테스트 자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 예방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향상 및 오류 수정을 제공하겠습니다.

ASSURED

빠른, 전담 지원 서비스

ENHANCED

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 서비스

PERFORMANCE

전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지원

• Assured, Enhanced, Performance 등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서비스 수준 선택 옵션을 제공하겠습니다.

www.keysight.com/find/keysightcare

√ 지원 서비스

√ 빠른 수리 및 교정

√ 긴급 응답 서비스

√ 지식 센터

√ 맞춤형 지원

√ 데모장비 지원(옵션)

√ 기술 포털

√ 빠른 응답 서비스

√ 현장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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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YOU, WE STRIV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키사이트의 사회적 책임(CSR) 비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키사이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여 전 세계를 연결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인 CSR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MEASURING WHAT MATTERS
CSR 프로그램의 기반은 6가지 활동이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CSR의 일환으로 여러 기업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thical Governance

The Environment

Responsible Resourcing

Our People

Communities

Our Solutions

키사이트는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키사이트는 천연 자원 보존, 배출 감소, 폐기물

키사이트는 전략적 공급업체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키사이트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작업 환경을

키사이트는 현지 및 글로벌 자원봉사에 동참합니다.

키사이트의 신뢰성이 높고 오래 지속되는 전자

영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전략 및 운영 정책과

최소화, 오염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공급업체

유지하여 상호 호혜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

중시합니다. 공정한 채용 관행을 우선시하며 비차별

수많은 자선 단체 및 교육 단체를 지원하며

측정 솔루션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바탕으로 지원 투명성, 지속 가능성과

및 계약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술, 비즈니스 운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및 평등한 기회와 관련된 법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합니다.

고안되었으며 제한된 환경 자원의 가치를

법규 준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제품 보상판매 및 회수

또한 인권 문제, 환경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가치와 관행을 준수한 결과, 업계 최고의 작업 환경을

여기에는 키사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극대화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은 기술을 갱신하고 수명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급 체인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 및 할인 제공, 월 4시간의

다한 제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합니다.

www.keysight.com/go/csr

직원 유급 봉사활동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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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SIGHT

Leadership Model
Our Proven Path to Customer Success
키사이트의 리더십 모델(KLM)을 통해 고객과 주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철학이
키사이트의 모든 운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혁신과 가속화,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고객의 비즈니스와 기술적 성공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향을 예측하여 연구 개발에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투자를 하며, 시장 전망을 앞서 최초의 솔루션을 출시시킬 수 있는 시장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키사이트는 관행과 절차가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우수한 운영에 대해
끊임없는 고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를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달성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업계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며
무결성을 따르는 운영 철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www.keysight.com/go/leadership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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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öeblingen, Germany
Roseville,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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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and, Colorado

Beijing, China

Seoul,
South Korea

Hachioji, Japan

Colorado Springs, Colorado
Kobe, Japan
Barcelona, Spain
Málaga, Spain

Chengdu, China
Manesar, India

Penang, Malaysia

Singapore

AROUND THE WORLD,

We Are Ready to Help
You Change It.
•

직원 약 13,000 명*

•

100여 개국에 150개 허브

•

전 세계 13 개국에서 R&D 센터 운영

•

1,000건 이상의 특허 보유

•

4,000가지가 넘는 제품 보유

•

40개 서비스 허브

•

ASIC 디자인 센터 및 전용 제조 시설

•

전 세계 각지의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광학 구성요소 및
마이크로전자 패키징 전용 기술 센터
*2018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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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BILL HEWLETT, CO-FOUNDER OF WHAT IS NOW KEYSIGH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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