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 원스톱 교정 서비스
키사이트 및 타사의 테스트 장비에 적용되는 단일화된 교정 솔루션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트너인 키사이트가  
제조업체에 관계 없이 모든 테스트 장비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을 개선합니다.

모든 전기, 물리, 치수 및 광학 계측기의 방문 교정 서비스 
창구를 믿음직한 파트너인 키사이트로 단일화하십시오.

주요 이점
성능 향상

 – 자산 활용도 상승
 – 교정 소요 시간 감소
 – 만기일이 지난 교정 사례 감소

  

복잡성 감소

 – 연락창구 및 책임 소재 단일화, 토털 맞춤식 솔루션,  
품질 검사 절차 일원화

 – 정기적 성능 검사와 자산 보고 체계 
(예: 서비스 이력, 서비스 비용, 인증 상태 등) 통합

 – 여러 제조업체와 거래할 때에 비해 시간, 노동력, 비용 감소

비용 절감

 – 확실하게 고정된 가격 정책으로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 우려 해소
 – 거래하는 업체를 단일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과도한 예비 장비 및 렌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 해소

사례 연구

어느 세계적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회사는 키사이트의 
원스톱 교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간 백만 달러 이상의 
교정 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테스트 장비의 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96% 단축했습니다. 고객 교정서비스는 고객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나, 키사이트 교정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현지 키사이트 고객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원스톱 교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keysight.com/find/calibration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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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광학

 – 각도
 – 편평성
 – 길이
 – 확대율
 – 직진도/평행성
 – 나사 규격

 

전기

 – AC 전류
 – AC 전류/전압비
 – AC-DC 차이
 – AC/DC 전압
 – 커패시턴스
 – DC 비율
 – DC 저항
 – 인덕턴스
 – 위상각
 – 정현/충격 감도

 

전자-광학

 – 감쇠
 – 색온도
 – 광섬유 전력
 – 레이저 전력
 – 광도
 – 파장

물리

 – 공기 속도
 – 밀도
 – 이슬점/서리점
 – 기체 유속
 – 힘
 – 헬륨 누출
 – 습도
 – 질량
 – 압력
 – 온도
 – 토크
 – 진공

RF/마이크로웨이브

 – 안테나 이득
 – 감쇠
 – 주파수
 – 임피던스/임피던스 반사 계수
 – 선형 안테나 프로브의 축 편파
 – 선형 안테나 프로브의 주요 구성요소 
패턴

 – 노이즈 온도, ENR(Excess Noise Ratio)
 – 위상 노이즈/위상 편이
 – 전력

키사이트 원스톱 교정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