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전자전 측정 및 평가 솔루션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전자 측정의 세계적 선두주자인 키사이트가 테스트용 전자전(EW) 시스템에 대해 
포괄적인 설계, 테스트, 검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키사이트는 민간 협력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고도의 맞춤형 EW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고객사 팀과 협력하여 현실성을 높이고 테스트 및 평가와 관련해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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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W 위협 환경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EW 시스템 검증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테스트 및 
평가 프로세스의 현대화와 개선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므로 EW 시스템이 레이더 위협을 정확하게 식별 및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갖춰야 합니다. 정확도가 높은 복합 이미터로 인해  
EW 측정 및 평가에 대한 과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밀도가 높은 환경을 시뮬레이션 
및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기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국방 
관련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W 측정 및 평가 기능, 방법, 
솔루션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테스트 중인
멀티 포트 EW 시스템

위상 동기식
UXG 애자일 신호 소스

소스 교정
자동화

멀티 채널
신호 분석 플랫폼

 

그림 1. 테스트 중인 다중 포트 EW 시스템 

대다수의 경우 EW 측정 및 평가(T&E)는 EW 설계 엔지니어가 널리 사용할 수 없는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맞춤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데, 가장 사실적인 환경에서 
테스트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W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배포 전반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려면 오류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사이트의 다양한 상용제품(COTS) 빌딩 블록을 사용하면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하고 연구 및 
개발 단계의 디지털 모델링부터 시스템 통합, 비행 테스트, 완전 작동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 테스트 및 측정 블록을 사용하거나 키사이트의 팀과 협업하여 탁월한 
품질의 EW 측정 및 평가 솔루션을 만들고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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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실

시뮬레이션된 테스트용 
EW 시스템(SUT)으로 리스크 감소
오늘날의 EW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며 아키텍처도 복잡합니다. 테스트용 EW 시스템
(SUT)의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전에 디지털 모델링을 진행하면 개발 기간이 길어질 
리스크가 줄어들고 프로그램 비용이 감소합니다. 키사이트의 SystemVue 레이더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통해 시스템의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고 다중 경로 반사, 간섭, 
방해 전파, 대상, 클러터 등의 환경 영향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EW 시스템 
처리, 알고리즘, 관련 조치를 검증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적 비행 경로, 다중 이미터, 
방해 전파, 간섭자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분석

RF 하드웨어, 안테나, 위상 
배열 효과 및 환경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장 비행 
테스트 비용 감소 및 시간 단축

R&D 연구실 테스트



키사이트의 광범위한 COTS 테스트 및 측정 장비는 HIL(Hardware-In-the-Loop) 테스트를 
진행할 때 시스템이 디지털 모델에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으로 이동함에 따라 확장 가능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신호 생성용 임의 파형 발생기와 Agile 벡터 신호 발생기, 그리고 
신호 분석용 신호 분석기(오실로스코프 및 디지타이저)를 제공합니다.  
SystemVue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하드웨어 테스트 설정을 제어하십시오.

SystemVue
테스트 일정 관리

고급 측정

레퍼런스 수신기

SUT 출력 캡처

SUT 구성

고급 신호 생성

계측기 구성

신호
발생기

SUT 신호 분석기/
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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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정확도 개선
레이더 위협과 대상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파수에서 
수백 나노초를 기준으로 진폭을 안정화시키고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Agile 신호 
발생기가 필요합니다. RF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경우 해당 제품의 
내부 변조 대역폭이 관심 위협 주파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합니다.

키사이트 N5194A UXG X-시리즈 Agile 벡터 어댑터, 
50 MHz ~ 20 GHz

키사이트 N5193A UXG Agile 신호 발생기, 
10 MHz ~ 40 GHz

시스템 통합 및 검증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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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UXG Agile 신호 발생기는 위상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채로 빠르게 주파수 호핑을 
수행할 수 있어 신호 발생기의 40 GHz 범위 전반에서 복잡한 위협 환경을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데 적합합니다.

•	 신호 발생기가 이미터 주파수를 호핑하는 상황에서 원래 위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주파수에서 다중 펄스 도플러 레이더 지원

• 수천 개의 레이더 위협 이미터와 수백만 개의 초당 펄스, 고유한 안테나 스캔을 
포함하는 EW 시나리오

• 20GHz 범위 기준의 선형 및 비선형 주파수 변조 처프를 포함하는 UXG 벡터 
어댑터를 통한 펄스 관련 IQ 맞춤 복합 변조(그림 4 참조)

• UXG 여러 대를 연결 확장하여 높은 펄스 밀도 환경으로 펄스 밀도를 높이고 펄스 간 
시뮬레이션 또는 다중 포트 도래각(AoA) 시뮬레이션 수행 가능

• 시간, 위상, 진폭 또는 모두와 관련해 여러 포트(다양한 UXG)에서 재생되는 
스태거링 동일 펄스와 다수의 UXG를 통한 AoA 시뮬레이션1

1 키사이트 맞춤형 위협 시뮬레이션 솔루션의 일환으로 다중 소스 교정(MSC)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키사이트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림 4. 2개의 1.5GHz 대역의 LFM 처프 이미터, 7GHz(1개의 UXG 소스 제외)  
 UXG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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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테스트 중인
EW 시스템

Rx

Tx

펄스 설명자
워드 기반 작동
- �Gb LAN 또는 SSD 스트리밍, �Mpps 이상
- �� GB LAN 스트리밍, ��Mpps 이상

펄스 설명자 워드 데이터에
사용자 RF 교정 적용
- 대상: 테스트 입력 포트 아래의 시스템

펄스 수 보고
- 수신, 재생, 만료 또는 충돌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을 갖춘 UXG는 다음과 같은 레거시 및 신뢰할 수 없는 RF 소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N5193A

• 레거시 호환성을 위한 2진화 10진수(BCD)
• 최저 지연 HITL을 위한 저전압 차동 신호(LVDS)

N5193A 및 N5194A 펄스 설명자 워드(PDW) 스트리밍

•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스트리밍(512 GB SSD)
• 1Gb LAN 스트리밍
• 10Gb LAN/옵티컬(N5193A 옵션 CC3)

EW System
Under Test

Rx

Tx

Pulse Descriptor Word
Based Operation
- 1Gb LAN or SSD streaming to > 1Mpps
- 10 GB LAN streaming to > 10Mpps

Applies User RF Corrections
to Pulse Descriptor Word Data
- To system under test input port

Reports Pulse Counts
- Received, played, expired, or coll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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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펄스 설명자 워드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SUT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MESG 소프트웨어

PDW 생성

정부 소유 PDW
테스트 중인

멀티 포트 EW 시스템
UXG 애자일 신호 발생기가 있는

위협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시나리오 생성 방법

Rx

Tx

 
UXG의 유연한 아키텍처 및 레거시 위협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기능은 현재 사용 중인 
RF 소스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위협 시뮬레이터에 통합하기 좋습니다.

간편하게 이미 생성된 펄스 설명자 워드(PDW)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Excel, Matlab, 
키사이트의 N7660C 다중 이미터 시나리오 생성 소프트웨어 또는 Z9500A 시뮬레이션 
보기 소프트웨어1 등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N7660C 및 Z9500A 소프트웨어에는 미국 ITAR 수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키사이트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림 5.  높은 펄스 밀도 환경 생성 및 시간 도메인에서 시뮬레이션 확인, AoA 및 운동학 컴퓨팅

실시간으로 탐색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임 보드 PDW 보고서 및 SUT 모니터링

자동 RF 검증과 PDW 보고서 및 SUT 모니터링 3D 시각화 도구

MESG SOFTWARE

PDW GENERATION

GOVERNMENT OWNED PDW

EW System
Under Test

Threat Simulation Hardware 
with UXG Agile Signal Generators

Scenario Generation
Methods

Rx

Tx



 11

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사전 스크립팅된 시나리오를 위한 N7660C 다중 이미터 시나리오 생성(MESG)과 동적 
실시간 시나리오를 위한 Z9500A 시뮬레이션 보기를 사용하여 UXG Agile 신호 발생기에 
대해 검증된 EW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표 1. N7660C 및 Z9500A 기능 비교

N7660C Z9500A 

자동 AOA 및 운동학 계산  
다중 이미터 지원  
펄스 하락 보고  
레거시 데이터 변환  
시나리오 게임 보드  
플러그인 개방형 아키텍처 
DIS 프로토콜을 통한 워 게임 
탐색 데이터 입력 
실시간 PDW 스트리밍 
자동 RF 출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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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고도로 복잡한 신호 환경을 확인, 캡처, 분석, 파악하십시오

사후 분석을 위한 스트리밍

라이브 측정

실시간 분석
테스트 중인
EW 시스템

신호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및 디지타이저를 포함한

신호 분석 플랫폼

Rx

Tx 데이터 저장소

고밀도 환경의 넓은 대역폭과 복잡한 펄스 변조 유형 때문에 EW 자극 및 전자 공격 리소스를 
분석 및 채점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디지타이저를 
포함하는 키사이트의 다양한 COTS 분석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통해 
넓은 변조 대역폭으로 EW 환경을 최대 110 GHz까지 캡처 및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도플러 변위와 펄스 PRI를 검증하기 위한 이중 도메인 분석



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키사이트 N9067C 및 89601B 펄스 분석 소프트웨어 기능: 

• 펄스 폭, PRI, 변조 유형 등의 특성(선형 및 비선형 변조 포함)을 기반으로 하는 펄스 
채점 필터를 통한 위협 차별화

•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으로 긴 시나리오 캡처 

• 상관 관계 및 사이드로브 측정 

• 주파수 도메인 분석을 위한 좁은 대역폭과 시간 도메인 분석을 위한 더 넓은 대역폭을 
통한 이중 도메인 분석

• 레이더 출력 파형 검증을 돕는 순차적 펄스를 비교하는 펄스 유사성 점수1

• 레이더 모드 변경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펄스 트레인 검색1

1 키사이트 89601B에만 포함되어 있는 기능

 
그림 7.  레이더 모드와 패턴을 보여 주는 래스터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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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및 검증 연구실

전자 공격 시스템 출력 레코딩, 채점, 분석 
펄스 대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레코딩 및 분석할 수 있는 레이더 레코더는 전자 공격 시스템의 
출력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멀티 채널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키사이트의 
레이더 레코더는 실시간 측정값과 PDW 채점을 사용하여 측정된 펄스를 빠르게 검증합니다. 
테스트 정확도를 높이고 레코더의 확장성, 역량, 지원을 대폭 개선합니다.

그림 8.  컬러 코드로 표시된 채점 결과와 펄스 데이터 수집 
후의 펄스 간격 특성

그림 9.  짧은 전력 펄스, 쉽게 필터링이 가능한 펄스 특성 
테이블, 모든 펄스의 히스토그램을 포함하는 PDW 브라우저

키사이트 Z2099B 제품군의 주요 이점:

• 입력과 출력에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2개 채널을 레코딩할 수 
있는 광대역, 다중 채널 설계. 

• 테스트 정확도를 높이고 측정된 펄스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실시간 
측정 및 PDW 채점. 

• 정교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규모 PDW 데이터의 손쉬운 확인 및 
분석 가능.

• 데이터 오프로딩 및 분석과 레코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스태거링된 
채널 캡처.   

• 휴대 가능한 소형부터 완전한 시스템까지 레이더 레코더의 손쉬운 확장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시스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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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시스템 
테스트 시설

COTS EW 신호 생성  
및 분석 빌딩 블록
키사이트는 EW 위협 시뮬레이션 및 분석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빌딩 블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 다중 채널 및 다중 포트 위협 시뮬레이션을 위한 N5193A/94A 
Agile 신호 발생기 

• 광대역 검증 또는 베이스밴드 위협 시뮬레이션을 위한 임의 파형 
발생기

• 광대역 신호 분석을 위한 오실로스코프, 신호 분석기, 디지타이저

• 폐쇄 루프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연한 FPGA 도구와 스토리지 및 
스트리밍 옵션

PDW
분석

PDW
생성

테스트 중인
EW 시스템

시스템
컨트롤러

신호
생성

신호
분석

Rx

Tx

설치된 시스템 테스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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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시스템 
테스트 시설

유연한 EW 위협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솔루션 
키사이트는 측정 및 교정 과학 부문과 관련해 긴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전문가 팀과 함께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EW 테스트 시스템을 구성 및 설계해 보십시오. 
키사이트의 솔루션은 전체 시스템 통합과 자동 다중 소스 및 시스템 수준 교정을 
포함합니다. 

유연한 다중 포트 구성으로 고밀도 AOA 시뮬레이션 생성

• 진폭, 위상, 시간 교정을 통한 다중 소스의 전반적인 코히런시 보장

• MESG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동적 PDW 기반 시나리오 생성 시스템과 호환되는 
위협 시뮬레이터

RF 및 처리 신호의 넓은 대역폭 스트리밍 레코딩, 다중 채널을 사용하여 신호 환경 캡처

• 신호 선택, 하위 변환, 디지털화, 신호 처리, 데이터 저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의 통합된 조합 사용

• RF 테스트 및 신호 처리 레코딩에 캡처 후 분석 
소프트웨어 적용

EW 시스템은 프로그램 
또는 테스트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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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범위 테스트

시퀀싱된 실시간 PDW 파일 
EW 신호 생성을 위해 시퀀싱된 실시간 스트리밍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OTA(Over-The-Air) 테스트나 개방형 테스트에서 다수의 지상 기반 레이더를 
시뮬레이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UXG 신호 발생기는 GPS와 같은 PPS를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모듈과 동기화됩니다. 여러 박스가 동기화되면 동일한 세계 표준시에 
트리거됩니다.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UXG 스택을 하나의 중앙 위치에서 
관리

• 초기 프로토타입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동일한 PDW 
라이브러리 및 위협 시뮬레이션 파일을 사용해 기내/작동 
수신기 및 프로세서의 효율성과 안정성 검증

• 여러 실험실 또는 장소의 관련 UTC에서 동일한 파일 및 
시뮬레이션 재생

야외 범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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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검증

사전 임무 진행/진행 불가 테스트
시스템이  현장에 배포되면 작동 준비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임무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FieldFox 핸드형 마이크로파 분석기는 클린룸부터 사막, 바다, 열대 기후, 북극을 
비롯해 여러 지형과 극한의 환경에 속한 현장에서 벤치탑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을 포함해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측정을 자신 있게 수행하십시오. 

• 수신기 테스트

 – 노이즈 지수 

 – CW 소스를 통한 기능 테스트
• 이미터 검증

 – 전력계, 스펙트럼 분석기,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50 GHz)로 신호 출력 및 특성 검증

 – USB 피크 전력 센서를 통해 최대 40 GHz까지 펄스 프로파일링

• 전체 RF 체인 또는 개별 구성 요소, 방사 또는 폐쇄 루프 Operation 확인

 – 안테나, 케이블, 변환기, 앰프

 – DTF(Distance-To-Fault) 및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 Operation 확인 GPS: 반송파-노이즈 밀도(C/N) 및 분포 앰프 평가

작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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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검증

 
그림 10.  Fieldfox를 통해 비행 대기선에 대한 펄스 측정값 생성 

 
그림 11.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으로 모든 신호 캡처

 
그림 12. 강력한 Fieldfox 케이블과 안테나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스템 Operation 확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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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지원

키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해 첨단 테스트 솔루션을 채택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서비스는 전자전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 및 지원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예산과 일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측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키사이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측정과 시스템 가동 중단 
시간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며 작동 중에 디바이스에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롭고 고유한 위협들이 생겨나면서 지속적인 현대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리프레시 서비스로 최적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구현하여 업그레이드와 보상 판매 서비스가 지원되는 
즉시 테스트 장비를 최신 기술로 현대화

• 19개 나라에 36개의 서비스 센터를 둔 키사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계측기가 사양에 맞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 확보

• 시스템 교정 서비스를 통해 테스트 시스템을 분리 
및 재조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하고  
진정한 수익 개선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및 지원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업그레이드 예산이 거의 필요 없으며 때때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레거시 계측기에 대한 교정 절차 및 수리 부품 가용성 확보하기 위해 확장된 지원 
플랜 사용 

•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테스트 및 지속성 계획에 대한 키사이트의 전문성 활용

• 단일 연락 지점을 통해 모든 테스트 자산을 교정함으로써 물류 관련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스톱 교정 서비스 활용

더 나은 성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로 인해 계속해서 설계가 복잡해지고 테스트 
마진이 줄어들고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며 여러 벤더의 계측기로 구성된 복잡한 테스트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키사이트 프로세스 분석 서비스로 테스트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테스트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 키사이트 및 타사 전자 계측기에서 승인 받은 표준 실험실 교정을 통해 작동 성능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확도 확보

• 대여 서비스, 현장 교정, 현장 상주 전문가를 통해 가동 중단 시간 관리

• 시스템 교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테스트 시스템이 계산된 테스트 시스템 불확실도에 
맞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장함으로써 리스크 최소화 및 비용 감소

EW를 위한 키사이트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서비스1:

• EW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SUT 입력에 대한 교정 구성, 자동화, 검증

• EW, 레이더 및 RFMW 시뮬레이션, 이론 및 측정 교육

1 자세한 내용은 현지 키사이트 영업 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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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ysight.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품,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키사이트로 
문의하십시오. www.keysight.com/find/contactus

추가 정보
키사이트의 전반적인 테스트 및 평가 솔루션을 통해 테스트용 EW 시스템의 전체 
수명 주기를 완벽하게 지원하십시오. 키사이트의 EW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m/find/ew를 방문하십시오.

당신의 전자전 솔루션 파트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전문가의 고유한 결합을 통해 고객 여러분이 한 
차원 높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키사이트의 EW 솔루션은 업계와 
발을 맞춰 왔으며 계속해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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