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RTSA)  
PXA X-시리즈 신호 분석기  
N9030A/N9020A - RT1 & RT2

기술 개요



 –  5 ns의 짧은 구간에서도 100% POI 신호 감지

 –  160MHz의 실시간 대역폭에서 최대 50GHz 주파수 범위까지 스캔

 –  대신호와 소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최대 75dB의 SFDR(Spurious Free Dynamic Range)

 –  별도의 전용 계측기 불필요 : RTSA는 최신 또는 기존 PXAS/MXAS의 업그레이드 옵션

 –  89600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복잡한 신호 완벽 분석

 –  실시간 스펙트럼 리코더와 분석 어플리케이션(옵션 RTR)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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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만의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

PXA와 MXA는 실시간 신호분석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최초의 메인스트림 
신호 분석기 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분석기로 언제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전환이 가능해 재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PXA 또는 MXA는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 시 성능을 높이며, 유연성과 유용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려줍니다.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RTSA) 옵션은 
PXA의 감도를 비롯해 분석 대역폭, 주파수 
범위와 가장 중요한 POI(Probability 
of Intercept)의 우수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실시간 PXA는 대신호에 가깝게 
발생하는 소신호를 포함해 RF 신호를 
연속해서 포착합니다. 그 밖에 조건부 
트리거링 기능을 이용하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신호를 
캡쳐하고, 측정하며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보다 많이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품 비교 및 기타 동영상은  
YouTube (http://qrs.ly/3o2ykl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양 요약

PXA MXA

주파수 범위

최소: 3Hz 최소: 10 Hz

최대: 3.6, 8.4, 13.6, 

26.5, 43, 44 그리고 

50 GHz

최대: 3.6, 8.4, 13.6, 

26.5 GHz

실시간 분석 대역폭  
(determined by  
analysis BW option)

85 또는 160 MHz 85, 125, 또는 
160 MHz

옵션 RT2로 검출가능한  
최소신호 (in all display types)

5 ns (Opt B1X),
11.42 ns (Opt B85)

5 ns (Opt B1X),
8 ns (Opt B1A),
11.42 ns (Opt B85)

화면에 출력되는  
평균 잡음 레벨

–157 dBm/Hz at 
10 GHz, preamp off

–153 dBm/Hz at  
5.8 GHz, preamp off

불요파가 없는 전력범위 
(SFDR) 160-MHz BW

최대 75 dB 최대 7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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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분석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PXA 고성능 분석기로 모든 신호를 분석
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가 최신 PXA  
또는 기존 PXA 또는 MXA 신호 분석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RTSA)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TSA 옵션을 추가할 경우,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포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신호까지 확인하고,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실시간 
PXA 또는 MXA를 89600 VSA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복잡한 신호의  
특성까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개발 가능합니다.

키사이트 RTSA를 이용해 다양한 신호 속  
시스템 및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보십시오. 
어떠한 신호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신호도 분석 가능한 PXA

주파수 호핑

Ka-Band 위성 신호의 진폭과
주파수 변화

LTE-Advanced 상향링크 신호의 주파수 호핑

실시간 분석의 정의

디지털 중간 주파수(IF) 구간을 통한 
스펙트럼 분석기나 신호 분석기에서의 
실시간 연산은 일종의 측정 결과 또는 
트리거링 연산으로 대부분의 신호 샘플이 
처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측정 결과는 기존 스펙트럼 측정에 
상응하는 스칼라(전력 또는 크기)로  
표시됩니다.

실시간 RF 분석기는 연속(gap-free) 
분석 외에도 고속 측정, 일관적인 측정 
속도,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링, 그리고 
특화된 복합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처리에 따른 단일 
스펙트럼 스트림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복합 스펙트럼 디스플레이와의 결합이나 
성공적인 리미트 마스크 비교를 통해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모두 
RTSA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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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기 어려운 신호 캡쳐 및 분석

실시간 PXA와 MXA에는 넓은 대역폭,  
효과적인 다이나믹 레인지, 더욱 높은 POI, 
그리고 통합 분석 기능, 이렇게 혁신적인  
4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 또는 여러 제품  
조합을 통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욱 넓은 대역폭과 효과적인  
다이나믹 레인지

PXA와 MXA는 IF 대역폭, 신호 샘플링 및 
신호 처리의 필수 조합을 통해 160MHz의  
대역폭을 연속 처리합니다. 이 연속 대역폭은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뿐만 아니라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FMT), 연속 시간 캡쳐,  
그리고 IF 크기 트리거링을 위한 실시간  
크기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PXA와 MXA는 최대 160 MHz의 분석  
대역폭에서 대신호와 소신호를 함께  
검출할 수 있도록 75 또는 72dB의  
SFDR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레인지는 PXA의 낮은 노이즈 플로어와  
뛰어난 왜곡 성능으로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3.6 GHz 이상의 소신호를 처리할 때 
LNP(low noise path) 옵션을 추가하면 
감도가 개선되고 더 큰 대신호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PXA 성능을 더욱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신호 캡쳐을 통한 POI 개선

X-시리즈 의 고급 처리 아키텍처는  
160 MHz의 분석 대역폭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바탕으로 3.57μs의  
짧은 구간에서도 신호 POI를 100% 전달
합니다. 연속 분석은 POI의 한 요소에 불과
합니다. 그 밖에 이 계측기 내에는 프로세서 
및 분석기 다이나믹 레인지(감도 포함),  
샘플링 대역폭, 처리 연속성, 다중 FFT  
처리(윈도우 함수 보상) 등의 기여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림 1. 대신호에서 검출된 소신호

그림 2. 고속 호핑 레이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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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이해를 통한 통합 분석 기능

포착하기 어려운 신호를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신호 식별이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시간 
PXA 또는 MXA, 실시간 FMT 및 89600 
VSA 소프트웨어의 조합이 매우 유용합니다.

실시간 트리거는 복조를 포함해 모든 측정 
모드에서 얼마든지 VSA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트리거로는 특정 스펙트럼 
마스크를 적용하거나 제외할 때, 혹은 제외와 
적용을 반복하는 더욱 복잡한 시퀀스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사후 트리거 
설정이 가능해 트리거 이벤트 이전에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VCO 또는 YIG 발진기와 같은 신호 소스의 
불필요한 transient, 변조된 transient, 
주파수 호핑 신호, 주파수 안전화를 측정할 
때도 실시간 PXA 또는 MXA와 VSA의  
조합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도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3. 호핑 신호의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그림 4. 발진기 안정화 분석 및 복조

89600 VSA의 고급 사용
89600 VSA 소프트웨어는 복조와 벡터신호 분석을 위한 툴세트 입니다. 이 툴을 통해 사실상 신호의 거의 모든 요소를 탐색하고
최첨단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OFDM 또는 APSK에서 MIL-STD, GSM, LTE와 같은 표준 신호에 이르기까지 75가지 이상의 변조 유형을 측정합니다.
또한 특정 신호의 문제해결 툴을 지원하여 시스템 내부나 RF 환경에서 신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링으로 해당 신호를 기록하여 상세한 특성 분석이 가능하며, 이후 키사이트 SystemVue 같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키사이트 신호 발생기에서 다시 재생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신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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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복잡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이더, EW 및 ELINT  
시스템으로 컴포넌트,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을 테스트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섭  
신호로 가득찬 복잡한 스펙트럼 환경에서 
시스템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이나 필드에서 실시간 PXA 또는 
MXA를 통해 더 많은 신호를 확인하고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의 레이더 및 EW 시스템 
성능 극대화

RTSA를 PXA에 추가하게 되면  
노이즈 피겨, 위상노이즈 및 전력 측정과  
같은 기존의 스펙트럼 측정에 실시간 분석을 
접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PXA는 
기존의 스웹트 분석을 통해 스퓨리어스  
신호를 식별한 후 모드를 전환하여 실시간 
분석 및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펄스  

스퓨리어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진폭 정확도로 3.57μs 이상의 
구간에서도 모든 신호를 검출하기 때문에 
최적의 POI를 보장합니다. 신호 대 노이즈 
비율(SNR)이 60dB를 초과하는 신호의  
경우는 PXA가 5ns의 짧은 구간에서도  
신호를 검출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펄스 측정 어플리케이션 
(N9051A)을 사용하면 펄스폭, 펄스 반복 
간격(PRI)의 특성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밍(jamming) 기술을 
개발하거나 분석할 경우, FMT상태에서 
89600 VSA 소프트웨어의 기록/재생  
기능과 함께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신호  
캡쳐, 분류 및 분석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간섭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강력한  
신호 분석 툴을 필요로 합니다. 실시간  
PXA는 -157dBm/Hz까지 노이즈  
플로어를 낮추어 POI를 개선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동적인 안테나 스캔에서도  

희미한 복귀 신호까지 식별합니다. 
그 밖에 실시간 스펙트로그램과 전력/시간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여  
레이더 및 통신 재밍과 간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FMT와 89600 VSA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용하면 EW 기술을 식별하고 캡쳐하고  
재생하는 것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림 5. 전력 vs 시간, 실시간 스펙트럼 및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한 펄스 분석 그림 6. 레이더 모드 스위칭

찾기 힘든 레이더와 EW 신호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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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펄스 신호 (DFS)가 있을 때 주파수 스위칭을 하는 다양한 WLAN                       
           신호의 변화 분석

그림 8.  신호의 복조없이 컨트롤 신호 및 동기 신호의 구조를 갖춘 신호를     
                볼 수 있는 LTE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

송신기, 트랜시버, 또는 전체 무선통신  
어떠한 것이든 상관 없이, 오늘날의 시스템은 
빠르고 민첩하며 폭넓고 복잡한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RTSA를 PXA  
또는 MXA에 추가할 경우 기존 스펙트럼 
측정에 고성능의 실시간 분석 기능을 결합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무선 통신 및 커넥티비티 성능 개선

실시간 PXA는 26.5 GHz 주파수 범위 내  
최대 160MHz의 연속(gap-free)  
대역폭에서 송신기 채널 특성을 캡쳐하여 
분석 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통합된  
멀티모드 멀티밴드 디바이스(MMMD)에서 
실현 가능한 최고의 실시간 분석기 성능인 
7ns의 짧은 신호 캡처 기능으로 간헐적인 
상호 운용성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광대역 지속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기지국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간헐적 전치 
왜곡 등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아주 희박한 
시스템 위반의 문제점까지 찾아낼 수 있는 
FMT 기능도 지원됩니다. 이제 89600 
VSA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용해 다음과  
같이 주파수 스위칭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의 
깊이를 더해보십시오. 표준 신호에서 맞춤형 
파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호 유형을  
복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PLL 설정 검사에서 FMT, 
VSA 소프트웨어 및 실시간 스펙토그램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LO 문제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MILCOM, SATCOM 시스템의  
성능 강화

오늘날처럼 혼잡한 신호 환경에서는 다중  
형식의 고속 통신 시스템일수록 상호 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실시간 PXA의 스웹트 조정 기능을 이용해  
최대 50 GHz까지 빠르게 미리 스캔한 후 
다이나믹 레인지가 최대 75dB인 실시간 
모드를 이용해 줌인하면, 시스템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PXA는 스웹트 조정 기능을 이용해 
최대 50GHz까지 빠르게 미리 스캔한 후 
다이나믹 레인지가 최대 75dB인 실시간  
모드를 이용해 줌인이 가능합니다. RTSA는 
광대역 지속성을 이용하여 무선 성능을 
관찰하고, 베이스밴드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160 MHz 범위에 걸친 광대역  
실시간 지속성 덕분에 CR(Cognitive 
Radio) 알고리즘과 동적 스펙트럼 관리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성능의 송신기를 사용하면 
잡음과 왜곡이 있는 환경에서도 쉽게 작은 
신호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고밀도 환경에서도 이전에 미검출된 간헐적 
간섭 신호나 “신호 속에 숨겨진 신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성능 통신 시스템의 개발 가속화



9

PXA 신호 분석기와 함께 하는  
사용자의 진화

미래 지향적인 PXA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신호 분석기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적인 제품입니다. PXA는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설계 기능은 높이고, 업계 최고  
성능을 바탕으로 미래의 혁신을 설계하는 데 
이상적인 분석기입니다.

 – ±0.19 dB의 절대 진폭 정확도로 측정 
불확도 감소

 – 우수한 감도로 분석 폭 확대 DANL은 
10 GHz에서 –157 dBm/Hz

 – 1 GHz에서 위상 노이즈가  
-132 dBc/Hz인 고정밀 신호의  
  특성 분석 (10 kHz offset)

MXA 신호 분석기로 무선 가속화

MXA는 새로운 무선 디바이스의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다기능성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재나 미래의 테스트 요구사항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802.11ac WLAN에 따른 0.3% 
(-50dB) EVM으로 160 MHz  
대역폭에 걸쳐 설계를 정확히 측정

 – 1 GHz에서 위상 노이즈가  
-106dBc/Hz(10 kHz 오프셋)인  
  신호의 특성 분석

 – WLAN, LTE, MSR 등 폭넓은  
표준별 원버튼 측정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형식, 세대,  
디바이스를 모두 수용.

그림 9. 노이즈 피겨 측정

그림 10. 대역 내 및 대역 외 간섭 포함 5-캐리어(Carrier) LTE-Advanced 신호

실시간 분석기를 대체하는 RTSA 옵션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RTSA를 이용하면 특정 계측기나 전용 계측기가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 PXA/MXA는 기존의 고성능  
신호 분석기 기능을 모두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동일 장치를 실시간 기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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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RTSA 파라미터의 주요성능에 대해 표로 설명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XA 또는 MXA의 사양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참고: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명 옵션 RT2 옵션 RT1 참고

일반 주파수 도메인 특성 분석
실시간 분석 대역폭 최대 160 MHz 최대 160 MHz 분석 BW 옵션에 따라 결정
진폭 정확도의 최소 신호 지속 시간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섹션 참조) 3.57 µs 17.3 µs

최대 스팬(> 85MHz). 기본 윈도우는 
Kaiser. 화면에서 보기 가능

지원되는 검출기 피크, 네가티브 피크, 샘플, 평균
트레이스

6 6
Clear write, Max hold, Min hold, 
View

분해능 대역폭
(Kaiser 윈도우)

스팬       최소 BW 최대 BW 직사각형을 제외한 모든 윈도우 유형에  
6가지 RBW 사용 가능 스팬: RBW  
비율 가용성은 명목상 플랫탑은 6.7 
~ 212, Gaussian 및 블랙맨-해리스
(Blackman-Harris)는 13 ~ 417, 
Kaiser는 13 ~ 418, 해닝(Hanning)은 
17 ~ 551

160 MHz 383 kHz   12.2 MHz*
100 MHz 239 kHz 7.63 MHz
50 MHz 120 kHz 3.82 MHz
10 MHz        23.9 kHz 763 kHz
1 MHz 2.39 kHz 76.3 kHz
100 kHz     239 Hz 7.63 kHz

윈도우 유형 해닝(Hanning), 블랙맨-해리스(Blackman-Harris), 직사각형, 플랫탑, 직사각형, Kaiser, Gaussian
최대 샘플링 속도
   옵션 B1X 포함 시
   옵션 B1A(N9020A MXA만) 포함 시
   옵션 B85 포함 시

200 MSa
157 MSa
106 MSa

200 MSa
157 MSa
106 MSa

N9020A MXA만

FFT 속도
292,969/s 292,969/s

최대 샘플링 속도의 가치.  
300 kHz 보다 큰 모든 스팬의 공칭

마커 수 12 12
지원되는 마커 노멀, 델타, 노이즈, 밴드 파워
진폭 분해능 0.01 dB 0.01 dB
스위프 포인트 821 821
최소 수집 시간 104  µs 104  µs 최대 샘플링 속도의 가치
밀도 뷰
가능성 범위 0 ~ 100% 0 ~ 100% 0.001% 스텝
최소 스팬 100 Hz 100 Hz
지속시간 30 ms ~ 10 s 30 ms ~ 10 s
컬러 팔레트 차가운 기온, 따뜻한 기온, 그레이 스케일, 레이더, 화재, 서리
스펙토그램 뷰
최대 수집량 10,000 10,000 시간 대비 전력 보기 시 5,000
컬러 다이나믹 레인지 200 dB 200 dB
시간 vs. 전력
지원되는 검출기 피크, 네가티브 피크, 샘플, 평균
마커 수 12 12
최대 확인 시간 40 s 40 s
최소 확인 시간 250 µs 250 µs
최소 검출 신호
   옵션 B1X 포함 시
   옵션 B1A(N9020A MXA만) 포함 시
   옵션 B85 포함 시

5 ns                                    
8 ns                                    
11.42 ns

신호는 60dB을 초과해야 함.100%의 
POI(Probability of Intercept)를  
유지하기 위한 신호 대 마스크(Signal-
to-Mask, StM) 아날로그 프런트 엔드 
효과를 포함하지 않음.  
“멀티 뷰”와 함께 사용 가능.

*: 이 최대 RBW는 옵션 RT2에만 해당됩니다. 옵션 RT1의 최대 RBW는 10 MHz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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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옵션 RT2 옵션 RT1 참고

전력 마스크 트리거 (FMT)
트리거 뷰 밀도, 스펙토그램, 노멀
트리거 분해능 0.5 dB 0.5 dB
트리거 조건 입력, 그대로 둠, 내부, 외부, 입력->그대로 둠, 그대로 둠->입력
60dB StM을 초과하는 최소 검출 가능 신호 지속시간
   옵션 B1X 포함 시
   옵션 B1A(N9020A MXA만) 포함 시
   옵션 B85 포함 시

5 ns
8 ns
11.42 ns

아날로그 프런트 엔드 효과를 
포함하지 않음.

StM vs. POI
여러 RBW의 100% 트리거 최소 지속 시간 옵션 RT2만

      스팬 (MHz)
지속 시간 (μs)

[BW] 설명서에 따라 RBW 1~6을 선택
할 수 있음

RBW 1 RBW 2 RBW 3 RBW 4 RBW 5 RBW 6
160 8.53 5.97 4.69 4.05 3.73 3.57

      120 10.23 6.82 5.11 4.26 3.83 3.62
      80 13.65 8.53 5.97 4.69 4.05 3.73
      40 23.88    13.6 8.52 5.96 4.68 4.04
      20 44.40 23.9 13.6 8.52 5.96 4.68

스팬 (MHz)

옵션 RT1만
지속 시간 (μs)

[BW] 설명서에 따라 RBW 1~6을 선택
할 수 있음

RBW 1 RBW 2 RBW 3 RBW 4 RBW 5 RBW 6
160 22.19  19.63  18.35  17.71  17.39  17.23  

      120 23.89  20.47  18.77  17.91  17.49  17.27  
      80 27.33  22.21  19.65  18.37 17.73  17.41  
      40 37.56  27.32  22.20  19.64 18.36  17.72  
      20 58.12  37.64  27.40  22.28 19.72  18.44  

다양한 StM 오프셋을 포함한 100%의 FMT  
트리거링 가능성의 최소 신호 지속시간 옵션 RT2만

      스팬 (MHz)

지속 시간 (μs)

1,024포인트 블랙맨-해리스
(Blackman-Harris) 윈도우(RBW 1)의 
100% POI를 표시

0-dB 
오프셋

6-dB 
오프셋

12-dB 
오프셋

20-dB 
오프셋

40-dB 
오프셋

60-dB 
오프셋

      160 8.53  3.42  2.44  1.58 0.325 0.035
      120 10.23  3.42  2.12  1.04 0.120 0.013
      80 13.65  3.48  1.76  0.71 0.080 0.010
      40 23.88       4.66  2.22  0.88 0.100 0.020
      20 44.36  8.36  4.00  1.64 0.240 0.040

      스팬 (MHz)

옵션 RT1만
지속 시간 (μs)

1,024포인트 블랙맨-해리스
(Blackman-Harris) 윈도우(RBW 1)의 
100% POI를 표시

0-dB 
오프셋

6-dB 
오프셋

12-dB 
오프셋

20-dB 
오프셋

40-dB 
오프셋

60-dB 
오프셋

      160 22.19 17.08 16.10  15.23  13.87  13.03
      120 23.89  17.07  15.77  14.61  12.79  11.67 
      80 13.65 3.48  1.76 0.71 0.08 0.01
      40 22.88  4.66 2.22 0.88 0.10 0.02
      20 44.36  8.36  4.00  1.64  0.2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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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는 N9030A PXA 신호 분석기와 N9020A MXA의 옵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문 및 구성 정보에 관한 전체 내용은 제품 웹 페이지 "옵션과 악세사리"에서 PXA 또는 MXA의 구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PXA 신호 분석기

모델 - 옵션 설명 참고

N9030A-RT1 최대 160 MHz BW의 실시간 분석. 기본 검출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의 경우: 100% POI의 최소 
17.3μs 신호 지속시간. 옵션 B85 또는 B1X 필요. 
분석 BW 옵션이 최대 실시간 BW 결정

N9030A-RT2 최대 160 MHz BW의 실시간 분석. 최적 검출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의 경우: 100% POI의 최소 
3.57μs 신호 지속시간. 옵션 B1X 또는 B85 필요. 
분석 BW 옵션이 최대 실시간 BW 결정

N9030A-RTR 실시간 스펙트럼 레코더 및 분석기 어플리케이션(옵션 RTR) 신호 이상의 검출 및 분석과 시간 경과에 따른 신호의 
진화 및 스펙트럼 밀도 확인을 위해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 재생할 수 있음.

MXA 신호 분석기

모델 - 옵션 설명 참고

N9020A-RT1 최대 160 MHz BW의 실시간 분석. 기본 검출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의 경우: 100% POI의 최소 
17.3μs 신호 지속시간. 옵션 B85, B1A 또는 B1X 
필요. 분석 BW 옵션이 최대 실시간 BW 결정 

N9020A-RT2 최대 160 MHz BW의 실시간 분석. 최적 검출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의 경우: 100% POI의 최소 
3.57μs 신호 지속시간. 옵션 B1X, B1A 또는 B85 
필요. 분석 BW 옵션이 최대 실시간 BW 결정

N9020A-RTR 실시간 스펙트럼 레코더 및 분석기 어플리케이션(옵션 RTR) 신호 이상의 검출 및 분석과 시간 경과에 따른 신호의 
진화 및 스펙트럼 밀도 확인을 위해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 재생할 수 있음.

업그레이드 지원!

UP
GRADE

초기 구매 이후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X-시리즈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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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어플리케이션 노트와 동영상 
민첩한 신호 측정과 동적 신호 환경:  
www.keysight.com/find/AgileSignals_AN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YouTube:  
http://qrs.ly/3o2ykl1

제품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www.keysight.com/find/RTSA
PXA 신호 분석기: www.keysight.com/find/PXA
MXA 신호 분석기: www.keysight.com/find/MXA 
89600 VSA 소프트웨어: www.keysight.com/find/89600VSA

어플리케이션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www.keysight.com/find/AD
셀룰라: www.keysight.com/find/cellular
802.11 WLAN: www.keysight.com/find/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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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KRA Certified
ISO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www.keysight.com/go/quality
Keysight Technologies, Inc.
DEKRA Certified ISO 9001:2015
품질 관리 시스템

1939년 부터의 진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및 인력의 고유한 결합을 통해 고객 여러분이 한 차원 높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Hewlett-Packard에서 애질런트를 거쳐 키사이트로!

myKeysight
www.keysight.com/find/mykeysight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로 맞춤형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keysight.com/find/emt_product_registration
제품을 등록하여 최신 제품 정보를 얻고 보증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서비스
www.keysight.com/find/service
키사이트 서비스는 계측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계획 단계부터 
리뉴얼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서비스(원스톱 교정, 수리, 자산 관리, 
테크놀로지 리프레쉬, 컨설팅, 교육 등)를 통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키사이트 보장 프로그램
www.keysight.com/find/AssurancePlans
최대 10년간의 제품 보호를 통해 갑작스러운 예산 지출을 피하고 사양에 
따른 계측기의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채널 파트너
www.keysight.com/find/channelpartners
키사이트의 측정 전문기술 및 광범위한 제품이 채널 파트너의 편의성과 
결합되었습니다.

본사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20층 

 (신송 센터빌딩)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33 
전화 |  1588-5522 
팩스 |  2004-5522

계측기 고객 센터 
전화 |  080-769-0800 
팩스 |  080-769-0900

기술지원부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 관련 문의 
전화 |  (02)2004-5212 
팩스 |  (02)2004-5199

대전사무소 
주소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빌딩 15층 
전화 |  (042) 489-7950 
팩스 |  (042) 489-7946

대구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18층 (영남타워) 
전화 |  (053)740-4900 
팩스 |  (053)740-4989

온라인 문의 : 
www.keysight.com/find/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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