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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플렉스, 3500A 신제품 출시
8 파운드 미만의 경량이 특징인 강력한 1GHz 핸드헬드 라디오 테스트 세트

2008 년 10 월 15 일 캔자스 위치타 – 에어로플렉스(Aeroflex)는 경량의 새로운 3500A
1GHz 핸드헬드 라디오 테스트 세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3500A 는 업계 최초의 1GHz
핸드헬드 테스트 세트인 기존의 Aeroflex 3500 를 개선한 제품이다. 오디오 분석 및 동작 성능이
한층 더 향상된 3500A 는 경량, 통합 오디오 테스트 연결 및 용이한 동작을 위한 새로운
마이크로폰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새로운 캐스트 마그네슘 합금 케이스로 제공되는 3500A 는 무게가 기존 3500 제품보다
1 파운드가 줄어들었다. 장비 무게는 필드에서 라디오 테스트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3500A 는 처음으로 8 파운드 이하의 무게를 실현한 완전
기능의 1GHz 라디오 테스트 세트이다.
에어로플렉스의 롭 바덴(Rob Barden) 제품 마케팅 디렉터는 "3500A 는 3500 에서
시도되고 입증된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제공하면서도 더욱 가벼워지고 사용하기가 쉬워진 것이
특징"이라며, "이 새로운 버전은 무게는 줄어들고 MIL SPEC 내구성을 유지함으로써 현장 서비스
기술자들을 위한 이동성 및 사용 용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케이스에 곧바로 오디오
커넥터를 추가해 SINAD 및 왜곡 테스트와 같은 오디오 분석을 더욱 쉽고 빠르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3500A 의 테스트 기능에는 전력 측정, RSSI, 주파수 에러, FM 편차, AM 변조 인덱스,
SINAD, 왜곡 및 AF 레벨을 포함한 AM 및 FM 라디오 시스템이 포함된다. 테스트 기능 확장을

위해 3500A 는 옵션으로 싱글 채널 스코프 및 스펙트럼 분석기를 지원한다. 3500A 는 다른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어 P25 테스트 지원이 가능하고, MIL-28800F Class II 인증을 획득했다.

가격 및 구입
3500A 는 주문 후 4-6 주 후에 공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aeroflex.com 또는 +1 (316) 522-4981 로 연락하면 된다.

에어로플렉스 회사소개
에어로플렉스(Aeroflex Incorporated)는 항공우주, 방위, 셀룰러 및 광대역 통신 시장에서 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에어로플렉스의 다양한 기술들은 광범위한 테스트, 측정 및
마이크로전자 제품이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어로플렉스는 1937 년에
설립된 개인회사로, 현재 전세계에 약 2,6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에어로플렉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aeroflex.com.
사실에 기반한 내용 외에 본 보도자료에 포함된 에어로플렉스의 사업전략, 향후 경영과 관련한 계획 및
목적을 포함한 기타 내용은 모두 전망적 진술임을 밝힌다. 본 자료의 내용 중 ‘~를 예견하다’, ‘~라고 믿는다’,
‘~라고 추정하다’, ‘~를 기대하다’, ‘~할 방침이다’ 등과 같은 문구나 이와 관련된 비슷한 표현들은
에어로플렉스 또는 경영진과 관련된 전망적 서술이다. 이들 전망적 진술들을 비롯해 가정이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또한 현 에어로플렉스 경영진의 의견에 기반한 것이다. 경쟁적 요소, 가격 압력, 법적 및 규제
변화, 기술 변화/난제, 제품 개발에 대한 위험부담, 상용화 어려움, 일반적인 경제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로는 전망적 진술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래를 존중하는 현재
에어로플렉스의 견해를 반영할 뿐 에어로플렉스의 재정 상태, 사업성과, 성장 전략 및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위험,
불확실성, 가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에어로플렉스는 이러한 전망적 진술에 관한 어떠한 업데이트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