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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운용 매뉴얼은 A333 Network Analyzer의 설계, 사양, 기능 일반 및 상세 작동 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Analyzer의 기능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Network Analyzer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는 극초단파 회로와 PC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
숙련된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약자는 다음과 같다.
Ÿ

PC – Personal Computer(컴퓨터)

Ÿ

DUT – Device Under Test(피시험 장치)

Ÿ

IF – Intermediate Frequency(중간 주파수)

Ÿ

CW – Continuous Wave(연속파)

Ÿ

SWR – Standing Wave Ratio(정재파비)

펌웨어 버전
본 운용 매뉴얼 3.0은 펌웨어 버전 3.xx를 적용한 Analyzer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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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Analyzer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의 안전 문구를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운용, 정비 및 수리 시,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주의/경고 문구를 준수해야 한다.
Analyzer는 안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전문가만 사용해야 한다.

A333은 IEC61010-1의 오염도2(Pollution Degree II)뿐 아니라 설치 카테고리(Installation
Category) II를 준수하고 있다. A333은 측정 카테고리 I (CAT-I)를 사용해야 하며, CAT II/III/IV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333은 실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A333은 독립된 조건이나 GSI가 제공하는 액세서리와 결합한 상태에서 준수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를 받는다. 만약 시스템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시스템 구축자가 관련 규정과 안전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화성 가스나 불꽃이 있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Analyzer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조작자는 반드시 하우징의 커버나 부품을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Analyzer를 조작자가

수리해서는 안 된다. 구성품 교체나 내부 조정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정비사가 수행해야 한다.
전원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절대로 Analyzer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테스트 단자를 메인 단자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DUT에 연결할 때나 연결을 끊을 때 정전기 방전으로 인해 Analyzer를 손상될 수 있다. 몸에
형성된 정전기로 Analyzer나 DUT 내부 구성품의 민감한 회로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정전기
손상을 막으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Ÿ

DUT 아래 항상 데스크톱 정전기 방지 매트를 깔아놓고 사용하도록 한다.

Ÿ

항상 데이지 체인 1 MW 저항을 경유하여 데스크톱 정전기 방지 매트에 연결된 접
지 핸드스트랩을 착용하도록 한다.

Ÿ

작동하기 전 Analyzer 몸체상의 [

] 클램프를 DUT 몸체에 연결한다.

메인 전원이 공급되는 설비 작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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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r나 매뉴얼에 사용되는 안전 심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측정장치에 본 심볼이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매뉴얼을 참조한다.
교류 전류
직류 전류
ON(전원 공급장치)
Off (전원 공급장치)
샤시 단자(샤시 단자는 Analyzer 샤시에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노출된
금속 구조물을 포함한다.)

경

고

주

의

참

고

이 표시는 위험을 의미한다.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절차, 업무 또는 조건을 말한다.
이 표시는 위험을 의미한다.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Analyzer나 부품에
손상이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 업무 또는 조건을 말한다.
이 표시는 중요 정보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절
차, 실행, 조건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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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설명
A333 Network Analyzer는 자동화된 측정장치 구성품 작동을 포함한 산업체 및 연구소 시설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 장치의 개발, 조정, 테스트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1.2. 사양
1.2.1 기본 사양

표 1.1 기본 사양
항목

규격

주파수 범위

300 kHz ~ 3.2 GHz

CW 주파수 정확도

±5×10-6

고조파 왜곡

-30 dB

비고조파 스퓨리어스

-30 dB

출력 수준

-45 dBm ~ +10 dBm

출력 수준 정확도

±1.0 dB

등급 전송 측정 정확도1,
만일, DUT의 │S11│과 │S22│가 32 dB 미만이고 │S21│과
│S12│ 값이 다음과 같은 경우:
+5 dB ~ +15 dB

0.2 dB

-50 dB ~ +5 dB

0.1 dB

-70 dB ~ -50 dB│

0.2 dB

-90 dB ~ -70 dB

1.0 dB

1 Analyzer의 사양은 별도의 다른 언급이 없는 한 23 °C (±5 °C)의 온도 범위에서 40분 동안
warming-up을 거쳐야 한다. (출력 파워는 –5 dBm이고, IF 대역폭은 1 Hz일 때 두개 포트 캘리브레이션
이 1 °C 변위 이내인 조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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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계속)
항목

규격

위상 전송 측정 정확도1,
DUT의 │S11│과 │S22│가 -32 dB 미만이고 │S21│과
│S12│ 값이 다음과 같은 경우:
+5 dB to +15 dB

2˚

-50 dB to +5 dB

1˚

-70 dB to -50 dB

2˚

-90 dB to -70 dB

6˚

등급 반사 측정 정확도, │S11│과 │S22│ 값이 아래와 같
은 경우:
-15 dB to 0 dB

0.4 dB

-25 dB to -15 dB

1.5 dB

-35 dB to -25 dB

4.0 dB

위상 반사 측정 정확도, │S11│과 │S22│ 값이 아래와 같
은 경우:
-15 dB to 0 dB

4˚

-25 dB to -15 dB

7˚

-35 dB to -25 dB

22˚

수신부 잡음 레벨 (Noise floor) (10 Hz 대역인 경우)

-120 dBm

트레이스 잡음(3 kHz 대역인 경우)

0.001 dB rms

보정되지 않은 방향성

25 dB

보정되지 않은 소스 매치

-15 dB

보정되지 않은 부하 매치

-25 dB

AC 메인 전압

100~240VAC (50/60 Hz)

소모 전력

110 W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320 x 439 x 280 mm

무게

10.55 kg

작동 조건:

- 환경 온도

5 °C ~ 40 °C

- 섭씨 25도에서의 습도

90%

- 기압

84 ~ 106.7 kPa

1

Analyzer의 사양은 별도의 다른 언급이 없는 한 23 °C (±5 °C)의 온도 범위에서 40분 동안 warmingup을 거쳐야 한다. (출력 파워는 –5 dBm이고, IF 대역폭은 1 Hz일 때 두개 포트 캘리브레이션이 1 °C
변위 이내인 조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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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타 사양
작동 온도 범위 내에서의 소스 안정도:

5

10–6

주파수 분해능: 1 Hz
테스트 지점별 측정 시간 125 μs
소스에서 수신부 포트 전환 시간: 10 ms 미만
파워 수준 분해능: 0.05 dB
대역폭 설정이 1 Hz ~ 30 kHz인 경우의 스텝: 1/1.5/2/2/5/7
외부 기준 주파수: 10 MHz,
입력 레벨: 2 dBm ± 2 dB,
10 MHz 입력에서 입력 임피던스: 50 W,
커넥터 종류: BNC female 커넥터
50 W 임피던스에서 출력 기준 신호 수준: 3 dBm ± 2 dB (10 MHz 출력 시)
커넥터 종류: BNC female 커넥터
외부 트리거 소스용 커넥터: BNC female 커넥터 3 ~ 5 V의 TTL 호환 입력
은 1 μs 이상의 펄스 폭을 가짐 (입력 임피던스: 최소 10 kW)
유효 방향성: 45 dB
유효 소스 매치: -40 dB
유효 부하 매치: -45 dB
1도 변동마다 0 dB의 S21 또는 S11

워밍업 시간: 최소 40분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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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측정 능력

측정 파라미터

S11, S21, S12, S22
기준점과 포트에서 수집한 신호의 절대 전력

16 논리 채널 각 논리 채널은 개별 채널창에 표시된다.
측정 채널수

논리 채널은 주파수 범위, 테스트 지점수, 파워 레벨 등
의 자극 신호 설정에 의해 정의된다.
각 채널창에 16개까지의 트레이스 데이터가 표시될 수

데이터 트레이스

있다. 데이터 트레이스는 DUT 파라미터들(S 파라미터,
타임 도메인 응답, 입력 파워 응답) 중 하나를 가리킨다.

메모리 트레이스
데이터 표시 형식

각각의 16개 트레이스 데이터는 현재 값과 비교하기 위
해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로그 크기, 선형 규모, 위상, 확장 위상, 그룹 지연, SWR,
실수부, 허수부, 스미스 차트 포맷 및 원형(Polar) 포맷

Sweep 셋업 기능
자극 파워(Stimulus Power)이 고정되어 있을 때 선형 주파수
Sweep 형식

Sweep, 로그 주파수 Sweep 및 세그먼트 주파수.
주파수가 고정된 경우는 선형 파워 Sweep

Sweep 당 측정 지점 수

2 ~ 100001
사용자가 정의한 구간 내에서의 주파수 Sweep.

세그먼트 Sweep

각 구간마다 주파수 범위, 스위프 지점 수, 소스 파워 및 IF
대역폭이 설정되어야 한다.
분해능 0.05 dB를 가진 -55 ~ +10 dBm까지의 소스 파워 주

파워 설정

파수 Sweep 모드에서의 파워 기울기는 케이블에서의 고주파
감쇠를 보상하기 위해 2 dB/GHz로 설정될 수 있다.
트리거 모드: 연속(Continuous), 단일(Single), 보류(Hold) 트리

Sweep 트리거

거 소스:
내부(Internal), 수동(Manual), 외부(External), 버스(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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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기능
트레이스 표시
트레이스 연산

데이터와 메모리 표시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스, 메모리 트레이스
또는 동시 트레이스
연산 작업에 의한 데이터 트레이스 수정 측정값과 메모리 데이터
에 대한 덧셈/뺄셈/곱셈/나눗셈
트레이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스케일 눈금과 기준

자동 조정

레벨값 자동 선택
낮은 손실 테스트 설정에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평

전기적 지연

면(Calibration Plane) 이동 선형 위상 이탈 측정 시 DUT 전기적 지
연을 위한 보상

위상 옵셋

도(Degree)로 정의한 위상 옵셋

정확도 향상
테스트 설정(Analyzer, 케이블, 어댑터 등 포함)에 대한 캘리브레이
션은 측정 정확도를 크게 증가시킨다.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함으로

캘리브레이션

측정장치의 부정확에서 기인한 오차(시스템 방향성, 소스 및 부하
매치, 트래킹 및 고립 등) 를 수정해준다.
정교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캘리브레이션 방법

반사파

및

전송파

정규화

§

반사파

및

전송파

정규화

§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가장 단순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 낮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완전한 1포트 캘리브

1포트 반사파 측정을 위해 수행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 높은

레이션

정확도를 제공한다.
반사파와 한 방향 전송파 측정을 위해 수행하는 캘리브레이션 방

1패스 2포트 캘리브레

법이다. (예: S11 과 S21만 측정)

이션

반사파 측정 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고 전송파 측정 시 중간 정
도의 정확성을 제공한다.

완전한 2포트 캘리브

2포트 DUT의 완전 S 파라미터 매트릭스 측정을 위해 수행하는

레이션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

기계적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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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브레이션

GSI가 생산한 전자 캘리브레이션 모듈.
Analyzer 캘리브레이션이 전통적인 기계적 캘리브레이션보다 보다
빠르고 쉽다.

1. 개요

Sliding 부하 캘리브레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정된 부하 캘리브레이션 표준과 비교했을

이션 표준

때 고주파에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
의

다음과 같은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 방법이 존재한다.
§

다항식(Polynomial) 모델에 의해 정의하는 표준

§

데이터(S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하는 표준

사용자가 캘리브레이션 설정값을 비교해서 시작/정지 주파수 및
오차 수정 보간법

Sweep 지점 수 설정을 변경하면 캘리브레이션 계수에 의한 보간
법이나 보외법이 적용된다.

추가적인 캘리브레이션 방법
DUT 입력 시 파워 레벨 설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캘리
파워 캘리브레이션

브레이션 방식이다. USB 방식으로 외부 파워 측정기를 직접 연결
하거나 USB나 GPIB 어댑터를 경유해 연결되어야 한다.

수신부 캘리브레이션

절대 신호 파워 측정 시 수신부 이득(Gain)값을 캘리브레이션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마커 기능
데이터 마커

각 트레이스 당 16개 마커까지. 마커는 주어진 트레이스 지점에서
자극 값과 측정값을 표시한다.

기준 마커

기준 마커와 관련된 아무 마커 값이나 표시할 수 있다.

마커 검색

최대값, 최소값, 피크 값 또는 트레이스 상의 대상 값

마커 검색의

사용자가 정의 가능한 검색 범위 특정 조건 추적이나 단일 동작

부가 기능

검색 기능

마커에 의한 설정 파

마커의 자극값에 의한 시작/정지/중앙 주파수 설정 및 마커의 응

라미터

답값에 의한 기준 레벨 설정

마커 연산 기능

통계, 대역폭, 평탄도, RF 필터

통계

트레이스 상의 마커 2개에 의해 제한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의 평
균값, 표준편차, Peak-to-peak 값의 계산 및 표시
활성화된 마커나 최대 절대값에 대한 차단 주파수 간의 대역폭을

대역폭

결정한다. 대역폭 값, 중간 주파수, 하한 주파수, 상한 주파수, Q
값 및 삽입 손실이 표시된다.

평탄도

트레이스 상에서 두 마커 간의 이득(Gain), 경사도 및 평탄도를 표
시한다.
패스 밴드의 삽입 손실과 Peak-to-peak 리플을 표시하고 스톱 밴

RF 필터

드에서의 최대 신호 규모를 표시한다.
패스 밴드와 스톱 밴드는 두 쌍의 마커에 의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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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50 옴 포트에서 측정된 S 파라미터들을 값으로 변환한다. 이 값들
포트 임피던스 변환

은 임의의 임피던스와 함께 테스트 포트에서 측정될 경우 결정되
는 값을 의미한다.
측정 결과에서 캘리브레이션 평면(Calibration Plane)과 DUT 간에

디엠베딩

연결된 고정 회로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제거한다. 본 회로는

(De-embedding)

Touchstone 파일 내 S 파라미터 매트릭스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
다.
캘리브레이션 평면(Calibration Plane)과 DUT 간 고정 회로의 가상

임베딩

통합 후 수학적으로 DUT 파라미터를 시뮬레이션한다. 본 회로는
Touchstone 파일 내 S 파라미터 매트릭스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
다.

S 파라미터 변환

측정된 S 파라미터를 다음 파라미터로 변환한다. 반사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전송 임피던스/어드미턴스, 역 S 파라미터
데이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DUT 응답으로 변환하고 또 시간 도
메인에서 다양한 자극 형태로 변환한다. 모델링된 자극의 종류: 대
역 통과, 저대역 통과 임펄스, 저대역 통과 스텝 시간 도메인 스팬

시간 도메인 변환

(Span)은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설정되며, 0에서 최대값(주파수 스
텝에 의해 결정)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다. 분해능과 스퓨리어스
사이드 로브의 레벨 사이에서 보다 나은 것을 취하기 위해 다양
한 형태의 창을 제공한다.
시간 도메인에서 원하지 않는 응답을 수학적으로 제거한다. 시간
도메인은 고정 요소로부터의 영향 없이 주파수 응답을 얻도록 해
준다. 이 기능은 시간 도메인에서 사용자 정의 스팬인 주파수 도

시간 도메인 게이팅

메인으로 역변환을 한다. 게이팅 필터 종류: 대역 통과나 노치 게
이트 분해능과 스퓨리어스 측면 로브 사이에서 보다 나은 것을
취하기 위해, 가용한 필터 모양은 다음과 같다.
최대(Maximum), 와이드(Wide), 정상(Normal), 최소(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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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컨버터 측정
스칼라 방식은 입출력 주파수가 다른 믹서 및 기타 장치의 스칼
스칼라 믹서/컨버터

라 전송 S 파라미터를 측정한다. 외부 믹서나 기타 장치는 필요하

measurements

지 않는다. 스칼라 방식은 수신부 주파수와 소스 주파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포트 주파수 옵셋을 사용한다.

백터 믹서/컨버터 측
정

벡터 방식은 믹서 전송 S 파라미터 크기와 위상을 측정한다. 이
방식은 외부 믹서와 피검사 믹서 양쪽을 위해 공통인 외부 믹서
및 LO를 필요로 한다.
주파수 옵셋 모드에서 믹서 측정에 적용하는 캘리브레이션 중 가

스칼라

믹서/컨버터

캘리브레이션

장 정확한 방식이다. OPEN, SHORT 및 LOAD 캘리브레이션 표준
이 사용된다.
외부 파워 측정기가 USB로 직접 연결하거나 USB나 GPIB 어댑터
를 경유해 연결되어야 한다.

백터 믹서/컨버터 캘

벡터 믹서 측정에 적용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리브레이션

OPEN, SHORT 및 LOAD 캘리브레이션 표준이 사용된다.

주파수

옵셋의

자동

조정

스칼라 믹서/컨버터 측정이 DUT에서 내부 LO 설정이 부정
확할 때 보상하기 위해 자동 주파수 옵셋 조정작업을 수행
한다.

기타 기능
친숙한 GUI

Windows OS를 기반으로 한 GUI는 빠르고 쉬운 Analyzer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Analyzer 제어

외부 키보드 및 마우스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전면 패널상
의 키패드와 터치 스크린

트레이스 출력 및 저

트레이스와 데이터 출력 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장

미리보기, 저장 및 인쇄 기능은 MS Word, Windows용 Image
Vierwer 또는 Analyzer Print Wizard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

전면 패널에는 2개의 USB 포트가 있고 후면 패널에는 VGA, LTP,
LAN,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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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Analyzer는 GPIB 및 이더넷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GPIB는 IEEE488.2 프로토콜에 따라 작동한다. 이더넷은 VXI-11 프
GPIB, 이더넷

로토콜을 사용하며 이는 프로그램 방식에서 IEEE488.2와 유사하다.
두 개의 인터페이스는 동일한 명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명령
시스템은 SCPI 표준과 호환된다.
COM/DCOM을 통한 원격 제어. COM 자동화는 Analyzer PC 상에

COM/DCOM

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DCOM 자동화는 LAN에 연결된
PC 상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GPIB는 옵션임.

1.3 주문 정보
1.3.1 표준 액세서리
A333 Network Analyzer와 함께 제공되는 표준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다.
Ÿ

전원 케이블 1개

Ÿ

매뉴얼이 담긴 CD 1개

Ÿ

운용 매뉴얼 1개

1.3.2 옵션
표준 A333은 GPIB 보드를 장착하고 있지 않다. A333 기능을 제공하는 GPIB 인터페이스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1.4 작동 원리
A333 Network Analyzer는 Analyzer 장치와 보조 액세서리로 구성된다. Analyzer 장치는 내부
컴퓨터, 표시장치 및 키패드를 포함하고 있다. Analyzer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1과 같다.
Analyzer 장치는 소스 오실레이터, 지역 오실레이터, 소스 파워 감쇠기(Attenuator) 및 소스
신호를 두 방향으로 보내는 커플러로 이루어진다. 소스 신호는 포트1과 2 커넥터까지
전달된다. 방향성 커플러로부터 들어온 입사파(Incident) 또는 반사파가 믹서로 전달된다.
믹서에서는 이를 최초 IF(10.7 MHz)로 변환하고 4채널 수신부에까지 전달한다. 4채널 수신부는
이를 필터링한 후 두 번째 IF(약 30 kHz)를 만들고 디지털 방식으로 이를 암호화해서 이후
처리(필터링, 위상 차이 예상, 크기 측정)를 위해 신호 처리기로 보낸다. 두 번째 IF용 필터는
디지털 방식이고 1 ~ 30 kHz 통과 대역을 가진다. Analyzer의 각 포트는 DUT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에 대한 수신부뿐 아니라 신호의 소스가 될 수 있다. 포트1은 소스이고 포트2는 수신부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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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포트에 대한 파(입사파와 반사파)에 대한 정의는 테스트 신호의 소스일 때 정확하다.
방향성 커플러와 믹서 및 4채널 수신부가 조합하면 4개의 유사 신호 수신부를 형성한다.
S 파라미터 측정을 하려면, Analyzer는 포트들 중 하나에서 할당한 소스 신호를 DUT로
전달하고 DUT에 의해 전송되고 반사된 신호 크기와 위상을 측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값들과 소스 신호의 크기 및 위상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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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333 Network Analyzer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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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준비
2.1 일반 정보
패키지로부터 Analyzer와 기타 액세서리를 해체한다. 1.3.1에 적혀 있는 리스트를 보고
패키지의 내용물을 확인한다. A333을 100VAC나 240VAC 50/60Hz 전원에 연결한다. Analyzer에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
전원을 켠 후 Analyzer를 40분 정도 워밍업 한다.
테스트 구성을 위해 케이블, 커넥터, 고정장치 등을 조립하여 DUT를 Analyzer와 연결한다.
Analyzer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는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2.2 전면 패널
A333의 전면부 그림은 그림 2.1과 같다. 전면 패널은 다음과 같은 부품을 장착하고 있다.

그림 2.1 A333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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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PRESET 키

<<PRESET>> 키는 Anayzer를 초기 조건으로 전환시킨다.

기본 설정값은 부록 1의 내용과 같다.

2.2.2 ON/STANDBY 스위치
<<ON/STANDBY>>

스위치는

Analyzer의

상태를

토글한다.

(On/Standby)
Standby 상태인 Analyzer는 메인에 연결되어 있으나 내부 컴퓨터와 측
정 회로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이다. 전원은 Standby 회로에 전압을
공급하고 있어서 회로가 항상 작동하도록 해준다.
Standby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전원 공급장치에 불이 들어오고
Windows를 부팅시키며 Analyzer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On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내부 컴퓨터와 측정 회로의 전원을 끈 후
Windows를 초기화시킨다. 그리고 나서, Analyzer는 Standby 상태가 된
다.
참

고

Analyzer 가동 중 이 키를 4초 이상 누르면 Windows 셧다운 과정을 생
략하고 전원 공급장치를 끄게 된다.
Analyzer가 가동 중일 때 전원 케이블을 메인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Analyzer 소프트웨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가동 중인 Analyzer에 대해 <<ON/STANDBY>> 키를 4초 이상 눌러서

주

의

전원을 끄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Analyzer 소프트웨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Analyzer와 메인의 연결을 끊으려면, <<ON/STANDBY>> 키를 짧게 눌
러서 Windows에 의한 셧다운 과정을 진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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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표시부
Analyzer는 10.4인치 컬러 LCD를 장착하고 있다. 표시부는 터치 스크린 기능(옵션)을 갖출
수도 있다. 터치 스크린 LCD는 LCD 화면에서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서 Analyzer를 조작할 수
있다.

주

의

터치 스크린 위에 펜, 드라이버 혹은 기타 날카로운 물체로 눌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터치 스크린을 손상시킬 수 있다.

표시부는 제어 요소와 측정 결과 표시 영역으로 구성된다.

표시부의 주요 제어 요소는 화면 우측의 수직 소프트키 메뉴 바를 말한다.

소프트키 메뉴 바는 프로그램 소프트키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패널들은 다른 것을
대신하여 하나씩 나타나 보여진다. 각 패널은 소프트키 메뉴의 하위 메뉴 중 하나를 가리킨다.
모든 패널들은 다중 레벨 메뉴에 통합되어 있고 Analyzer의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참

고

화면의 최상단 라인은 메뉴 바이고 이를 통하면 소프트키 메뉴의 하위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메뉴는 보조용으로 숨길 수 있다.

2.2.4 기능 키
기능 키 블록

기능 키를 사용하면 Analyzer의 기능을 소프트키와 함께 제어할
수 있다. 기능 키 할당은 화면 우측에 길게 보여지는 소프트키
패널에 의해 정의된다. 최상위 기능 키는 메뉴의 상위 레벨로 복
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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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CONTROL 키패드
CONTROL 키패드

제어 키는 Analyzer의 제어 기능을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단지 하나의 키만 누르면 특정 기능을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eas> 키를 누르면 측정된 파라미터(S11, S21 또는 S22)를 선택하
기 위한 하위 메뉴가 열린다.

참

고

제어 키는 Analyzer의 제어 기능 활성화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제어 키는 단지 소프트키 패널의 빠른 선택을 위해 의도된 것이고
기능 키 할당을 위한 빠른 변형이다. 제어 키를 누르면 원하는 기
능에 해당하는 기능 키를 누르는 효과가 연출된다.

<Active Tr/Ch> 키

<Active Tr/Ch>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에 활성화된 채널과 트레
이스를 선택하게 해준다. 활성 채널은 채널 파라미터 설정 명령을
수용하는 채널이다. 활성 채널은 트레이스 파라미터 설정 명령을
수용한다. 패널이나 트레이스 설정 변경을 위한 명령 전송 전, 활
성 채널이나 트레이스를 각각 할당해야 한다. 채널 및 트레이스
설정은 5.4에 설명되어 있다.

<Stimulus> 키

<Stimulus>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활성 채널 자극 파
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다. 이 파라미터들은 주파수 스위프 스팸
의 시작(Start) 및 정지(Stop)값, 스위프 지점 수, 자극 파워 등이다.
자극 설정 소프트키 하위 메뉴는 5.5에서 설명하고 있다.

<Meas> 키

<Meas>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측정 파라미터(S11, S21,
S12, S22)를 선택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는 5.7에서 설명하고 있다.

<Format> 키

<Format>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측정 데이터 표시 형
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포맷은 로그 크기, 위상, SWR 등이다.
데이터 포맷 설정 하위 메뉴는 5.8에서 설명하고 있다.

<Scale> 키

<Scale>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다이어그램 스케일 설
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스케일은 눈금 나누기, 기준 레벨값과 위
치 및 기타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다. 다이어그램 스케일 설정
하위 메뉴는 5.9에서 설명하고 있다.

<Avg> 키

<Avg>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데이터 평균 설정을 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에서는 IF 대역폭, 평균계산 및 평활
(Smoothing)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는 5.10에
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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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키

<Display>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표시부 파라미터 설정
을 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는 트레이스 수 및 화면상의 배치, 메
모리에 트레이스 저장, 트레이스 컬러 설정, 폰트 크기 및 기타 파
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표시부 설정 하위 메뉴는 5.4와 5.13에
설명되어 있다.

<Cal> 키

<Cal>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Analyzer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는 캘리브레이션 수행, 캘리브레이션 파
라미터 설정, Analyzer에 의한 오차 수정 활성화/비활성화 기능들
을 수행하게 해준다.
본 하위 메뉴는 6.1에서 설명하고 있다.

<Save/Recall> 키

<Save/Recall>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Analyzer 상태, 캘
리브레이션 계수 및 데이터 트레이스의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는 8.1과 8.2에서 설명하고 있다.

<Marker> 키

<Marker>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마커 조작을 할 수 있
게 해준다. 본 하위 메뉴에서는 마커 활성화/비활성화 및 마커 파
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는 7.1에서 설명하고 있다.

<Analysis> 키

<Analysis> 키는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하위 메뉴에서는 픽스처(Fixture) 시뮬레이션 기능, 시간
도메인 변환, 포트 Z 변환 및 한도 시험(Limit Test)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본 데이터 분석 하위 메뉴는 7.2 ~ 7.5에서 설명하고 있다.

<System> 키

<System> 키는 시스템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활성화시켜 준다.
본 하위 메뉴는 초기 조건 설정, 다이어그램 출력 및 기준 주파수
(10 MHz) 소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Analyzer의 성능 테스트
를 수행한다.
본 하위 메뉴는 5.11, 5.12, 8.3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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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NTRY 키패드
ENTRY 키패드

입력 키는 숫자 데이터와 미터법 접두어의 입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ENTER>와 <ESC> 키를 제외한 이들 키는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
(커서가 필드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활성화된다.

<0>…<9>, <.> 키

<±> 키

<G/n> 키

커서가 위치한 곳에 십진수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0에서 9까지 숫
자 키와 소수점

<±> 키는 십진수의 기호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한다.

<G/n> 키는 G (Giga) x109 나 n (nano) x10-9와 같은 미터법 접두어를
추가하여 십진수 입력을 완료할 때 사용한다. 이 접두어는 데이터 입력
필드의 데이터형에 좌우된다.

<M/µ> 키

<M/µ> 키는 M (Mega) x106나 µ (micro) x10-6와 같은 미터법 접두어를
추가하여 십진수 입력을 완료할 때 사용한다. 이 접두어는 데이터 입력
필드의 데이터형에 좌우된다.

<k/m> 키

<k/m> 키는 k (kilo) x103나 m (milli) x10-3과 같은 미터법 접두어를 추
가하여 십진수 입력을 완료할 때 사용한다. 이 접두어는 데이터 입력
필드의 데이터형에 좌우된다.

<x1> 키

<x1> 키는 미터법 접두어 추가 없이 십진수 입력을 완료할 때 사용한
다. 이 키는 <ENTER>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BACK> 키

<BACK> 키는 커서의 왼쪽 글자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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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키

<ESC> 키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Ÿ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키는 필드에 입력한
모든 데이터를 취소하고 원래 데이터로 복구한다.

Ÿ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가 없는 경우, 이 키는 소프트키 메뉴
의 상위 레벨로 복귀시킨다.

<ENTER> 키

<ENTER> 키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Ÿ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키는 입력 과정을 마
무리하고 필드에 새로운 값을 할당한다.

Ÿ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가 없는 경우, 이 키는 선택된 소프트
키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HOME> 키

<HOME> 키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Ÿ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키는 커서를 필드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시킨다.

Ÿ

활성화된 데이터 입력 필드가 없는 경우, 이 키는 소프트키 메뉴
의 메인으로 복귀시킨다.

2.2.7 네비게이션 키

<UP>/<DOWN> 네비게이션 키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Ÿ

활성화된 숫자 데이터 입력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키들은 가용한
숫자값 리스트에서 위나 아래로 스크롤하는 역할을 한다. UP 화살
표는 값을 증가시키고 DOWN 화살표는 값을 감소시킨다.

Ÿ

소프트키 하위 메뉴가 활성화되면 이 키들은 메뉴를 위나 아래 방
향으로 이동하여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Ÿ

다른 경우, 이 키들은 소프트키 메뉴의 하위 메뉴를 선택하기 위
해 사용한다.

<LEFT>/<RIGHT> 네비게이션 키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Ÿ

활성화된 숫자 입력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키들은 커서를 필드 내
에서 이동시킨다.

Ÿ

메뉴 바가 활성화되면, 이 키들은 메뉴의 다음이나 이전 항목으로
이동시킨다.

Ÿ

다른 경우, LEFT 화살표는 소프트키 메뉴의 상위 레벨로 이동시키
고 RIGHT 화살표는 하위 레벨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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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회전식 손잡이(Rotary Knob)
회전식 손잡이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Ÿ

활성화된 숫자 데이터 입력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회전식 손잡이
는 가용한 숫자값 리스트에서 위나 아래로 스크롤하는 역할을 한
다. 시계방향 회전은 값을 증가시키고 반시계방향 회전은 값을 감
소시킨다.

Ÿ

다른 경우, 이것은 소프트키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다.

2.2.9 USB 포트
USB 포트에는 다양한 USB 호환 장치(플래시 메모리 스틱, 마우
스, 키보드, 프린터)에 연결할 수 있다.

참

고

마우스와 키보드는 Mini-DIN(PS/2) 커넥터에 연결하고, 프린터는
프린터 병렬 포트에 연결한다. 이 커넥터들은 Analyzer의 후면 패
널에 위치해 있다.

2.2.10 테스트 포트
50W N 타입 테스트 포트는 DUT 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테스트 포트는
자극 신호의 소스나 DUT의 응답 신호의 수신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들 포트 중 하나만 특정 상황에서 신호의 소스가 될 수 있다.
DUT를 Analyzer의 테스트 포트에만 연결하면, DUT의 반사 파라미터(S11
이나 S22)를 측정할 수 있다.
DUT를 양쪽 포트에 연결하면, DUT의 전체 S 파라미터 매트릭스를 측정
할 수 있다.
참

고

주

의

LED 등은 신호 소스로서 작동하는 테스트 포트를 식별한다.
전면 패널에 표시된 입력 RF 신호의 최대 허용 파워(또는 최대 DC 전
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Analyzer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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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면 패널
A333의 후면부 그림은 그림 2.2과 같다. 후면 패널은 다음과 같은 부품을 장착하고 있다.

그림 2.2 A333 후면 패널의 인터페이스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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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전원 케이블 콘센트
전원 케이블 콘센트는 220 V 50 Hz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
한다.
긴급 상황에서 감전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Analyzer 전원 콘센
주

의

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뺀다.
일반 사용 시에는 전원 공급장치와 Analyzer의 연결을 끊어서는 안 된
다. 메인 전원을 끄는 정확한 절차를 보려면 3.2.2를 참조한다.

2.3.2 GPIB 포트(옵션)
GPIB(General Purpose Interface Bus: 범용 인터페이스 버스)는 데이터를
얻어내고 Analyzer를 제어하기 위해 외부 컨트롤러(예: 컴퓨터)를 연결
하게 해준다.

2.3.3 Mini-DIN 키보드 및 마우스 포트
이들 포트는 작동상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외부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상세한 마우스 조작방법은 4.3을 참조한다.

2.3.4 프린터 병렬 포트
프린터 연결을 위한 25 핀 병렬 포트

2.3.5 외부 VGA 모니터 커넥터
VGA 모니터 연결을 위한 15 핀의 외부 VGA 모니터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면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2.3.6 이더넷 포트
이더넷 포트는 Analyzer를 LAN에 연결하게 해준다. 연결 후 사용자는
외부 PC를 사용하여 Analyzer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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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외부 트리거 신호 입력 포트
이 포트는 외부 트리거 소스를 연결하게 해준다.
커넥터의 종류는 BNC female 커넥터이다.
3 ~ 5 V의 TTL 호환 입력은 1 μs까지의 펄스 폭을 갖는다.
입력 임피던스는 최소 10 kW이다.

2.3.8 외부 기준 주파수(10 MHz) 입력 포트
외부 기준 주파수: 10 MHz,
입력 레벨: 2 dBm ± 2 dB, 10 MHz 입력시
입력 임피던스: 50 Ω,
커넥터 종류: BNC 암 커텍터

2.3.9 내부 기준 주파수 (10 MHz) 출력 포트
50 W 임피던스에서 출력 기준 신호 레벨: 3dBm ± 2dB (10MHz 출력시)
커넥터 종류: BNC female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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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본 장은 Analyzer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장은 DUT의 반사 계수 파라미터 측정을 위한
주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SWR과 DUT의 반사 계수 위상도 분석하고 있다.
반사 계수 측정을 위해 Analyzer의 테스트 포트는 하나만 사용하였다. Analyzer는 DUT의
입력부에 자극을 전달하고 반사파를 수신한다. 일반적으로 본 측정 과정에서 DUT의 출력은
부하(LOAD) 표준으로 종단처리(터미네이션)되어야 한다. 이들 측정 결과는 여러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전형적인 반사 계수 측정 회로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반사 측정 회로

SWR과 DUT의 반사 계수 위상을 측정하려면, 예제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참

Ÿ

반사 측정을 위해 Analyzer를 준비한다.

Ÿ

자극 파라미터(주파수 범위, 스위프 지점 수)를 설정한다.

Ÿ

IF 대역폭을 설정한다.

Ÿ

트레이스 수를 2로 설정하고 측정 파라미터와 트레이스 표시 형식을 할당한다.

Ÿ

트레이스 스케일을 설정한다.

Ÿ

반사 계수 측정을 위해 Analyzer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Ÿ

마커를 사용해서 SWR과 반사 계수 위상을 분석한다.

고

본 장에서 Analyzer 제어는 화면의 우측에 위치한 소프트키에 의해
수행된다. Analyzer는 또한 마우스에 의해 빠른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준다.(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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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반사 측정을 위한 Analyzer 준비
Analyzer를 켜고 사양에 적힌 시간 동안 워밍업을 한다.

화면의 최하단 줄에 다음 항목들이 표시된다. 날짜/시간, Analyzer 상태,
준비 상태 기능

시리얼 번호, 내부 온도 상태(State) 필드에 <Ready>가 표시되어야 한
다. 데이터 필드 위에 위치한 Sweep 표시기가 진행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DUT를 Analyzer의 포트1에 연결한다. DUT 입력부를 Analyzer 테스트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
적당한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한다. DUT 입력부가 N 타입(male)이면, DUT를 직접 포트에
연결할 수 있다.

3.2 Analyzer 프리셋
측정 세션을 시작하기 전, Analyzer 리셋을 추천한다. 초기 조건 설정은 5.11에 설명되어 있다.

Analyzer를 초기 조건으로 복구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Preset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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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극 설정
Analyzer를 초기 상태로 복구한 후, 자극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300 kHz ~ 3.2 GHz의 주파수 범위, Sweep 형식은 선형(Linear), 스위프 지점 수는 201, 파워
레벨은 0 dBm.

현재 예제에서는 주파수 범위를 10 MHz에 3 GHz로 설정한다.

주파수 범위의 시작 주파수를 10 MHz로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Start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1>>, <<0>>을 입력한다. <<M/μ>>(또는
<<M>>)를 눌러서 설정을 마친다.
주파수 범위의 정지 주파수를 3 GHz로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Stimulus > Stop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3>>을 입력한다. <<G/n>>(또는 <<G>>)
를 눌러서 설정을 마무리한다.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최상위 소프트키(파란색)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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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F 대역폭 설정
현재 예제에서는 IF 대역폭을 3 kHz로 설정한다.

IF 대역폭을 3kHz로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verage > IF Bandwidth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3>>을 입력하고 <<x1>>이나 <<Enter>>
키를 눌러서 설정을 마친다.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최상위 소프트키(파란색)를 클릭한다.

3.5 트레이스 수, 측정 파라미터 및 표시부 형식 설정
현재의

예제에서는

동시에

파라미터

2개(SWR,

반사

계수

위상)를

표시하도록

2개의

트레이스를 사용한다.
트레이스 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Num of Traces > 2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최상위 소프트키(파란색)를 클릭한다.

한 트레이스의 측정 파라미터를 할당하기 전,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Active Trace/Channel > Active Trace > 2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최상위 소프트키(파란색)를 클릭한다.

S11 파라미터를 두 번째 드레이스에 할당한다. 이 파라미터는 첫 번째 트레이스에 이미 할당
되어 있다.
이 트레이스에 파라미터를 할당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easurement >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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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 표시 형식을 첫 번째 트레이스에 할당하고 반사 계수 위상 표시 형식을 두 번째 트레
이스에 할당한다.
활성화된 트레이스 표시 형식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Format > SWR (첫 번째 트레이스),
Format > Phase (두 번째 트레이스).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최상위 소프트키(파란색)를 클릭한다.

3.6 트레이스 스케일 설정
편의상 트레이스 스케일(Scale)을 자동 스케일 기능을 사용하여 변경한다.
자동 스케일 기능에 의해 활성화된 트레이스 스케일을 설정하려면 다
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Auto Scale
주 메뉴로 돌아가려면 최상위 소프트키(파란색)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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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반사 계수 측정을 위한 Analyzer 캘리브레이션
전체 측정 설정(Analyzer, 케이블 및 DUT 연결을 지원하는 기타 장치) 캘리브레이션은 측정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다.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캘리브레이션 표준 키트를 준비해야 한다.
OPEN,

SHORT

및

LOAD.

해당

키트는

설명과

표준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

적당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정확한 키트 종류를 프로그램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림 3.2에서와 같이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테스트
포트에 순서대로 연결한다.

그림 3.2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회로

현재의 예제에서는 Agilent 85032E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사용되었다.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 Kit
그리고 나서, 사용하고 있는 키트를 화면 최하단 표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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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세

가지

표준

측정을

실행한다.

그

다음,

캘리브레이션 계수 표가 계산되고 Analyzer의 메모리상에 저장된다.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DUT와 Analyzer의 연결을 끊는다.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ibrate > Full 1-Port Cal
OPEN 표준을 연결하고 Open을 클릭한다.
SHORT 표준을 연결하고 Short를 클릭한다.
LOAD 표준을 연결하고 Load를 클릭한다.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하고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을 계산하려면,
Apply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리고 나서, DUT를 Analyzer에 재연결한다.

48

3. 시작하기

3.8 마커를 이용한 SWR 및 반사 계수 위상 분석
마커를 사용하여 세 주파수 지점에서 측정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Analyzer 화면은
그림 3.3과 같다.
현재의 예제에서 SWR=1.2의 반사 표준이 DUT에서 사용된다.

그림 3.3 SWR과 반사 계수 위상 측정 예제

새로운 마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Add Marker
그리고 나서, 그래프의 입력 필드에 주파수 값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200 MHz 주파수를 입력하려면 키패드에서 <<2>>, <<0>>, <<0>>
및 <<M>> 키를 입력한다.
서로 다른 주파수 지점에서 세 개의 마커를 활성화시키려면, 위의 절차
를 세 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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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활성화된 트레이스 마커만 화면에 표시된다. 두 개의 트레이스를 동시에 보이게
하려면, 먼저 마커 테이블을 활성화시킨다.
마커 테이블을 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Properties > Marke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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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조건 설정
4.1 화면 레이아웃 및 기능
화면 레이아웃은 그림 4.1과 같다. 본 장에서는 소프트키 메뉴 바, 메뉴 바 및 계측기 상태
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채널 창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진다.
소프트키 메뉴 바

메뉴 바

채널
Windows

계측기 상태 바

그림 4.1 Analyzer 화면 레이아웃

4.1.1 소프트키 메뉴 바
화면 우측의 소프트키 메뉴 바는 프로그램의 주 메뉴이다.

화면의 최상단 라인은 메뉴 바이고 이를 통하면 소프트키 메뉴의 하위
참

고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메뉴는 보조용으로 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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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키 메뉴 바는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패널들은 다른 것을 대신하여 하나씩
나타나 보여진다. 각 패널은 소프트키 메뉴의 하위 메뉴 중 하나를 가리킨다. 모든 패널들은
다중 레벨 메뉴에 통합되어 있고 Analyzer의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메뉴 소프트키를 조작하기 위해 마우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화면 좌측에 있는 하드키를
누른다.
또한, 외부 키보드상의 «↑», «↓», «←», «→», «Enter», «Esc», «Home» 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할 수 있다.
소프트키 종류는 아래와 같다.

최상위 소프트키는 메뉴 타이틀 키이다. 이 키를 사용하면 메뉴의 상위
레벨로 돌아간다. 만약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키보드를 사용하여 소프트
키 내에서 탐색할 수 있다.
소프트키가 어두운 회색으로 반전되면, 키보드 상의 <<ENTER>> 키를
눌러서 본 소프트키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키보드상의 화살표
(«↑» 및 «↓»)를 사용하면 반전된 키를 변경할 수 있다.
소프트키 상의 커다란 점은 대체 설정 리스트 내 현재의 선택을 표시한
다.
소프트키의 좌측에 있는 체크 마크는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활성화
된 기능을 보여준다.
오른쪽 화살표를 가진 소프트키는 메뉴의 하위 메뉴로 이동하게 한다.

텍스트 필드를 가진 소프트키는 선택된 기능을 표시하도록 한다.

값 필드를 가진 소프트키는 숫자 설정 시 입력 및 선택을 가능하게 한
다.
이 네비게이션 소프트키는 소프트키 메뉴가 메뉴 화면 영역을 넘쳐서
침범할 때 나타난다. 이 소프트키를 사용하면 소프트키 메뉴를 위 아래
로 스크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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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키 메뉴 내 탐색을 하려면, «↑», «↓» 외에 키보드의 «←», «→», «Esc», «Home» 키를
사용할 수 있다.

Ÿ

«←» 키는 메뉴의 상위 레벨로 이동시킨다.

Ÿ

«→» 키는 선택된 소프트키가 오른쪽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뉴의 하위 레
벨로 이동시킨다.

Ÿ

<<ESC>> 키는 «←» 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Home>> 키는 주 메뉴로
이동시킨다.

키보드의 위 키들은 활성화된 입력 필드가 없는 경우에만 소프트키 메
참

고

뉴 탐색을 허용한다. 이 경우, 메뉴 타이틀 소프트키는 파란색으로 반전
된다.

4.1.2 메뉴 바

그림 4.2 메뉴 바

메뉴 바는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본 메뉴는 보조 기능으로 주 메뉴의 하위 메뉴로
바로 이동시킨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키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화면에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 메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메뉴 바는 마우스나 터치 스크린에 의해
제어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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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바를 숨기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Menu Bar

4. 측정 조건 설정

4.1.3 계측기 상태 바

날짜와 시간

메시지들

그림 4.3 계측기 상태 바

계측기 상태 바는 화면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

표 4.1 계측기 상태 바의 메시지
필드 설명

메시지

Analyzer 상태

DSP status

Not Ready

DSP와 컴퓨터 간에 통신이 되지 않음

DSP status

Loading

DSP 프로그램이 로딩 중임

DSP status

Ready

DSP 정상 가동 중임

Sweep status

Meas

Sweep가 진행 중임

Sweep status

Hold

Sweep가 잠시 멈춘 상태임

Sweep status

Ext

External로 설정된 트리거를 기다리는 중임

Sweep status

Man

Manual로 설정된 트리거를 기다리는 중임

Sweep status

Bus

Bus로 설정된 트리거를 기다리는 중임

Calibration

Calibration…

캘리브레이션 표준 측정이 진행 중임

RF signal

RF output Off

자극 신호 출력이 꺼져 있음

External

ExtRef

외부 기준 주파수 입력(10 MHz)이 켜져 있음

Update Off

Display Update 기능이 꺼져 있음

Sys Corr OFF

System Correction 기능이 꺼져 있음(8.4 참조)

Factory

PC Error

파워 캘리브레이션 ROM 오류

calibration

RC Error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ROM 오류

Power Meter:

USB/GPIB를 통해 외부 파워 측정기가 Analyzer에

message

연결된 경우, 다음 메시지가 표시된다.

reference
frequency
Display update
System
correction
status

error
External power
meter status

connection,

connection

error,

ready,

measurement, zero setting, zero sett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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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채널 창 레이아웃 및 기능
채널 창은 트레이스와 숫자값의 형태로 측정 결과를 표시한다. 화면에는 동시에 16 채널
창까지 표시할 수 있다. 각 창은 하나의 논리적 채널에 해당된다.
하나의 논리적 채널은 다음 설정을 가지고 별도의 Analyzer로 표시될 수 있다.

Ÿ

자극 신호 설정(주파수 범위, 파워 레벨, 스위프 타입)

Ÿ

IF 대역폭 및 평균 계산

Ÿ

캘리브레이션

물리적 Analyzer는 계속해서 논리적 채널들을 처리할 수 있다.
차례로 각 채널 창은 측정한 파라미터에 대해 16개 트레이스까지 표시할 수 있다.
채널 창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림 4.4와 같다.

트레이스 상태 필드

채널 타이틀 바

채널 상태 바
그래프 영역

그림 4.4채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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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채널 타이틀 바
채널 타이틀 기능은 각 채널 창에 코멘트를 입력하도록 한다.
화면에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채널 타이틀 바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채널 타이틀 바
On/Off 전환

채널 타이틀 바를 숨기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Title Label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하면 채널 타이틀 편집 모드에 진입할 수 있다.

채널 타이틀 편집

Display > Edit Title Label
마우스로 채널 타이틀 바 안의 타이틀 영역을 클릭하여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4.2.2 트레이스 상태 필드

트레이스 속성
레퍼런스 레벨 값
트레이스 스케일
표시 형식
측정 파라미터

트레이스 이름

그림 4.5 트레이스 상태 필드

트레이스 상태 필드는 트레이스의 이름과 파라미터를 표시한다. 해당 필드의 라인 수는 채널 내
활성화된 트레이스 수에 좌우된다.

참

고

트레이스 상태 필드를 사용하면 마우스로 쉽게 트레이스 파라미터를 수
정할 수 있다.(4.3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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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라인은 채널의 트레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Ÿ

트레이스 이름(<<Tr1>> ~ <<Tr16>>) : 활성화된 트레이스 이름은 반대의 색상으
로 반전된다.

Ÿ

측정한 파라미터 : S11, S21, S12, S22 또는 절대 파워 값: A(n), B(n), R1(n), R2(n);

Ÿ

표시 형식(예: <<Log Mag>>)

Ÿ

트레이스 스케일 : Scale 눈금 당 측정 Unit들의 트레이스 스케일(예: <<10.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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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준 레벨 값 : 예: <<4>>이 기준 레벨 기호일 때 <<40.00 dB>>

Ÿ

트레이스 상태는 스퀘어 브라킷 안에 심볼로 표시된다.(표 4.2 참조)

4. 측정 조건 설정

표 5.1 트레이스 상태 심볼 정의
상태

오차 수정

기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분석

심볼
RO(+)

OPEN 응답 캘리브레이션

RS(+)

SHORT 응답 캘리브레이션

RT(+)

THRU 응답 캘리브레이션

OP(+)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F1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F2(+)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SMC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

RC

수신부 캘리브레이션

PC

파워 캘리브레이션

Z0

포트 임피던스 변환

FD

픽스처 디임베딩(De-embedding)

FE

픽스처 임베딩(Embedding)

PExt
No indication
트레이스 표시

정의

D&M

포트 확장
데이터 트레이스
데이터 및 메모리 트레이스

M

메모리 트레이스

Off

데이터 및 메모리 트레이스 - off

D+M

Data + Memory

D–M

Data – Memory

D*M

Data * Memory

D/M

Data / Memory

전기적 지연

Del

0이 아닌 전기적 지연

평탄화(Smoothing)

Smo

트레이스 평탄화

게이팅(Gating)

Gat

시간 도메인 게이팅

연산 작업

변환

Zr

반사 임피던스

Zt

전송 임피던스

Yr

반사 어드미턴스

Yt

전송 어드미턴스

1/S

S 파라미터 역변환

Ztsh

전송 단락(Transmission-shunt) 임피던스

Ytsh

전송 단락(Transmission-shunt) 어드미턴스

Conj

결합(Conju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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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그래프 영역
그래프 영역에서는 트레이스와 숫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수직선 라벨

마커

레퍼런스 라인 위치

통계

수평선 라벨

현재 자극 위치

트레이스 번호

그림 4.6 그래프 영역
그래프 영역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한다.
Ÿ

수직선 라벨은 활성화된 트레이스에 대한 수직축 숫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모든 트
레이스에 대한 데이터 표시부를 설정할 수도 있고 트레이스 표시 시 화면 공간을
더 얻기 위해 수직선 라벨을 숨길 수도 있다.

Ÿ

수평선 라벨은 자극축의 숫자 데이터(주파수, 파워 레벨이나 시간)를 표시한다. 트
레이스 표시 시 화면에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평선 라벨은 숨길 수도 있다.

Ÿ

기준 레벨 위치는 트레이스 기준이 되는 레벨의 위치를 표시한다.

Ÿ

마커는 활성화된 트레이스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측정한 값을 표시한다. 마커와 함
께 동시에 모든 트레이스를 표시 해준다.

Ÿ

마커 기능: statistics, bandwidth, flatness, RF filter.

Ÿ

트레이스 번호는 흑백으로 인쇄되었을 때 트레이스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Ÿ

현재 자극 위치는 Sweep 지속 기간이 1.5초를 넘어갈 때 나타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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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선/수평선 라벨을 사용하면 마우스로 쉽게 트레이스 파라미
터를 수정할 수 있다.(4.3에서 설명)

4. 측정 조건 설정

4.2.4 채널 창 트레이스 레이아웃
표시된 트레이스의 수가 하나를 초과하면 편의에 따라 트레이스를 배치할 수 있다. 한
그래프에 모든 트레이스를 표시하도록 선택(그림 4.6 참조)할 수도 있고 각 트레이스를 개별
그래프로 표시(그림 4.7 참조)할 수도 있다.

그림 4.7 한 채널 창 내 두 개의 트레이스(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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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마커
마커는 트레이스의 선택된 지점에서 자극 값과 측정값을 표시(그림 4.8 참조)한다.

마커 데이터 필드

트레이스의 지시기

자극축에서의 지시기

그림 4.8 마커

마커는 1에서 15까지의 숫자로 표시된다. 기준 마커는 R 기호와 함께 지시된다.
활성 마커는 다음의 방식으로 지시된다. 마커의 숫자는 반전된 컬러로 하이라이트 표시되고,
트레이스의 지시기는 트레이스 위에 위치하며, 자극 지시기는 완전한 컬러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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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채널 상태 바
채널 상태 바는 채널 창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 이 상태바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한다:
자극 종료
평균 상태(설정된 경우)
파워 레벨
IF 대역폭
스위프 타입

스위프 지점수
자극 시작
픽스처 시뮬레이션(설정된 경우)
포트 확장(설정된 경우)
파워 오차 수정(설정된 경우)
수신부 오차 수정(설정된 경우)
오차 수정
스위프 진행

그림 4.9 채널 상태 바

Ÿ

스위프 진행(Sweep progress) 필드는 채널 데이터가 갱신 중일 때 진행 상태 바를
표시한다.

Ÿ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필드는 S 파라미터 트레이스의 오차 수정에 대한 통합
상태를 표시한다. 본 필드의 값들은 표 4.3에 표시되어 있다.

Ÿ

수신부 오차 수정(Receiver correction) 필드는 절대 파워 측정 트레이스의 수신부
수정에 대한 통합 상태를 표시한다. 본 필드의 값들은 표 4.4에 표시되어 있다.

Ÿ

파워 오차 수정(Power correction) 필드는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파워 수정 통합 상
태를 표시한다. 본 필드의 값들은 표 4.5에 표시되어 있다.

Ÿ

포트 확장(Port extension) 필드는 S 파라미터 트레이스에 대한 본 기능 수행 통합
상태를 표시한다. 이 기능이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활성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은
글씨를 보게 된다. 이 기능이 일부 트레이스에 대해서만 활성화된 경우, 붉은 배경
에 흰색 글씨를 보게 된다.

Ÿ

픽스처 시뮬레이션(Fixture simulation) 필드는 S 파라미터 트레이스에 대한 본 기능
수행 통합 상태를 표시한다. 픽스처 시뮬레이션은 다음 작업을 포함한다: Z0 변환,
Embedding, De-embedding 이 기능이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활성화되면 회색 배
경에 검은 글씨를 보게 된다. 이 기능이 일부 트레이스에 대해서만 활성화된

경우,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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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극 시작(Stimulus start) 필드는 스위프 타입에 따라 시작 주파수나 파워를 표시하
거나 입력한다. 이 필드는 자극 중앙 주파수 표시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Start
에서 Center로 변경된다.

Ÿ

스위프 지점수(Sweep points) 필드는 Sweep 지점의 수를 표시하고 입력한다.
Sweep 지점의 수는 2~10001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Ÿ

스위프 타입(Sweep type) 필드는 스위프 타입의 표시와 선택이 가능하다. 본 필드
의 값들은 표 4.6에 표시되어 있다.

Ÿ

IF 대역폭(IF bandwidth) 필드는 IF 대역폭의 표시와 선택이 가능하다. 값들은 1 Hz
부터 30 kHz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Ÿ

파워 레벨(Power level) 필드는 포트 출력 파워의 표시와 입력이 가능하다. Power
Sweep 모드에서 본 필드는 소스의 CW 주파수 표시로 전환한다.

Ÿ

평균 상태(Averaging status) 필드는 본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표시한다. 첫 번째
숫자는 평균 전류 카운터 값이고 두 번째 숫자는 평균 인자이다.

Ÿ

스위프 종료(Stimulus stop) 필드는 스위프 타입에 따라 정지 주파수나 파워를 표시
하거나 입력한다. 이 필드는 자극 간격 표시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Stop에서
Span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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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오차 수정 필드
심볼
Cor

C?

C!

정의

참

고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정은

이 기능이 모든 트레이스에 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다.

한 활성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정은

은 글씨로 보여진다.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

이 기능이 일부 트레이스에 대

지 않다.

해서만 활성화된 경우(다른 트

보간법이 적용된다.

레이스는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정은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보여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

진다.

캘리브레이션

안됨),

지 않다.
보외법이 적용된다.

Off
---

오차 수정 기능이 꺼져 있다.

모든 트레이스에 해당 붉은 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없음. 캘리브레이

경에 흰색 글씨로 보여진다.

션 기능 수행 안됨.

표 4.4 수신부 오차 수정 필드
심볼

RC

RC?

RC!

정의

참

고

수신부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

이 기능이 모든 트레이스에 대

정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한 활성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

같다.

은 글씨로 보여진다.

수신부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

이 기능이 일부 트레이스에 대

정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해서만 활성화된 경우(다른 트

같지 않다.

레이스는

보간법이 적용된다.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보여

수신부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

진다.

캘리브레이션

안됨),

정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지 않다.
보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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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파워 오차 수정 필드
심볼

PC

PC?

PC!

정의

참

고

파워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정

이 기능이 모든 트레이스에 대

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

한 활성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

다.

은 글씨로 보여진다.

파워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정

이 기능이 일부 트레이스에 대

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

해서만 활성화된 경우(다른 트

지 않다.

레이스는

보간법이 적용된다.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보여

파워 오차 수정이 가능하다. 자극 설정

진다.

캘리브레이션

안됨),

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와 같
지 않다.
보외법이 적용된다.

표 4.6 스위프 타입
심볼

정의

Lin

선형 주파수 Sweep

Log

로그 주파수 Sweep

Segm
Pow

세그먼트 주파수 Sweep
파워 Sweep

4.3 마우스를 사용한 빠른 채널 설정
마우스 조작 방법을 설명하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채널 파라미터를 빠르고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채널 창에서 채널 파라미터가 수정될 수 있는 필드에 대해 편집 모드를 표시하는 형태를
마우스 포인터로 변경한다. 텍스트와 숫자 필드 외에 편집 모드는 <<underline>> 심볼로
표시된다.

참

고

마우스 조작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된 설정만 수행하도록 한다.
모든 채널 기능은 소프트키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4.3.1 활성 채널 선택
두 개 이상의 채널 창이 열려 있을 때 활성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활성 창의 윤곽선은 밝은
색상으로 반전된다. 또 다른 창을 활성화시키려면, 해당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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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활성 트레이스 선택

활성 채널 창이 두 개 이상의 트레이스를 포함한 경우, 활성 트레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활성화된 트레이스 이름은 반대의 색상으로 반전된다. 하나의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원하는 트레이스 상태선이나 트레이스 커브 또는 트레이스 마커를 클릭하면 된다.

4.3.3 측정된 데이터 설정

측정된 파라미터(S11, S21, S12, S22) 중 하나를 트레이스에 할당하려면, 트레이스 상태선 내 S
파라미터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한다.

4.3.4 표시 형식 설정

트레이스 표시 형식을 선택하려면, 트레이스 상태선 내 표시 형식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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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트레이스 스케일 설정
트레이스 스케일(Trace Scale)은 수직으로 나눈 눈금의 값을 의미하며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 트레이스 상태선 내 Trace Scale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요구된 숫자값을
입력한다.
두 번째 방법: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수직 눈금
위로 움직인다. 포인터를 눈금의 최상단이나 최하단의 약 10% 지점에 위치시킨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눈금

중앙에서

포인터를

드래그해서

눈금을

키우거나 줄인다.

4.3.6 기준 레벨 설정
<<► >>/<<◄ >> 심볼에 의해 수직 눈금에 표시되는 기준 레벨값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 트레이스 상태선 내 기준 레벨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요구된 숫자값을
입력한다.
두 번째 방법: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수직 눈금
위로 움직인다. 포인터를 눈금의 중앙부에 위치시킨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눈금 중앙에서 포인터를 위로 드래그해서 기준 레벨값을 키우거나
아래로 드래그해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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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기준 레벨 위치
<<▶>>/<<◀>> 심볼에 의해 수직 눈금에 표시되는 기준 레벨값은 다음 방법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다.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기준 레벨 심볼 위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나서, 기준 레벨 심볼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

4.3.8 Sweep 시작 설정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자극 눈금 위로 움직인다.
마우스 포인터를 눈금의 왼쪽 부분 10%쯤에 위치시킨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Sweep 시작값을 키우거나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인다.

4.3.9 Sweep 정지 설정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자극 눈금 위로 움직인다.
마우스 포인터를 눈금의 오른쪽 부분 10%쯤에 위치시킨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Sweep 정지값을 키우거나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인다.

4.3.10 Sweep 중앙 설정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자극 눈금 위로 움직인다.
마우스 포인터를 눈금의 중앙부에 위치시킨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Sweep 중앙값을 키우거나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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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스위프 스팬(Sweep Span) 설정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자극 눈금 위로 움직인다.
마우스 포인터를 눈금의 중심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20%쯤에 위치시킨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스위프 스팬값을 키우거나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인다.

4.3.12 마커 자극값 설정
마커 자극값은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키보드의 숫자키를 사용하여 값을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다.
마커를 드래그하려면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마커 표시기 중 하나 위로 움직인다.
자극의

숫자값을

입력하려면,

먼저

마우스

클릭으로

마커

데이터선 내 필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4.3.13 Start/Center와 Stop/Span 모드 간 전환
Start/Center와 Stop/Span 모드 간에서 전환을 하려면,
채널 상태 바의 각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Start
라벨은 Center와 함께 변경되고 Stop 라벨은 Span과 함께 변경된다. 자극 눈금의 레이아웃은
이에 따라 변경된다.

4.3.14 Start/Center 값 설정
Start/Center 값을 입력하려면, 먼저 숫자값에 마우스로 클릭하여 채널 상태 바
내 각 필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4.3.15 Stop/Span 값 설정
Stop/Span 값을 입력하려면, 먼저 숫자값에 마우스로 클릭하여 채널 상태 바
내 각 필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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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스위프 지점 수(Sweep Point Number) 설정
스위프 지점 수를 입력하려면, 먼저 숫자값에 마우스로 클릭하여 채널 상태 바 내
각 필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4.3.17 스위프 타입(Sweep Type) 설정
스위프 타입을 설정하려면, 채널 상태 바 내 각 필드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4.3.18 IF 대역폭 설정
IF 대역폭은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키보드의 숫자키를 사용하여 값을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다.
드롭다운 메뉴를 활성화하려면, 채널 상태 바 내 IF
대역폭 필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다.
IF

대역폭을

입력하려면,

먼저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여 채널 상태 바 내 각 필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4.3.19 파워 레벨/CW 주파수 설정

Power Level/CW Frequency 값을 입력하려면, 먼저 숫자값에 마우스로 클릭하여 채널 상태 바
내 각 필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필드에 표시된 파라미터는 현재의 스위프 타입에 좌우된다.
주파수 Sweep 모드에서 파워 레벨값을 입력할 수 있고, 파워 Sweep 모드에서는 CW 주파수
값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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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채널 및 트레이스 표시 설정
Analyzer는 16 채널을 지원하며, 이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 설정으로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다.
논리 채널과 연관된 파라미터들은 표 4.7에 나열되어 있다.

4.4.1 채널 창 할당
채널은 별개의 채널 창처럼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에는 동시에 16 채널 창까지 표시할 수
있다. 하나의 채널 창이 기본적으로 열린다. 두 개 이상의 채널 창이 필요하면 아래 레이아웃
중 하나를 선택한다.

채널 창 레이아웃을 설정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Allocate Channels
그리고 나서, 메뉴에서 원하는 숫자와 채널 창 레이아웃을 선택한다.

화면에서 숫자와 채널 창의 레이아웃에 대한 가용 옵션은 다음과 같다:

레이아웃에 따라 채널 창이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니다. 채널은 작은 숫자로 시작해서 열린다.

열려진 각 채널 창에 대해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기타 설정을 한
참

고

다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채널 파라미터 설정이나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채널을 활성화하
기 위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측정은 열린 채널 창에 대해 순서대로 수행된다. 숨겨진 채널 창에 대한 측정은 수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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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트레이스 설정 수
각 채널 창은 16개의 트레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트레이스에는 측정된 파라미터(S
파라미터), 표시 형식 및 기타 파라미터가 할당되어 있다. 트레이스와 연관된 파라미터들은 표
4.8에 나열되어 있다.
트레이스들은 서로 겹치거나 하나의 채널 창에서 별개의 그래프들을 보이면서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될 수 있다. 트레이스는 두 단계로 설정된다: 채널 창에서 트레이스 수 설정과
트레이스 레이아웃 설정 하나의 채널 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트레이스를 포함한다. 두 개
이상의 트레이스가 필요하면, 트레이스 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트레이스 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Num Of Traces
그리고 나서, 메뉴에서 트레이스 수를 선택한다.

모든 트레이스에는 변경할 수 없는 각각의 이름이 할당된다. 트레이스 이름은 그것의 번호를
포함한다.
트레이스 이름은 다음과 같다. Tr1, Tr2 ... Tr16.
각 트레이스는 몇 가지 초기 설정값을 할당받는다. (사용자가 수정 가능한 측정 파라미터,
형식(Format), 스케일(Scale) 및 색상)
Ÿ

기본적으로 측정된 파라미터는 다음 순서대로 설정된다: S11, S21, S12, S22 그 다음에
는 측정이 사이클 단위로 반복된다.

Ÿ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표시 형식은 기본적으로 로그 크기(dB)로 설정된다.

Ÿ

기본적으로 스케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구간은 10 dB이고, 기준 레
벨값은 0 dB이며 기준 레벨 위치는 그래프의 중간이다.

Ÿ

트레이스의 색상은 수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트레이스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트레이스 갱신 전체 사이클은 측정한 S 파라미터와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좌우된다. 전체 사이클은 소스가 되는 포트1이나 2의 한
Sweep으로 구성되거나 포트1 다음 포트2의 연속 Sweep을 포함할 수
참

고

있다. 예를 들어, 두 트레이스(S11, S22)를 측정하기 위해 연속하는 두
Sweep이 수행된다. 트레이스 수와 측정된 S 파라미터와 별도로 완

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는 동안 두 개의 연속 Sweep
또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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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트레이스 할당
기본적으로 모든 트레이스는 서로 겹치면서 채널 창에 표시된다. 트레이스를 별도의 그래프에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채널 창 내 그래프의 수와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채널 창에서 트레이스를 할당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Allocate Traces
그리고 나서, 메뉴에서 원하는 숫자와 별도 트레이스 그래프의 레이아
웃을 선택한다.
하나의 채널 창에서 트레이스 그래프의 수와 레이아웃에 대한 가용 옵
션은 4.4.1에서 설명하고 있다.

채널 창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트레이스 그래프의 수와 레이아웃은 서로 관련되지 않는다.
트레이스의 수와 그래프의 수는 별개로 설정된다.

Ÿ

트레이스의 수와 그래프의 수가 같다면, 모든 트레이스가 개별적으로 표시되며 각
각은 개별 그래프로 표시된다.

Ÿ

트레이스의 수가 그래프 수보다 많으면, 트레이스는 가용한 그래프로 연속해서(가
장 작은 트레이스 번호로 시작) 할당된다. 모든 그래프가 이미 할당되었다면, 첫 번
째 그래프부터 할당을 계속한다.

Ÿ

트레이스 수가 그래프의 수보다 작다면 비어 있는 그래프가 표시된다.

두 개 이상의 트레이스가 한 그래프에 표시되면, 활성 트레이스에 대해 수직 눈금이 보여진다.
Analyzer는 그래프 내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수직선 라벨을 보여주는
참

고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Off로 설정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8.8을 참조한다.

두 개 이상의 트레이스가 한 그래프에 표시되면, 활성 트레이스에 대해 마커 데이터가
보여진다.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 동시에 마커 데이터를 표시할 때, 두 가지 옵션
참

고

이 제공된다: 마커 표 기능을 사용(6.1.6.2 참조)하거나 활성 트레이스
마커의 식별만 비활성화시킨다(6.1.6.4 참조).

시간 도메인 변환이 일부 트레이스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극 축은 채널의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 동일하다. 이 경우, 표시된 자극 축은 활성 트레이스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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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채널 파라미터
번호

파라미터 설명

1

스위프 타입

2

스위프 범위

3

스위프 지점 수

4

자극 파워 레벨

5

파워 기울기 기능

6

CW 주파수

7

세그먼트 Sweep 테이블

8

트리거 모드:

9

IF 대역폭

10

평균 계산

11

캘리브레이션

12

픽스처 시뮬레이션

표 4.8 트레이스 파라미터
번호

파라미터 설명

1

측정된 파라미터(S 파라미터)

2

표시 형식

3

기준 레벨 스케일, 값 및 위치

4

전기적 지연, 위상 옵셋

5

메모리 트레이스, 연산 작업

6

평활(Smoothing)

7

마커

8

시간 도메인

9

파라미터 전환

10

한도 시험(Lim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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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트레이스/채널 활성화
사용자가 선택하는 제어 명령은 활성화된 채널이나 각각의 트레이스에 적용된다.
활성 채널 창의 윤곽선은 밝은 색상으로 반전된다. 활성 트레이스는 활성 채널에 속하고
트레이스 제목은 반대 색상으로 반전된다.
채널이나 트레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전, 채널이나 트레이스를 각각 활성화시켜야 한다.

트레이스/채널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Active Trace/Channel
Active Trace 소프트키에 숫자를 입력하거나 Previous Trace나 Next
Trace 소프트키를 사용해서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활성 채널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4.4.5 활성 트레이스/채널 창 최대화
일부 채널 창이 표시되면, 임시로 활성 채널 창을 전체 화면 크기로 최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채널 창들은 숨겨지지만 이들 채널에 대한 측정을 막지는 않는다.
유사한 방식으로, 한 채널 창에 일부 트레이스들이 보여지면, 임시로 활성 트레이스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다른 트레이스들은 숨겨지지만 이들 트레이스에 대한 측정을 막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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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채널 최대화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Active Trace/Channel > Active Channel

활성 트레이스 최대화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Display > Active Trace/Channel > Active Trace

참

고

채널 및 트레이스 최대화 기능은 채널/트레이스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
(터치 스크린에서는 더블터치)하여 제어할 수 있다.

4.5 자극 설정
자극

파라미터는

채널마다

설정한다.

채널의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전,

채널을

활성화시킨다.

참

고

측정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캘리브레이션에서 사용된 동일한 자
극 설정을 통해 측정을 수행한다.

4.5.1 스위프 타입(Sweep Type) 설정
스위프 타입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Sweep Type
그리고 나서, 스위프 타입을 선택한다:
■

Lin Freq: 선형 주파수 Sweep

■

Log Freq: 로그 주파수 Sweep

■

Segment: 세그먼트 주파수 Sweep

■

Power Sweep: 파워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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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스위프 스팬(Sweep Span) 설정
스위프 스팬은 선형 및 로그 주파수 Sweep(Hz) 및 선형 파워 Sweep(dBm)에 대해 설정되어야
한다. 스위프 스팬은 Start/Stop이나 Center/Span으로 설정될 수 있다.

스위프 스팬의 시작과 정지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을 사용한다.
Stimulus > Start | Stop

스위프 스팬의 중앙 및 간격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을 사용한
다.
Stimulus > Center | Span

참

고

파워 Sweep이 활성화되면, Start, Stop, Center 및 Span 소프트키 값들
은 dBm으로 표현된다.

4.5.3 스위프 지점(Sweep Point) 설정
스위프 지점수는 선형 및 로그 주파수 Sweep 및 선형 파워 Sweep에 대해 설정되어야 한다.

스위프 지점 수를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Points

4.5.4 자극 파워 설정
자극 파워 레벨은 선형 및 로그 주파수 Sweep에 대해 설정되어야 한다. 세그먼트 스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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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에 대한 파워 레벨 설정 방법은 동일 파워 레벨이 Sweep의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각 세그먼트에 대한 개별 파워 레벨에 대해서는 4.5.8을 참조한다.

파워 레벨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Power > Power

4.5.5 파워 기울기 기능
파워 기울기 기능은 픽스처 배선에서 주파수 증가로 인한 파워 감쇠를 보상하도록 해준다.
파워 기울기는 선형, 로그 및 세그먼트 주파수 Sweep에 대해 설정될 수 있다.

파워 기울기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Power > Slope (dB/GHz)
파워 기울기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Stimulus > Power > «Slope (On/Off)

4.5.6 CW 주파수 설정
CW 주파수 설정은 선형 파워 Sweep을 위한 소스 주파수를 결정한다.

CW 주파수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Power > CW F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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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RF Out 기능
RF Out 기능은 일시적으로 자극 신호를 무능화시킨다. 자극 신호가 무능화되면, 측정을 수행할
수 없다.

자극을 활성화/비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Power > RF Out

참

고

RF Out 기능은 전체 Analyzer에 적용되지만 일부 채널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그것에 대한 표시는 Analyzer의 상태 바에 나타난다.(4.1.3 참조)

4.5.8 세크먼트 테이블 편집
세그먼트 테이블은 세그먼트 Sweep가 활성화될 때의 Sweep 룰을 규정한다.

세그먼트 테이블을 열어 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Segment Table

Segment Table 하위 메뉴로 전환하면, 세그먼트 테이블이 화면 아래에 열린다. 이 하위
메뉴를 나가면, 세그먼트 테이블이 숨겨진다.
세그먼트 테이블 레이아웃은 아래와 같다. 이 테이블은 세 개의 필수 컬럼을 가지고 있다.
주파수 범위와 스위프 지점 수, 세 개의 컬럼(활성화/비활성화 가능): IF 대역폭, 파워 레벨 및
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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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열(Row)에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설명한다. 이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열(Row: 20001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모든 세그먼트의 Sweep 지점 총수)
테이블에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면 Add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새로운

세그먼트 열이 선택된 열 아래에 추가된다.

세그먼트를 지우려면 Delete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선택된 세그먼트

가 지워진다.

아무 세그먼트에 대해서나 필수 파라미터(주파수 범위, 스위프 지점 수) 설정이 필요하다.
주파수 범위는 Start/Stop이나 Center/Span으로 설정될 수 있다.
주파수 범위 표시 모드를 설정하려면, Start/Stop 및 Center/Span 옵션
에서 선택하기 위해 Freq Mode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아무 세그먼트나 추가 파라미터 컬럼(IF 대역폭, 파워 레벨, 지연 시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들 컬럼이 무능화되면, 선형 Sweep에 설정된 값이 사용된다.(모든 세그먼트에 동일)
IF 대역폭 컬럼을 활성화시키려면, List IFBW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파워 레벨 컬럼을 활성화시키려면, List Power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지연 시간 컬럼을 활성화시키려면, List Delay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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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해당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값을 입력한다. 테이블 내에서
탐색하려면, 키보드 키를 사용할 수 있다.

참

고

근접한 세그먼트들은 주파수 도메인 내에서 겹치지 않는다.

세그먼트 테이블은 하드디스크 내 *.lim 파일로 저장하거나 다시 호출할 수 있다.
세그먼트 테이블을 저장하려면 Save...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대화상자에 파일 이름을 입력한다.

세그먼트 테이블을 다시 호출하려면 Recall...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대화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선택한다.

세그먼트 Sweep 그래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파수 축을 표현한다. 축은 측정한 지점에서의
주파수를 표시한다. 일부의 경우, 주파수 축이 측정한 지점의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주파수 축 표시 모드를 설정하려면, Segment Display 소프트키를 클릭
하고 Freq Order나 Base Order 옵션을 선택한다.

4.5.9 측정 지연
측정 지연(Measurement Delay) 기능은 소스 출력 주파수가 안정화되는 순간과 측정 시작 순간
사이에서 각 측정 지점에 추가 시간 간격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은 한 지점에서의
측정보다 긴 잠간의 시간을 가진 협대역 회로에서의 측정에 유용할 수 있다.

측정 지연 시간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Meas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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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트리거 설정
트리거 모드(Trigger Mode)는 트리거 신호 감지 시 채널의 Sweep 동작을 결정한다. 하나의
채널은 다음의 세 가지 트리거 모드 중 하나로 작동된다.
Ÿ

Continuous – Sweep 동작은 트리거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발생한다.

Ÿ

Single – 본 모드가 활성화된 후 트리거 신호 감지 시, Sweep 동작이 일어난다.
Sweep이 종료되면 채널은 Hold 모드로 바뀐다.

Ÿ

Hold – Sweep 동작이 채널에서 꺼져 있다. 트리거 신호는 채널에 아무 영향도 주
지 않는다.

트리거 신호는 전체 Analyzer에 영향을 주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 채널의 트리거를
제어한다. 두 개 이상의 채널이 열려 있으면 트리거는 Hold 상태가 아닌 모든 채널에 대해
연속 측정을 수행한다.
전체 채널에 대한 측정이 완료되기 전, 새로운 트리거는 무시된다. 모든 채널 측정이 완료된
후 연속되는 트리거 모드에 하나 이상의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 Analyzer는 트리거의 대기
상태(Waiting for a trigger)로 전환된다.

트리거 소스(Trigger Source)는 다음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Ÿ

Internal – 각 Sweep이 완료되면 다음 트리거 신호가 Analyzer에 의해 발생된다.

Ÿ

External – 트리거 신호 소스처럼 외부 트리거 입력이 사용된다.

Ÿ

Manual – 해당 소프트키를 눌러서 트리거 신호를 발생시킨다.

Ÿ

Bus – 외부 컴퓨터에서 전달된 명령에 의해 트리거 신호가 발생한다. 이 명령은
GPIB, LAN 인터페이스로부터 전달되거나 COM/DCOM을 경유해 Analyzer를 제어하
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전달된다.
트리거 모드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Trigger
그리고 나서, 원하는 트리거 모드를 선택한다.

■

Hold

■

Single

■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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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All Channels and Continuous All Channels 소프트키는 전체 채
널을 개별 모드로 전환시킨다.

트리거 소스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Trigger > Trigger Source

그리고 나서, 원하는 트리거 소스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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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

External

■

Manual

■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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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측정 파라미터 설정
4.7.1 S 파라미터
고주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셋업 회로에 전송된 입사파, 반사파 및
전송파(그림 4.10 참조)

그림 4.10

입사파, 반사파, 전송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면 DUT의 S 파라미터(산란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다. 한 개의 S 파라미터는 두 파장의 복잡한 크기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Analyzer는 2포트 DUT의 전체 산란 행렬을 측정한다.

전체 산란 행렬을 측정하기 위해, DUT와 Analyzer의 연결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S11과 S21 파라미터의 측정을 위해 테스트 포트1은 신호 소스로 동작한다.
입사파와 반사파는 포트1에서 측정한다. 전송파는 포트2에서 측정한다.
S12와 S22 파라미터의 측정을 위해 테스트 포트2는 신호 소스로서 동작한다.
입사파와 반사파는 포트2에서 측정한다. 전송파는 포트1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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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S 파라미터 설정
측정된 파라미터(S11, S21, S12, S22)는 각 트레이스별로 설정된다. 측정된 파라미터를 선택하기 전,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측정된 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easurement
그리고 나서, 해당 소프트키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한다.

4.7.3 절대 측정
절대 측정(Absolute Measurements)은 수신부 입력에서의 신호 절대 파워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개의 수신부 입력 신호들의 관계를 표시하는 S 파라미터의 상대적 측정과 달리, 절대
측정은 한 수신부의 입력에서 신호 파워를 결정한다. 2포트 Analyzer는 네 개의 독립 수신부를
가진다: A, B, R1, R2 (그림 4.11 참조).

그림 4.11 Analyzer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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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과 R2는 기준 신호의 수신부를 말하고, A와 B는 테스트 신호의 수신부를 말한다. A와 R1
수신부는 포트1에 위치해 있고 B와 R2 수신부는 포트2에 위치해 있다.
포트 번호에 따라 여섯 개의 절대 측정이 존재한다.(표 4.10 참조)

표 4.10 절대 측정
심볼

정의

A(1)

테스트 신호 수신부 A(소스 포트1)

A(2)

테스트 신호 수신부 A(소스 포트2)

B(1)

테스트 신호 수신부 B(소스 포트1)

B(2)

테스트 신호 수신부 B(소스 포트2)

R1(1)

기준 신호 수신부 R1(소스 포트1)

R2(2)

기준 신호 수신부 R2(소스 포트2)

4.7.4 절대 측정 설정
절대 측정을 선택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Measurement > Absolute >
Receiver A, Source Port 1

Receiver B, Source Port 1

Receiver R1, Source Port 1

Receiver A, Source Port 2

Receiver B, Source Port 2

Receiver R2, Source Port 2

절대 측정 모드에서 로그 크기 형식을 위해 dBm 단위가 사용되고, W
참

고

측정 단위는 선형 크기 형식을 위해 사용된다. 파워가 스칼라 값으로

측정되는 것과 같이 기타 형식은 절대 측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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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형식 설정
Analyzer는 화면에 측정된 S 파라미터를 세 가지 형식으로 표시한다.
Ÿ

Rectangular format(사각 형식)

Ÿ

Polar format(원형 형식)

Ÿ

Smith chart format(스미스 차트 형식)

4.8.1 사각 형식(Rectangular format)
자극값이 X축을 따라 표시되고 측정값은 Y축을 따라 표시된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사각 형식(Rectangular Format)

S 파라미터의 복소수 값을 Y축에 표시하려면 이를 실수로 변환해야만 한다. 사각 형식은
다양한 종류의 S 파라미터 변환에 연결된다.

S = a + j · b,

여기에서,
Ÿ

a – S 파라미터 복소수 값의 실수부

Ÿ

b – S 파라미터 복소수 값의 허수부

Y축을 따라 표시된 측정값에 따라 여덟 가지 종류의 사각 형식이 존재한다.(표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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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Rectangular Format(사각 형식)
데이터 형식

라벨

데이터 형식(Y축)

데이터 형식(Y축)

설명

S 파라미터 로그 크기:
로그 크기

전압 정재파
비율

Log Mag

데시벨 (dB)

SWR

추상적 숫자

S 파라미터 위상 형식 –
위상

확장된 위상

도(°)

Phase

Expand
Phase

S 파라미터 위상, 측정 범위
도 (°)
확장: -180° ~ +180°
DUT 내 신호 전파 지연

그룹 지연

Group

초 (sec.)

Delay

S 파라미터 선형 크기:
선형 크기

Lin Mag

실수부

Real

허수부

Imag

추상적 숫자

S 파라미터 실수부:
a = re(S)
S 파라미터 허수부:
b = im(S)

추상적 숫자
추상적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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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원형 형식(Polar Format)
원형 형식(Polar Format)은 파이 차트에 측정값들을 표현한다.(그림 4.13 참조) 그래프 중앙에서
측정한 지점의 거리는 값의 크기에 해당된다. + 수평축으로부터 반시계방향의 각도는 측정값의
위상에 해당된다.

그림 4.13 Polar Format(원형 형식)

원형 그래프(Polar Graph)에는 주파수 축이 없으므로 주파수는 마커에 의해 표시된다. 마커에
의해 표시된 데이터에 따라 세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트레이스는 모든 그래프 상에

동일하게 남아 있다.

표 4.12 Polar Format(원형 형식)
데이터 형식 설명

라벨

선형 크기 및 위상

Polar (Lin)

S 파라미터 선형 크기

선형 크기 및 위상

Polar (Lin)

S 파라미터 위상

로그 크기 및 위상
로그 크기 및 위상
실수부 및 허수부
실수부 및 허수부

90

Polar
(Log)
Polar
(Log)
Polar
(Re/Im)
Polar
(Re/Im)

마커에 의해 표시된 데이터

S 파라미터 로그 크기:
S 파라미터 위상

데이터 형식(Y축)
추상적 숫자
도 (°)
데시벨 (dB)
도 (°)

S 파라미터 실수부:

추상적 숫자

S 파라미터 허수부:

추상적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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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스미스 차트 형식(Smith Chart Format)
스미스 차트 형식(Smith Chart Format)은 DUT 반사 측정 시 임피던스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형식에서의 트레이스는 원형 형식과 동일한 지점들을 갖는다.

그림 4.14 스미스 차트 형식

원형 그래프(Polar Graph)에는 주파수 축이 없으므로 주파수는 마커에 의해 표시된다. 마커에
의해 표시된 데이터에 따라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 트레이스는 모든 그래프 상에 동일하게
남아 있다.

표 4.13 스미스 차트 형식
데이터 형식

라벨

설명
선형

크기

및

로그

크기

및

위상
실수부 및 허수부

데이터 형식(Y축)

S 파라미터 선형 크기

추상적 숫자

S 파라미터 위상

도 (°)

Smith

S 파라미터 로그 크기

데시벨 (dB)

(Log)

S 파라미터 위상

도 (°)

Smith

S 파라미터 실수부:

추상적 숫자

(Re/Im)

S 파라미터 허수부:

추상적 숫자

Smith
(Lin)

위상

마커에 의해 표시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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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스미스 차트 형식 (계속)

입력부 저항:
옴 (Ω)

입력부 리액턴스:
복소수 임피던
스(입력부)

옴 (Ω)

Smith
(R + jX)

X = im(Zinp)
등가의 커패시턴스 또는
인덕턴스
패럿 (F)
헨리 (H)

입력부 컨덕턴스:
지멘스 (S)

0

입력부 서셉턴스:
복소수 어드미
턴스(입력부)

지멘스 (S)

Smith
(G + jB)

B = im(Yinp)
등가의 커패시턴스 또는
인덕턴스
패럿 (F)
헨리 (H)

Z0 – 테스트 포트 임피던스 (Z0 설정은 5.2.12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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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데이터 형식 설정
채널의 각 트레이스 형식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형식을 설정하기 전,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사각 형식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Format
그리고 나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한다.
■

Logarithmic magnitude

■

SWR

■

Phase

■

Expanded phase

■

Group delay

■

Linear magnitude

■

Real part

■

Imaginar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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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형식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Format > Smith
그리고 나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한다.
■

Logarithmic magnitude and phase

■

Linear magnitude and phase

■

Real and imaginary parts

■

Complex impedance (at input)

■

Complex admittance (at input)

스미스 차트 형식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Format > Polar
그리고 나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한다.
■

Logarithmic magnitude and phase

■

Linear magnitude and phase

■

Real and imaginary parts

4.9 스케일(Scale) 설정
4.9.1 사각 스케일(Rectangular Scale)
사각 형식은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그림 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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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스케일 눈금(Scale division)

Ÿ

기준 레벨값(Reference level value)

Ÿ

기준 레벨 위치( level position)

Ÿ

스케일 눈금 수(Number of scale divisions)

4. 측정 조건 설정

그림 4.15 사각 스케일

4.9.2 사각 스케일 설정
채널의 각 트레이스에 대한 스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스케일을 설정하기 전,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트레이스 스케일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Scale
기준 레벨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Ref Value
기준 레벨의 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Ref Position
트레이스 스케일 눈금 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Divisions1

1

스케일 눈금 수(Number of the scale divisions)는 모든 채널 그래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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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마우스로 빠른 트레이스 스케일 설정을 하는 방법은 4.3에서 설명하고
있다.

4.9.3 원형 스케일
원형 및 스미스 차트 형식에 대해 외측 원형 스케일을 설정할 수 있다.(그림 4.16 참조)

그림 4.16 원형 스케일(Circular Scale)

4.9.4 원형 스케일(Circular Scale) 설정
원 그래프의 스케일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Scale

4.9.5 자동 스케일
자동 스케일 기능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트레이스 스케일을 정의하게 해서 측정한 값의
트레이스가 그래프에 전체적으로 들어맞게 해준다.
사각 형식에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다: 스케일 눈금(Scale Division), 기준 레벨
위치 원 형식에서는 외측 원 값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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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스케일을 수행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Auto Scale

4.9.6 기준 레벨 자동 선택
사각 좌표에서 기준 레벨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이 기능이 실행되면, 측정된 값의 트레이스가 수직 이동을 해서 기준 레벨이 중앙에 있는
그래프를 지나가게 만든다. 스케일 눈금은 동일하게 남아 있는다.

기준 레벨을 자동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Auto Ref Value

4.9.7 전기적 지연 설정
전기적 지연 기능은 장치의 전기적 지연에 대한 보상값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 값은 비선형
위상 측정 중 전기적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기적 지연은 초 단위로 설정된다.
전기적 지연 설정이 0보다 크면 S 파라미터 값은 다음 식에 따라 달라진다.

,

여기에서,
f – 주파수, Hz,
t – 전기적 지연, sec.

전기적 지연은 각 트레이스 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한다. 전기적 지연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전기적 지연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Electrical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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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위상 옵셋 설정
위상 옵셋(Phase Offset) 기능은 사용자가 트레이스의 일정한 위상 옵셋을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위상 옵셋 값은 트레이스 개별적으로 도(Degree) 단위로 설정한다. 위상 옵셋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위상 옵셋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Phase Offset

4.10 측정 최적화
Average 소프트키의 하위 메뉴에서 IF 대역폭, 평균계산 및 평활(Smoothing)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4.10.1 IF 대역폭 설정
IF 대역폭 기능은 사용자가 테스트 수신부의 대역폭을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IF 대역폭은 다음 일련번호를 따라 진행한다. 1, 1.5, 2, 3, 5, 7(1 Hz ~ 30 kHz 범위)
IF 대역폭 좁히기 기능은 자체 잡음을 줄이고 Analyzer의 동적 범위를 넓혀 준다. 또한 Sweep
시간은 증가한다. IF 대역폭을 10 만큼 좁히면, 수신부 잡음은 10 dB 줄어든다.
IF 대역폭은 각 채널 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IF 대역폭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IF 대역폭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verage > IF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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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평균 설정(Averaging Setting)
평균 설정 기능은 몇 개의 이전 Sweep에 걸친 측정 지점에서 수행된다.
이 기능은 IF 대역폭 좁히기 기능과 유사하다. 이 기능은 자체 잡음을 줄이고 Analyzer의 동적
측정 범위를 넓혀 준다.
각 측정 지점에서 다음 식에 따라 몇 개의 Sweep에 걸쳐 이 기능이 수행된다.

M – i-Sweep 평균 결과
Si –

N

–

i-Sweep 측정 파라미터(S-parameter) 값
평균 요소(Averaging Factor)는 사용자가 1부터 999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요소 값이 클수록 평균화 효과는 크다.

평균 설정 기능이 활성화되면, 현재의 반복횟수와 평균 요소(예 <<9/10>>)가 채널 상태 바에
나타난다. 평균 절차는 두 수가 같아질 때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평균 설정은 각 채널 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평균 설정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채널을
활성화시킨다.

평균 설정 기능을 On/Off 토글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verage > Averaging
평균 요소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veraging > Avg Factor

4.10.3 평활(Smoothing)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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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 결과의 평활은 간극을 움직여서 결정된 트레이스의 근접 지점을 평균 계산하여
수행한다. 간극(Aperture)은 사용자가 전체 트레이스 지점 수에 대해 퍼센트로 설정한다.
평활은 Analyzer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트레이스의 평균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잡음 버스트(Noise Burst)를 줄인다.

평활 기능은 트레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평활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평활 기능을 On/Off 토글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veraging > Smoothing
평활 간극(Smoothing Aperture)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Averaging > Smo Aperture

4.11 믹서 측정
4.11.1 믹서 측정 방법
Analyzer는 스칼라 및 벡터 방식을 사용하여 믹서와 기타 주파수 변환장치 측정을 수행한다.
스칼라 방식은 주파수 변환장치의 스칼라 전송 S 파라미터 측정을 하게 해준다. 위상과 그룹
지연 측정은 이 모드에서 접근이 불가하다. 단순한 측정 셋업(추가 설비 없이)은 이 방법의
장점이다.(그림 4.17 참조)

그림 4.17 스칼라 믹서 측정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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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 측정 방법은 frequency offset 모드에 기반을 둔다. 주파수 옵셋 모드는 Analyzer
테스트 포트 사이의 주파수 옵셋을 만들어 낸다. 자세한 사항은 4.11.2를 참조한다. 주파수
옵셋 모드는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을 조합해서 만든다.
스칼라

방식으로

믹서를

측정할

때

가장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방식은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Scalar Mixer Calibration) 방법이다.(5.6 참조)
가장 쉬운면서 덜 정확한 방식은 수신부 캘리브레이션과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조합한 절대
측정 방법이다.(4.7.3과 5.4 참조)
이 방법은 믹서 입출력 부정합에 의해 발생한 믹서의 전송 S 파라미터의 물결을 보여준다.
이는 3 – 10 dB 믹서의 입력부와 출력부에서 감쇠기(Attenuator)를 매칭해서 일부 보상할 수
있다.
벡터 방식은 위상 및 그룹 지연을 포함한 믹서 전송 복소수 S 파라미터를 측정한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설비를 요구한다.(그림 4.18 참조) - 필터를 가진 외부 믹서(캘리브레이션 믹서라고도
함)와 캘리브레이션 믹서와 피테스트 믹서 양쪽을 위한 LO

그림 4.18 벡터 믹서 측정 셋업

벡터 믹서 측정 방법은 정상 작동 모드에서 Analyzer의 양쪽 테스트 포트에 동일한 주파수를
보장한다.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벡터 믹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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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주파수 옵셋(Frequency Offset) 모드
주파수 옵셋 모드는 주파수 전송장치의 전송 S 파라미터를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해준다. 이
절에서는 주파수를 나누고 배가시키는 장치뿐 아니라 믹서와 컨버터 등의 주파수 시프팅
장치와 같은 주파수 번역 장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측정 모드는 소스 포트 주파수에 대한 수신부 포트 주파수의 주파수 옵셋를 기초로 하고
있다. 주파수 옵셋은 세 개의 계수(Multiplier, Divider, Offset)를 사용하여 각 포트에 대해
정의된다. 이들 계수들는 기본 주파수 범위(Basic Frequency Range)에 대한 포트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M – multiplier,
D – divider,
Fofs – offset,
Fbase – basic frequency.
대부분의 경우, 여러 포트 중 하나에 옵셋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포트는 기본
주파수로 남겨둔다.(M=1, D=1, Fofs=0)
아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파수 전환에서 옵셋 계수 계산의 몇 가지 예이다. 믹서 입력은
포트1에

연결되고,

믹서

출력은

포트2에

연결된다.

RF

–

출력

주파수,

IF

–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LO –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Local Oscillator Frequency)
Analyzer의 두 번째 포트는 Frequency Offset 모드에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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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 RF – LO

Port 2: M = 1, D = 1, Fofs = – LO..

2. IF = LO – RF

Port 2: M = – 1, D = 1, Fofs = LO.

3. IF = RF + LO

Port 2: M = 1, D = 1, Fofs = LO.

4. 측정 조건 설정

Frequency Offset 모드인 경우, 채널 창의 바닥 부분은 각 포트의 주파수 스팬(Frequency
Span)을 표시한다.(그림 4.19 참조)

그림 4.19 Frequency Offset 모드에서의 채널 창

Frequency Offset 모드를 해제/설정 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Frequency Offset

포트1에 대한 옵셋 계수를 입력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Port 1 > Multiplier | Divider |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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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2에 대한 옵셋 계수를 입력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Port 2 > Multiplier | Divider |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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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
Frequency Offset 모드에서 믹서를 측정할 때, 옵셋 주파수를 LO 주파수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옵셋 주파수의 정확도는 IF 필터 대역폭보다 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부는 믹서로부터 출력 신호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테스트를 거친 믹서가 내부 LO를
가지고 있으면, 약간의 LO 주파수 셋팅 오차(사용자가 모르는)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Analyzer는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옵셋 주파수를 DUT의 내부
LO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정해준다.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 기능은 하나의 포트에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
옵셋 주파수 값의 자동 조정은 채널 창 내 각 포트 라인에 표시된다.(그림 4.20 참조)
자동 조정은 사용자가 설정한 옵셋 주파수를 기준으로 ?500 kHz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조정은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이나 설정한 시간
간격마다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그림 4.20 옵셋 주파수 자동 조정 기능이 설정된 Frequency Offset 모드에서의 채널 창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오차는 현재의 IF 필터 대역폭에 따라 좌우된다.(표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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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오차
IF 필터 대역폭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오차

10 kHz

500 Hz

3 kHz

50 Hz

1 kHz

15 Hz

300 Hz

5 Hz

100 Hz

2 Hz

4.11.3.1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 설정

옵셋 주파수의 자동 조정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Offset Adjust > Offset Adjust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포트를 선택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Offset Adjust > Select Port
참고: 일반적으로, 이 포트는 주파수 옵셋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조정 값을 입력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Offset Adjust > Adjust Value
참고: 또는,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Adjust Immediate를 클릭한다.
연속 조정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Offset Adjust > Continuous Adjust
연속 조정을 위한 시간 간격을 입력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
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Offset Adjust > Adjust Period
단일 조정을 초기화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Stimulus > Frequency Offset > Offset Adjust > Adjust Im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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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캘리브레이션 및 캘리브레이션 키트
5.1 일반 사항
5.1.1 측정 오차
S 파라미터 측정은 다양한 측정 오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Ÿ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

Ÿ

무작위 오차(Random Error)

무작위 오차는 전자 부품에서의 잡음 요동(Noise Fluctuation)과 열 전달(Thermal Drift)과 같은
오차로 구성되며, 온도 변화, 연결 반복성 및 케이블 구부림에 영향을 쉽게 받는 케이블과
커넥터의 기계적 치수로 인해 변화하게 된다. 무작위 오차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상할 수
없고,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야 제거된다. 무작위 오차는 캘리브레이션 이후 정확한 소스 파워
설정, IF 대역폭 좁히기, Sweep Averaging, 일정한 환경 온도 유지, Analyzer 예열 시간 준수,
주의해서 커넥터 취급 및 케이블 구부림 금지 등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무작위 오차와 관련한 오류정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계통 오차는 측정장치의 구성품의 불완전성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그러한 오차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특성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계통 오차는 측정해서 측정 결과의
수학적 정정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측정 계통 오차를 발견할 목적으로 기정의한 파라미터를 가진 정밀 장치의 측정 과정은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라고 하며 그러한 정밀 장치를 캘리브레이션 표준(Calibration
Standard)이라고 부른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캘리브레이션 표준에는 OPEN, SHORT 및
LOAD가 있다.
측정

계통

오차에

대한

수치적인

감소(Numerical

Reduction)

절차는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이라고 부른다.

5.1.2 계통 오차
벡터 네트워크 Analyzer의 계통 측정 오차는 소스에 따라 다음 범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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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향성

Ÿ

소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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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부하 매칭

Ÿ

고립(Isolation)

Ÿ

반사/전송 트래킹

오차 정정을 수행하기 전 측정 결과를 Uncorrected라고 한다.
오차 정정 후 측정 결과의 잔여값을 Effective라고 부른다.

5.1.2.1 방향성(Directivity) 오차
방향성 오차(Ed: Directivity Error)는 소스 포트 내 방향성 커플러에 의하여 반사 신호로부터
입사 신호가 불완전하게 분리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입사 신호 에너지의 일부가 반사
신호의 수신부에 입력된다. 방향성 오차는 DUT의 특성에 좌우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반사
측정일 경우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5.1.2.2 소스 정합 오차
소스 정합 오차(Es: Source Match Error)는 소스 포트와 DUT 입력부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DUT에 의해 반사된 신호의 일부가 소스 포트에서 반사되어 다시 DUT의 입력부로
들어온다. 이 오차는 반사 측정과 전송 측정 시 발생한다. 소스 정합 오차는 신호 소스로
전환됐을 때 DUT의 입력 임피던스와 테스트 포트 임피던스 간의 관계에 좌우된다.
소스 정합 오차는 좋지 않은 입력 매칭으로 DUT를 측정하게 될 때 영향을 크게 미친다.

5.1.2.3 부하 정합 오차
부하 정합 오차(El: Load Match Error)는 수신부 포트와 DUT 출력부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DUT를 통해 전송된 신호의 일부가 수신부 포트에서 반사되어 다시 DUT의 출력부로
들어온다. 이 오차는 전송 측정과 반사 측정에서 발생한다.(2포트 DUT용) 부하 정합 오차는
신호 수신부로 전환됐을 때 DUT의 출력 임피던스와 테스트 포트 임피던스 간의 관계에
좌우된다.
전송 측정 시 DUT의 출력 매칭이 좋지 않을 경우, 부하 정합 오차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반사 측정 시, 출력 정합이 좋지 않거나 DUT의 출력과 입력 간 낮은 감쇠가 있는 경우, 부하
정합 오차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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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고립(Isolation) 오차
고립 오차(Ex: Isolation Error)는 DUT를 통해 소스 포트로부터 수신부 포트로 전송파가
탈출하는 신호 누출에 의해 발생한다.
Analyzer는 –140 dB의 전형적인 고립률을 가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측정에서 이 오차를
무시하도록 만든다. 고립 오차 측정은 모든 캘리브레이션에서 필수적인 옵션이 아니다.

5.1.2.5 반사 트랙킹 오차(Reflection Tracking Error)
반사 트래킹 오차(Er: Reflection Tracking Error)는 반사 측정 시 테스트 수신부와 소스 포트의
기준 수신부 사이에서의 주파수 응답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5.1.2.6 전송 트랙킹 오차(Transmission Tracking Error)
전송 트래킹 오차(Et: Transmission Tracking Error)는 전송 측정 시 수신부 포트의 테스트
수신부와 소스 포트의 기준 수신부 사이에서의 주파수 응답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5.1.3 오차 모델링(Error Modeling)
오차 모델링(Error Modeling)과 신호 흐름 그래프 방법은 계통 오차 분석을 위한 벡터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된다.

5.1.3.1 1포트 오차 모델
반사 측정에서 Analyzer 한 포트만 사용된다. 포트1에 대한 오차의 신호 흐름 그래프는 그림
5.1과 같다. 포트2에 대한 오차의 신호 흐름 그래프도 유사하다.

그림 5.1 1포트 오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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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

S11a – 반사 계수 참값

n

S11m – 반사 계수 측정값

포트1에서의 측정 결과는 다음 세 가지 계통 오차 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n

Ed1 – directivity

n

Es1 – source match

n

Er1 – reflection tracking

정규화를 위해 자극값이 1과 같도록 취했다. 모델링에 사용된 모든 값들은 복소수이다.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Full 1-port Calibration)에 의해 각 측정 주파수에 대한 세 가지
오차 항(Ed1, Es1, Er1)을 결정한 후, 반사 계수 S11a의 참값을 계산(수학적으로 측정값 S11m에서
오차를 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화한 방법들은 세 가지 계통 오차에서 한 개나 두 개의 효과를 제거한다.

5.1.3.2 2포트 오차 모델
2포트 측정을 위해 두 개의 신호 흐름 그래프가 고려된다. 한 개의 그래프는 포트1이 자극
소스인 경우이고 다른 그래프는 포트2가 자극 소스인 경우이다.
2포트 장치에서 오차 효과의 신호 흐름 그래프는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2포트 오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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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Ÿ

S11a, S21a, S12a, S22a – DUT 파라미터의 참값

Ÿ

S11m, S21m, S12m, and S22m – DUT 파라미터의 측정값

정규화를 위해 자극값이 1과 같도록 취했다. 모델링에 사용된 모든 값들은 복소수이다.
2포트 장치에서 측정 결과는 계통 오차 항 12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표 5.1 계통 오차 항

항목

자극 소스
포트1

포트2

지향성

Ed1

Ed2

소스 매칭

Es1

Es2,

반사 트래킹
전송 래킹

Er1

Er2

Et1

Et2

부하 매칭

El1

El2

고립(Isolation)

Ex1

Ex2

2포트 Calibration에 의해 각 측정 주파수에 대한 오차 항 12개를 정한 후 S 파라미터의
참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S11a, S21a, S12a, S22a.
단순화한 방법들은 계통 오차 12개에서 한 개나 여러 개의 효과를 제거한다.

S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2포트 Calibration을 사용하는 경우, 네 가
참

고

지 측정값(S11m, S21m, S12m, S22m)을 모두 알아야 한다. 이는 S 파라미터
중 한 개나 모두를 갱신하는 이유다. 두 단계를 수행한다. 포트1을 신호
소스로 사용, 포트2를 신호 소스로 사용

5.1.4 Analyzer 테스트 포트 정의
Analyzer의 테스트 포트는 캘리브레이션 방식에 따라 정의된다. 테스트 포트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하나의 캘리브레이션 표준(Calibration용 정밀 장치)를 받아들이는 커넥터를 말한다.
전면 패널상의 50옴 N-타입 커넥터는 캘리브레이션 표준이 직접 연결된 경우 테스트 포트가
된다.
때로는 다른 종류의 커넥터와 DUT를 연결하기 위해 전면 패널상의 커넥터에 동축 케이블이나
어댑터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케이블이나 어댑터의 커넥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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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다.
그림 5.3에서는 2포트 측정을 정의하는 두 가지 경우의 테스트 포트를 보여주고 있다.
케이블이나 어댑터를 사용하면 캘리브레이션 과정으로 이들을 통합한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5.3 테스트 포트 정의

어떤 경우, 캘리브레이션 평면(Calibration Plane)이란 항이 사용된다. 캘리브레이션 평면은
커넥터의 끝에 위치한 허수 면인데 캘리브레이션 중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받아 들인다.

5.1.5 캘리브레이션 단계
캘리브레이션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Ÿ

테스트 포트의 커넥터 종류를 매칭시키는 캘리브레이션 키트 선택
캘리브레이션 키트는 일치하는 임피던스를 가지는 OPEN, SHORT 및 LOAD와 같은
표준을 포함한다. 크기(Magnitude)와 위상 응답(즉, Standard의 S 파라미터)은 잘
알려져 있다. 표준의 특징은 아래에 설명한 등가 회로(Equivalent Circuit) 모델의 형
태로 표시된다.

Ÿ

캘리브레이션 방법(5.1.6 참조)은 요구되는 측정의 정확도에 근간을 두고 선택한다.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모델의 어느 오차 항(또는 모두)을 보상할 것인지 결정한다.

Ÿ

규정한 주파수 범위 내에서 Standard 측정
측정수는 캘리브레이션의 종류에 좌우된다.

Ÿ

Analyzer는 측정한 Standard 파라미터를 기정의한 값과 비교한다. 이 차이는 캘리
브레이션 계수(계통 오차)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Ÿ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은 Analyzer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DUT의 측정 결과에 대
한 오차를 정정할 때 사용한다.

캘리브레이션은 항상 특정 채널에 대해 수행하며 이는 채널 자극 설정에 좌우되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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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스팬(Frequency Span)에 좌우된다. 이는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이 개별 채널에 대해
각각 저장됨을 의미한다.

5.1.6 캘리브레이션 방법
Analyzer는 몇 가지 1포트 및 2포트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지원한다.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사용되는 Standard의 양과 종류, 오차 수정 방식 및 정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테이블은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표 5.2 캘리브레이션 방법
캘리브레이션 방법

파라미터

반사 정규화

S11
or
S22

(Reflection
Normalization)
전송 정규화
(Transmission
Normalization)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
이션 (Full One-Port
Calibration)

S21
or
S12
S11
or
S22

Standard
SHORT or OPEN
LOAD1

오차

정확도

Er1, Ed11
or

높음

Er2, Ed21
Et1, Ex1

THRU
2 LOADs22

or
Et2, Ex2

낮음
2

SHORT

Er1, Ed1, Es1

OPEN

or

LOAD

Er2, Ed2, Es1

높음

Er1, Ed1, Es1,
1패스 2포트 캘리브레
이션 (One-Path TwoPort Calibration)

S11, S21
or
S12, S22

SHORT

Et1,

OPEN

Ex1

LOAD

or

THRU
2 LOADs

중간

Er1, Ed1, Es1,
2

Et1,
Ex1

SHORT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

OPEN

이션 (Full Two-Port

S11, S21

Calibration)

S12, S22

LOAD
THRU
2 LOADs2

1
2

방향성 캘리브레이션이 옵션으로 실행된 경우
고립 캘리브레이션이 옵션으로 실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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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2, Ed2, Es2,
Et2,
El2,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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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정규화
정규화(Normalization)는 S 파라미터 각각에 대한 오직 하나의 캘리브레이션 표준 측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Ÿ

1포트(반사) S 파라미터(S11, S22)는 반사 추적 오차(Er)를 예측하는 SHORT나 OPEN
방식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한다.

Ÿ

2포트(전송) S 파라미터(S21, S12)는 전송 추적 오차(Et)를 예측하는 THRU Standard
방식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한다.

본 방법은 각 주파수 지점에서 측정 S 파라미터가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해당 S 파라미터에
의해 나누어진다.(정규화)
정규화는 측정 회로에서 주파수에 의존한 감쇠와 위상 옵셋을 제거하지만 방향성 오차, 불일치
또는 고립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정확성을 제한한다.

정규화는 사용한 Standard에 따라 Response Open, Response
참

고

Short 또는 Response Thru 캘리브레이션으로도 불린다.
각각은 OPEN, SHORT 또는 THRU이라고 함

5.1.6.2 방향성 캘리브레이션(옵션)
Analyzer는 옵션으로 방향성(Ed)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LOAD 표준의 추가
측정을 통해 반사 정규화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보조적인 방향성 정정은 정규화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5.1.6.3 고립 캘리브레이션(옵션)
Analyzer는 옵션으로 다음 세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결합한 고립(Ex)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Ÿ

전송 정규화

Ÿ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Ÿ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이 캘리브레이션은 Analyzer의 양쪽 테스트 포트에 연결된 LOAD 표준을 사용하는 고립
측정에 의해 수행된다. 고립 캘리브레이션은 테스트 포트 사이의 신호 누출은 무시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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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생략할 수 있다.

참

고

고립 캘리브레이션 시 협소한 IF 대역폭과 감쇠값을 설정하고 케
이블을 잘 고정할 것을 권장한다.

5.1.6.4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은 테스트 포트 하나에 다음 세 가지 표준를 개입시킨다.
Ÿ

SHORT

Ÿ

OPEN

Ÿ

LOAD

세 가지 표준의 측정은 1포트 모델의 세 가지 오차 항(Ed, Es, Er)을 얻어낸다.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은 1포트 반사 측정을 위한 아주 정확한 방법이다.

5.1.6.5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과 전송 정규화 방법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전송 정규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보다 정확한 전송 추적 오차(Et)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세 가지 표준을 Analyzer의 소스 포트와 연결시키고 THRU
표준을 캘리브레이션된 소스 포트와 다른 수신부 포트 간을 연결한다.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소스 포트의 Ed, Es, Er 오차 항과 전송 추적 오차 항 Et를
보정하게 해준다. 이 방법은 2포트 오차 모델의 소스 정합 오차 항(El)을 계산해내지는 않는다.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1 방향(S11, S21)으로 DUT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5.1.6.6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표준의 일곱 가지 연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각
포트에 대해 두 가지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소스가 되는 각 테스트 포트에 대해 두
가지 전송 측정을 하는 하나의 THRU 연결과 결합시킨다. 옵션으로 고립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할 경우, 부하 표준(LOAD Standard)를 Analyzer의 양쪽 테스트 포트에 연결시키고 각 소스
포트에 대해 두 가지 고립 측정을 수행한다.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2포트 오차 모델의 12 오차 항을 정정한다. Ed1, Ed2, Es1, Es2, Er1,
Er2, Et1, Et2, El1, El2, Ex1, Ex2 (Ex1과 Ex2 보정은 생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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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2포트 DUT 측정을 위한 아주 정확한 방법이다.

5.1.6.7 슬라이딩 부하 캘리브레이션(Sliding Load Calibration)
완전한 1포트와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에서 고정된 캘리브레이션 표준 대신 슬라이딩
부하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정 부하 표준(Fixed Load
Standard)와 비교할 때 고주파에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가 크게 증가한다.
슬라이딩 부하 캘리브레이션은 전력손실 구성품으로부터 반사를 보상하기 위해 하강 요소의
여러 위치에서 일련의 측정을 하는 것이다.
슬라이딩

부하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활성화시키려면

선택된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슬라이딩 부하 타입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포함해야 하고 해당 포트의 “Load” Class에
할당되어야만 한다. 캘리브레이션 표준 편집과 Class 할당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슬라이딩

부하

캘리브레이션은

더

낮은

주파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려면, 더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Fixed Load Standard를 사용해야 한다. Sliding과 Fixed
Load를 결합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Standard Subclass를 할당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본 절차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5.1.7 캘리브레이션 표준과 캘리브레이션 키트
캘리브레이션 표준과 정밀 물리적 장치는 측정장치에서 오차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캘리브레이션 키트는 규정된 커텍터 종류와 규정된 임피던스를 갖춘 캘리브레이션 표준
세트이다.
Analyzer는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된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정의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정의하거나 사전 정의된 키트의 수정을 할 수 있다.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편집 절차는 5.3에 기술되어 있다.
요구하는 캘리브레이션의 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메뉴에서 사용된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선택 절차는 5.2.1에 기술되어 있다.

5.1.7.1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정의와 class
각 캘리브레이션 표준은 하나의 정의(Definition)과 하나 이상의 클래스(Class)를 가진다.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는 자신의 파라미터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이다.
캘리브레이션 표준 Class는 규정된 테스트 포트 수와 연관된 특정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응용이다.
예를 들면,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에서의 “PORT1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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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캘리브레이션 표준 타입
캘리브레이션 표준 타입은 표준의 파라미터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인 장치의
카테고리이다. Analyzer는 다음의 캘리브레이션 표준 타입들을 제공한다.
Ÿ

OPEN

Ÿ

SHORT

Ÿ

FIXED LOAD

Ÿ

SLIDING LOAD

Ÿ

THRU/LINE

Ÿ

데이터에 의해 정의된 Standard(S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타입은 그에 대한 Class와 혼동해선 안 된
참

고

다. 캘리브레이션 타입은 그것의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표준 정의 중의 일부이다.

5.1.7.3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 방법
Analyzer는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정의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Ÿ

캘리브레이션 표준 모델(5.1.7.4 참조)

Ÿ

S 파미미터 테이블(5.1.7.5 참조)

캘리브레이션 표준은 일명 Data-based 표준이라고 불리는 S 파라미터의 테이블에 의해
정의된다.
게다가,

각

캘리브레이션

표준은

운영

주파수의

하위/상위

값에

의해

특성화된다.

캘리브레이션 처리 시, 지정한 주파수 범위를 벗어난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측정치는 사용되지
않는다.

5.1.7.4 캘리브레이션 표준 모델
등가 회로로 표현된 캘리브레이션 표준 모델은 이 표준의 S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모델은 OPEN, SHORT, FIXED LOAD, THRU/LINE 타입의 표준에 사용된다.

1포트 모델은 OPEN, SHORT, FIXED LOAD의 표준들에 사용된다.(그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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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포트 표준 모델

2포트 모델은 THRU/LINE 표준에 사용된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2포트 표준 모델

캘리브레이션 표준에서의 등가 회로 모델의 숫자 파라미터의 설명은 표5.3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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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등가 회로 모델에서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파라미터들
파라미터

파라미터 정의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Offset Loss)

1포트 표준에서, 이것은 캘리브레이션 평면과 Lumped(집중) 파라미터
를 가지고 있는 회로 사이의 옵셋 임피던스(전송 선로상의)이다.
2포트 표준에서, 이것은 두 개의 캘리브레이션 평면 간의 전송 선로 임
피던스이다.
이것은 캘리브레이션 평면에서 Lumped(집중) 파라미터를 가지는 회로
나 다른 캘리브레이션 평면 방향으로의 단방향 전달 시간(초)으로 정의
된다. 각 표준 지연은 전파 속도로 물리적인 길이를 정확하게 나눔으로
써 측정된다.(또는 계산된다)
단방향 전달에서의 옵셋 손실은 표면 효과(skin effect)에서 기인한다.
손실은 1 GHz 주파수에서 Ω/sec 단위로 정의된다. 전송 선로의 손실은
1 GHz 주파수에서 지연시간 T(sec)와 손실 L(dB)을 측정함으로써 결정
된다. 측정 값을 구할 때는 다음의 공식이 사용된다.

Rload

부하 임피던스[Ω].

Z0
(Offset Z0)

T
(Offset Delay)

Rloss

(Load Impedance)

C

OPEN 표준의 Fringe 커패시턴스(고주파에서 반사 계수의 위상 옵셋을
발생) 주파수 함수로 묘사된 Fringe 커패시턴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3
차 다항식을 갖는다.

(С0, С1,
С2, С3)

C = C0 + C1 f + C2 f2 + C3 f3

, 여기에서

f – 주파수 [Hz]
C0…C3 – 다항식 계수

L

단위: C0[F], C1[F/Hz], C2[F/Hz2], C3[F/Hz3]
SHORT 표준의 잔류 인덕턴스(고주파에서 반사 계수의 위상 옵셋을 발
생) 주파수 함수로 묘사된 잔류 인덕턴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3차 다항
식을 갖는다.

(L0, L1,

L = L0 + L1 f + L2 f2 + L3 f3

L2, L3)

f – 주파수 [Hz]

, 여기에서

L0…L3 – 다항식 계수
단위: L0[H], L1[H/Hz], L2[H/Hz2], L3[H/Hz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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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Data-Based 캘리브레이션 표준
데이터에 의해 정의되는 캘리브레이션 표준은 S 파라미터들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정된다.
테이블의 각 라인에는 주파수와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1포트
표준인 경우, 테이블에는 단지 1 파라미터(S11)의 값을 포함하고, 2포트 표준인 경우,
테이블에서는 4개의 파라미터(S11, S21, S12, ,S22)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S 파라미터 테이블은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채우거나 Touchstone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다. *.s1p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1포트 표준에 사용되고, *.s2p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2포트 표준에 사용된다.

5.1.7.6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Class
캘리브레이션 모델이나 데이터에 의해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정의하면서 해당 표준은 역시
특정 Class를 할당 받아야 한다. 1 캘리브레이션 표준은 여러 개의 Class에 속할 수도 있다.
Class 할당은 각각 특별한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대하여 수행된다. Class를 캘리브레이션 표준에
할당하는 절차는 5.3.4절에서 다루고 있다.
캘리브레이션 표준에 class를 할당하려면 캘리브레이션 방법, 캘리브레이션에서의 표준의 역할,
포트의 수 등과 같은 특성값들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alyzer는 다음의 캘리브레이션
표준 Class들을 제공한다.(표 5.4 참조)

표 5.4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Class
캘리브레이션 방법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전송 정규화
반사 정규화

class 라벨
OPEN

SHORT

LOAD
THRU

포트
1
2
1
2
1
2
1-2

예를 들면, 만일 포트1의 OPEN Class를 OPEN-F 캘리브레이션 표준으로 할당하면, 이 표준은
다음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사용하여 1번째 포트를 캘리브레이션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및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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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Class 할당은 캘리브레이션 소프트키에 있는 캘리브레이션 표준
라벨을 변경한다.

5.1.7.7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ubclass
subclass는 하나의 Class를 여러 개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에 할당할 때 사용한다. subclasss 할당
절차는 여러 개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으로 넓은 주파수 범위를 가지는 캘리브레이션에 주로
사용되며, 이들 각각은 전체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표준들의 각 Class에는 8개의
subclass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0 GHz ~ 2 GHz 범위의 Fixed LOAD 표준를 정의하고, 1.5 GHz
~ 12 GHz 범위인 Sliding LOAD 표준을 정의할 수 있다. 전체 주파수 범위 내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Fixed LOAD는 subclass 1을 정의하고, Sliding LOADs에는
“load” Class에 해당하는 subclass 2가 할당되어야 한다.
만일, 표준이 중복된 주파수 범위를 가진다면(위의 예에서와 같이 1.5 GHz ~2 GHz 범위를
가짐), 가장 마지막에 측정된 표준이 사용된다.

subclass 할당은 캘리브레이션 소프트키의 라벨을 변경한다. 측정
참

고

소프트키는 키로 대체되는데, 대체된 키로 측정할 몇 개의 캘리브
레이션 표준에 대한 키를 포함하는 subclass 메뉴를 열 수 있다.

5.2 캘리브레이션 절차
5.2.1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선택
캘리브레이션 중에 사용할 캘리브레이션 키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한다. 사전
정의된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목록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추가해야 한다.
캘리브레이션 키트들의 추가 및 편집 절차는 5.3절에서 다루고 있다.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목록을 열려면(그림 5.6 참조),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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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목록

캘리브레이션 목록에서 원하는 라인을 선택하고,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Select
또는, 마우스로 “Select” 열의 체크박스를 클릭한다.

참

고

선택한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2.2 반사 정규화
반사 정규화는 반사 계수 측정(S11 또는 S22)에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하나의 표준(SHORT 또는 OPEN)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측정된다.(그림 5.7 참조) 또한,
LOAD 표준을 측정함으로써 방향성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7 반사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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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설정을

수행한다.

활성화된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주파수 범위, IF 대역폭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반사 정규화의 하위 메뉴를 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ibrate > Response (Open) | Response (Short)
Select Port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할 테스트 포트를 선택한다. 이 소
프트키를 클릭하면, 테스트 포트(측정된 파라미터들) 간 전환이 가능하
다.
그림 5.7과 같이 OPEN 또는 SHORT 표준을 테스트 포트로 연결한다.
Open 또는 Short 소프트키를 각각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키
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옵션인 방향성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그림 5.7과 같이 LOAD 표
준을 테스트 포트에 연결하고, Load(Optional)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측
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키
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Apply를 클릭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테이블 계산의 절차가 활성화되고, 그 값을 메모
리에 저장하게 된다.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기능이 자동으로 켜진
다.
표준의 측정 결과값을 지우려면, Cancel을 클릭한다.
이 소프트키는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현재 캘리브레
이션을 취소하려면 오차 수정 기능을 끈다.(5.2.10 참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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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널 상태 바 또는 트레이스 상태 바에서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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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전송 정규화
전송 정규화는 전송 계수 측정(S21 또는 S12)에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하나의 THRU 표준은 이 캘리브레이션 수행 중에 측정된다.(그림 5.8 참조) 또한, 두 개의
LOAD 표준을 측정함으로써 고립 캘리브레이션(isolation calibr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8 전송 정규화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설정을

수행한다.

활성화된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주파수 범위, IF 대역폭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반사 정규화의 하위 메뉴를 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ibrate > Response (Thru)
Select Ports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의 방향을 선택한다.
소프트키에 있는 라벨은 다음을 표시하고 있다.
receiver port – source port (measured parameter).
하나의 THRU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 사이에 연결한다. 만약, 포트 커넥
터가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면, 포트를 직접 연결한다.(제로 전기적 길이
THRU) Thru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옵션인 고립 캘리브레이션를 수행하려면, 그림 5.8과 같이 두 개의
LOAD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에 연결하고, Isolation (Optional) 소프트키
를 사용하여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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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Apply를 클릭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계산 절차가 활성화되고, 그 값을 메
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기능은 자동으로 켜
지게 된다.
표준의 측정 결과값을 지우려면, Cancel을 클릭한다.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오차 수정 기능을 끈
다.(5.2.10 참조)

참

고

채널 상태 바(표5.5 참조) 또는 트레이스 상태 바(표5.6 참조)에서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5.2.4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은 반사 계수 측정(S11 또는 S22)에 사용된다. 세개의 캘리브레이션
표준(SHORT, OPEN, LOAD)은 이 캘리브레이션 중에 측정된다.(그림 5.9 참조)

그림 5.9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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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설정을

수행한다.

활성화된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주파수 범위, IF 대역폭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ibrate > Full 1-Port Cal
Select Port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할 테스트 포트를 선택한다. 이 소
프트키를 클릭하면, 테스트 포트(측정된 파라미터) 간 전환이 가능하다.
그림 5.9에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SHORT, OPEN, LOAD 표준을
선택된 테스트 포트에 연결한다. 선택된 표준에 해당하는 소프트키를
클릭함으로써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Apply를 클릭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계산의 절차가 활성화되고,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기능은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표준의 측정 결과값을 지우려면, Cancel을 클릭한다.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오차 수정 기능을 끈
다.(5.2.10 참조)

참

고

채널 상태 바(표5.5 참조) 또는 트레이스 상태 바(표5.6 참조)에서 캘리
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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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1 방향(즉, S11, S21)으로 DUT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이 방식은 세개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소스 포트에 연결하거나, 캘리브레이션 소스 포트와
다른 수신부 포트 간의 연결을 포함한다. 또한, 두 개의 LOAD 표준을 측정함으로써 고립
캘리브레이션(Isolation Calibr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10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설정을

수행한다.

활성화된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주파수 범위, IF 대역폭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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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하위 메뉴를 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
한다.
Calibration > Calibrate > One Path 2-Port Cal
Select Ports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의 방향을 선택한다. 소

프트키에 있는 라벨은 다음을 표시하고 있다.
receiver port – source port (measured parameters).
그림 5.10에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SHORT, OPEN, LOAD 표준
을 소스 포트에 연결한다. 선택된 표준에 해당하는 소프트키를 클릭함
으로써 측정을 수행한다.
하나의 THRU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간에 연결한다. 만약, 포트 커넥터
연결이

가능하다면,

포트들을

직접

연결한다.(제로

전기적인

길이

THRU) Thru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키
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옵션인 고립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그림 5.10과 같이 두 개의
LOAD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에 연결하고, Isolation (Optional) 소프트키
를 사용하여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Apply를 클릭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계산의 절차가 활성화되고,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기능은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표준의 측정 결과값을 지우려면, Cancel을 클릭한다.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오차 수정 기능을 끈
다.(5.2.10 참조)

참

고

채널 상태 바(표5.5 참조) 또는 트레이스 상태 바(표5.6 참조)에서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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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은 전송 측정용 각 테스트 포트와 양방향으로 된 THRU 표준
반사를 두 개의 1포트 캘리브레이션으로 묶는다.(그림 5.11 참조) 또한, 두 개의 LOAD 표준을
측정함으로써 고립 캘리브레이션(isolation calibr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11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설정을

수행한다.

활성화된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주파수 범위, IF 대역폭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Calibrate > Full 2-Port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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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에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SHORT, OPEN, LOAD 표준
을 1포트와 2포트에 연결한다. 선택된 표준에 해당하는 소프트키를 클
릭함으로써 측정을 수행한다.
하나의 THRU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간에 연결한다. 만약, 포트 커넥터가
연결이 가능하다면, 포트들을 직접 연결한다.(제로 전기적 길이 THRU)
Port 1-2 Thru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옵션인 고립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그림 5.11과 같이 두 개의
LOAD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에 연결하고, Port 1-2 Isol (Optional) 소프
트키를 사용하여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Apply를 클릭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계산의 절차가 활성화되고,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기능은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표준의 측정 결과값을 지우려면, Cancel을 클릭한다.
이 소프트키는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현재 캘리브레
이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오차 수정 기능을 끈다.(5.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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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채널 상태 바(표5.5 참조) 또는 트레이스 상태 바(표5.6 참조)에서 캘리

고

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5.2.7 subclass를 사용한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하나의

Class에

여러

개의

캘리브레이션

표준이

사용된

경우,

캘리브레이션 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이러한 표준들에 subclass를 할당할 수 있다.
subclass를 할당하는 절차는 5.3.4에 기술되어 있다.
2개 이상의 subclass를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한 개 Class에 할당할 경우, 표준 측정 소프트키는
대체된다. 대체된 소프트키로 이 Class에 모든 표준의 목록을 포함하는 subclass 메뉴를 열 수
있다.
추가로, 본 절에서는 85054B 캘리브레이션 키를 사용한 캘리브레이션 예를 설명한다.(Load
Class는

3개의

subclass를

포함하고

있음)

고정

저주파수

로드(Lowband).

슬라이딩

로드(sliding), 고정 광대역 로드(Broadband) 단지, 캘리브레이션에는 앞에 있는 두 개의
표준(Lowband와 sliding)만 사용된다.

메인 캘리브레이션 메뉴에서 Load 소프트키는 subclass 메뉴를 연
다.(만일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일치할 경우)

선택된 표준에 해당하는 소프트키를 클릭함으로써, Lowband와
Sliding 표준은 그 결과에 해당하는 1포트에 연결하고 측정이 수
행된다.

Lowband를 측정하려면, Lowband 소프트키를 누른다. 그리고,

Sliding을 측정하기 위해 Sliding Load 소프트키를 누른다. sliding 측

정의 절차는 5.2.8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만약 2개의 표준이 주파수 범위가 겹치게 된다면 겹치는 영역내에서 최
근 측정된 표준이 사용될 것이다.
해당하는 측정에 적용된 각 표준 주파수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
면(그림 5.12 참조), Info 소프트키를 누른다.

132

5. 캘리브레이션 및 캘리브레이션 키트

그림 5.12 캘리브레이션 표준 측정에 대한 정보

5.2.8 Sliding 로드를 사용한 캘리브레이션
Sliding 로드는 완전한 1포트 및 2포트 캘리브레이션에서 고정 로드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Sliding 로드를 포함할 경우, 표준 측정 소프트키는 해당 소프트키로
대체된다. 대체된 키로 Sliding 로드 캘리브레이션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하위 메뉴를 열 수
있다.
Sliding 로드 캘리브레이션은 Sliding 요소의 다른 위치에서 수행 가능한 일련된 측정들을
포함한다. 최소 측정수는 5개이고, 최대 측정수는 8개이다.

1포트 또는 2포트 캘리브레이션의 메인 캘리브레이션 메뉴에서 Load
소프트키는 Sliding 로드 메뉴를 연다.(만일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일치
할 경우)
Sliding 로드를 선택된 테스트 포트에 연결하고, 1, 2, 8번 소프트키를 클
릭함으로써 Sliding 요소의 다른 위치의 일련된 측정을 수행한다.

. . .

Sliding 로드는 하나의 저대역 차단 주파수를 가진다. 완전한 주파수 범
위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두 개의 로드를 사용한다. 하나는
참

고

하위 주파수 범위에 있는 고정 로드 표준이고, 나머지 하나는 subclass
를 사용하고 있는 상위 주파수 범위에 있는 Sliding 로드이다.

(5.2.7 참조)
133

Protek Network Analyzer A333 운용 매뉴얼

5.2.9 오차 수정 비활성화
이

기능은

사용자가

오차

수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하며,

어떠한

방식에서든지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

오차 수정 기능을 다시 활성화/비활성화 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Calibration > Correction

5.2.10 오차 수정 상태
오차 수정 상태는 각 트레이스에 개별적으로 표시된다. 또한, 하나의 채널의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오차 수정의 일반적인 상태이다.
하나의 채널의 모든 S 파라미터 트레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오차 수정은 채널 상태 바의
지정된 필드에 표시된다.(표 5.5 참조) 채널 상태 바에 대한 설명은 4.2.6을 참조한다.

표 5.5 일반적인 오차 수정 상태
심볼
Cor

정의

오차 수정이 활성화된다. 자극
설정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동일하다.

비고
모든 트레이스를 대상으로 이 기능이 활성
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은 글씨로 표시된다.
일부 트레이스에 대해서만 이 기능이 활성
화된 경우(다른 트레이스는 캘리브레이션
안됨),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표시된다.

C?

오차 수정이 활성화된다. 자극

모든 트레이스를 대상으로 이 기능이 활성

설정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

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은 글씨로 표시된다.

방법과 같지 않다.
보간법이 적용된다.

일부 트레이스에 대해서만 이 기능이 활성
화된 경우(다른 트레이스는 Calibration 안
됨),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표시된다.

C!

오차 수정이 활성화된다. 자극

모든 트레이스를 대상으로 이 기능이 활성

설정은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

화되면 회색 배경에 검은 글씨로 표시된다.

방법과 같지 않다.
보외법이 적용된다.

일부 트레이스에 대해서만 이 기능이 활성
화된 경우(다른 트레이스는 Calibration 안
됨),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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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수정 기능이 꺼진다.

Off

모든 트레이스에는 해당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표시된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없음.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수행되지
않음.

---

모든 트레이스에는 해당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표시된다.

각각의 개별적인 트레이스에 대한 오차 수정 상태는 트레이스 상태 필드에 나타난다.(표 5.6
참조) 트레이스 상태 바에 대한 설명은 4.2.2을 참조한다.

표 5.6 트레이스 오차 수정 상태
심볼

정의

OPEN 응답 캘리브레이션
SHORT 응답 캘리브레이션
THRU 응답 캘리브레이션
1패스 2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1포트 캘리브레이션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

RO
RS
RT
OP
F1
F2

5.2.11 시스템 임피던스 Zo
Zo는 측정 경로의 시스템 임피던스이다. 보통, 이것은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임피던스와

같으며, 캘리브레이션 용도로 사용된다. Zo 값은 캘리브레이션 이전에 규정되어야 하고, 그
값은 캘리브레이션 계수 계산을 할 때 사용된다.

시스템 임피던스 Zo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System Z0

참

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키드에 규정된 값에 따
라 시스템 임피던스가 결정된다.

5.2.12 포트 확장
포트 확장 기능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Fixture(손실이 있거나 없는)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능은 테스트 포트를 캘리브레이션 평면에서 DUT(fixture의 길이에 의한)의 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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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도록

가상적으로

확장해

준다.

Fixture

파라미터들은

각

포트별로

개별적으로

정의된다.(그림 5.13 참조)

그림 5.13 포트 확장

전기적인 지연에 의한 위상 침범(phase incursion)은 손실 없는 Fixture가 제거될 필요가 있을
때 보상을 위해 사용한다.

, 여기에서:
f – 주파수[Hz]
t – 전기적인 지연[sec]
손실 없는 Fixture 제거 기능은 하나의 트레이스에 대한 전기적인 지연 설정 기능과
유사하지만, 전기적인 지연 설정은 채널의 모든 트레이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전송 측정에서의 Fixture 길이와 반사 측정에서의 더블 Fixture 길이에 대해 보상해 준다.
손실이 있는 Fixture를 제거하려면, 다음에 적용된 손실 규정 방법을 따라야 한다.(한 개, 두개,
또는 세개 주파수 포인트에서)

1. 주파수에 영향이 없는 손실(DC가 Lo 일 때)

2. 주파수에 영향이 있는 손실은 두개 주파수 포인트에서의 손실들에 의해 결정된다. DC에서의
Lo, 그리고 F1 주파수에서의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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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에 영향이 있는 손실은 세 주파수 지점에서의 손실들에 의해 결정된다. DC에서의 Lo,
F1 주파수에서의 L1, F2 주파수에서의 L2

5.3 캘리브레이션 키트 관리
본 절에서는 캘리브레이션 키트 작성하는 방법과 수정 및 삭제 방법을 설명한다.
Analyzer는 50개의 캘리브레이션 키트들에 대한 테이블을 제공한다. 테이블의 첫 번째 부분은
사전 정의된 키트를 포함한다. 테이블의 두번째 부분은 사용자에 의해 추가된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해당한다.

캘리브레이션 키트 재정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Ÿ

커넥터 종류(Male, Female)를 보장하는 표준에 대한 포트 할당 변경

Ÿ

키트와 같은 정의된 표준에 정의된 사용자의 추가제로 길이 Thru가 아닌 경우

Ÿ

캘리브레이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표준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할 경우

새로운 사용자 정의형 캘리브레이션은 사전 정의된 키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되는
키트를 필요로 할 때 추가될 수 있다.
삭제 기능은 사용자 정의형 캘리브레이션 키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캘리브레이션 키트에서 어떠한 변경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Analyzer의 비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저장을 위해서 Save 버튼을 클릭할 필요가 없다.

참

고

사전 정의된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대한 수정사항은 언제라도 취
소할 수 있으며, 초기 상태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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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캘리브레이션 키의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테이블(표 5.14 참조)은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선택과 편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5.14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테이블을 열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Calibration > Cal Kit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편집하려면, 테이블에 있는 해당 라인을 선택한다.
캘리브레이션 키트 편집은 다음의 두 개의 메인 절차로 구성된다.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정의(5.3.2와

5.3.3

참조)와

class을

캘리브레이션

표준에

할당(5.3.4

참조)

우선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정의해야 하며, 그런 다음 Class에 이들을 할당한다.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와 Class를 표준에 할당하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수행된다.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라벨과 설명은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편집될 수 있다.(그림
5.14) 라벨은 캘리브레이션 메뉴 소프트키 상에 나타난다. 설명은 단지 사용자 정보에
국한된다.
테이블은 표시전용 필드를 포함한다. 사전 정의되고 수정된 캘리브레이션 키트와 키트 내
캘리브레이션 표준 카운터에 대한플래그들.

5.3.1.1 편집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키트 선택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 / “↓”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라인으로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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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이동시킨다.

키트 선택을 위해 편집하기 위한 “Select” 필드에 있는 체크 표시는 고
참

고

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선택한다.

5.3.1.2 캘리브레이션 키트 라벨과 설명 편집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 / “↓”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라인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이동시킨다.(그림5.14 참조) 그리고, «Enter»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한다.
스크린 키보드를 활성화하려면, On-Screen Keyboard 소프트키를 클릭
한다.

5.3.1.3 사전 정의된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저장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 / “↓”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라인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이동시킨다.(그림 5.14 참조)

사전 정의된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사용자 변경사항을 취소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Restore Cal Kit

참

고

“ Predefined” 또는 “Modified” 필드가 라벨에 “Yes”라고 되어 있는 캘
리브레이션 키트인 경우에만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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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사용자정의형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삭제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 / “↓”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라인으로 이동하여
하이라이트 표시 한다.(그림 5.14 참조)

사용자 정의형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테이블에서 삭제하려면, 다음
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Erase Cal Kit

참

고

“ Predefined” 필드가 라벨에 “No”라고 되어 있는 캘리브레이션 키트인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

5.3.1.5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파일 저장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테이블의 다른 라인 또는 다른 Analyzer로 복사할
때 필요하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키트에 정의하여 변경한 사항이나 저장한 것을 자동으로 저장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 / “↓”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라인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이동시킨다.(그림 5.14 참조)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파일로 저장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Save to File…

5.3.1.6 파일로부터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로딩
이전에 명령을 수행하여 생성된 캘리브레이션 키트 파일을 로딩할 수 있다.
캘리브레이션 키트 테이블 내에서 원하는 라인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이동시킨다.(그림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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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파일로 로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Load from File…

5.3.2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정의
캘리브레이션 표준들(그림 5.15 참조)의 테이블은 하나의 캘리브레이션 키트 내 전체 표준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별로 정의된 표준을 위해, 해당 테이블은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표준을 위해, 해당 모델에서 공백(blank)으로 된 파라미터, 즉
그와 같은 표준의 S 파라미터들은 다른 테이블에 표시된다.(5.3.3 참조)

그림 5.15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정의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 테이블을 열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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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 Cal Kit > Define STDs

5.3.2.1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표준 추가 방법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 테이블에 추가하려
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dd STD

5.3.2.2 캘리브레이션 키트에서 표준 삭제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정의 테이블에서 삭제
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elete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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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편집
네비게이션 키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 테이블(그림 5.15 참조)을 이동하려면,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입력한다.

Standard No.

캘리브레이션 표준 번호는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데이터 시트(단지 정
보만)에 규정되어 있다.

Standard Type

다음과 같은 표준 타입을 선택한다.
§ Open
§ Short
§ Load
§ Thru/Line
§ Sliding Load
§ Data-Based

Standard Label

표준 라벨은 캘리브레이션 메뉴 소프트키 상에 규정되어 있다.

Freq. Min.

표준의 하위 컷오프 주파수

Freq. Max.

표준의 상위 컷오프 주파수

Offset Delay
Offset Z0
Offset Loss
Load Impedance

단방향 옵셋 지연 값
옵셋 파형의 임피던스 값
옵셋 손실 값(Ω/s)
집중된 로드의 임피던스 값(Ω)
OPEN 표준에서 Fringe 커패시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C0 계수

C0 10–15 F
C = C0 + C1 f + C2 f2 + C3 f3
C1 10–27 F/Hz

OPEN 표준에서 Fringe 커패시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C1 계수

C2 10–36 F/Hz2

OPEN 표준에서 Fringe 커패시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C2 계수

C2 10–45 F/Hz3

OPEN 표준에서 Fringe 커패시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C3 계수
SHORT 표준에서 잔여 인덕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L0 계수

L0 10–12 H

L = L0 + L1 f + L2 f 2

+ L3 f 3

L1 10–24 H/Hz

SHORT 표준에서 잔여 인덕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L1 계수

L2 10–33 H/Hz2

SHORT 표준에서 잔여 인덕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L2 계수

L2 10–42 H/Hz3

SHORT 표준에서 잔여 인덕턴스의 다항식에 사용되는 L3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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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캘리브레이션 표준 Copy/Paste Function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클립보드에 저장하려면, 캘리브레이션 표준
정의 테이블(그림5.15 참조)에서 필요한 라인을 선택한 후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Copy STD

또는
Copy All STDs

임시로 저장된 클립모드로부터 표준을 붙여 넣으려면, 다음의 소프트키
를 클릭한다.
Paste

5.3.2.5 표준 테이블에서의 순서 관리

테이블에서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cale > Auto Scale
STD Up
또는
ST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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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그림 5.16 참조)은 데이터베이스 타입의 캘리브레이션
표준 S 파라미터를 조회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16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을 열려면, 테이블(그림
5.16 참조)에 해당하는 라인으로 이동한 후 다음의 소프트키를 클
릭한다.
Define STD Data

참

고

Define STD Data 소프트키는 Standard 타입이 “Data-Based”와 다르면
비활성화된다.

두 개의 다른 테이블 중 하나는 1포트 표준이고 다른 하나는 2포트 표준이다. 테이블은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1포트 표준에서는 하나의 파라미터(S11)가, 2포트 표준에서는
4개의 파라미터(S11, S21, S12, S22) 가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가 테이블 내 채우기 전에,
테이블의 타입이 정의될 것이다. 파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인 경우는 Touchstone
포맷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타입을 추가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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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다음의 3개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Ÿ

실수부 및 허수부

Ÿ

선형 크기 및 위상

Ÿ

로그 크기 및 위상

다음 규칙은 2포트 캘리브레이션인 경우에 적용된다. 표준에서 포트1에는 가장 작은 수의
포트가, 포트2는 가장 큰 수의 포트가 연결되도록 한다. 만약, 2포트 표준을 뒤집을 필요가
있는 경우, “Port Reverse” 함수를 사용한다.(5.3.3.5 절)

5.3.3.1 테이블 내 라인 추가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그림5.16 참조)에 라인을
추가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dd Row

5.3.3.2 테이블의 라인 삭제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그림5.16 참조)에 있는
라인을 삭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elete Line

5.3.3.3 테이블 비우기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그림5.16 참조)에서 전체
테이블을 비우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le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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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테이블 형식 선택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S 파라미터 테이블(그림5.16 참조)에서 형식
을 선택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Format > Real/Imag | Magn/Angle | MLog/Angle

5.3.3.5 포트 반전

2포트 표준에서 포트들의 반전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
키를 사용한다.
Reverse Ports

5.3.3.6 파일로부터 데이터 열기

Touchston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열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Load Data from Touchstone file…
팝업 다이얼로그에서 파일 타입(s1p 또는 s2p)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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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class 할당
선택한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표준에 Class를 할당하는 것은 표준 Class(그림 5.17 참조) 테이블
내에서 이루어진다.
표준 라벨은 캘리브레이션 키트 표준의 목록으로부터 원하는 셀을 선택함으로써 채워진다.
테이블의 각 열은 테이블의 왼쪽 컬럼 2개에 규정된 표준 Class에 해당된다.
단일 표준이 Class에 할당된다면, ”Subclass 1” 컬럼에 표준이 채워진다. 5.2.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 표준이 Class에 할당된다면 Sublass 2, Subclass 3 등의 컬럼에 표준이 채워진다.

그림 5.17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Class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표준 Class 테이블을 열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Calibration > Cal Kit > Specify CLSs

5.3.4.1 표준 class 테이블 편집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Class 테이블에서 네비게이션 키를 사용하여 이동한 후, 팝업 메뉴에
해당하는 셀에서 «Enter» 를 클릭한다. 테이블 왼쪽에 지정된 Class와 포트를 할당하려면,
팝업 메뉴에서 표준 라벨을 선택한다.

5.3.4.2 표준 class 테이블에서 표준 삭제
캘리브레이션 표준의 Class 테이블(그림5.17 참조)에서 네비게이션 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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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후, 팝업 메뉴에 해당하는 셀에서 «Enter» 를 클릭한다. 셀 내에 포함된 표준을
삭제하려면, 팝업 메뉴에서 있는 해당 라인을 None으로 선택한다.

캘리브레이션 표준 Class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Clear All CLSs

5.3.4.3 엄격한 Class 할당 기능
이것은 엄격한 대응 기능(표5.7 참조)에 의해 각 Class에서 표준 타입의 한계를 규정한다. 만일,
이 기능이 해제되면, 아무 Class나 해당 표준에 할당될 수 있다.

표5.7 표준 Class와 표준 타입 대응 N 표준 Cleass 표준
N

표준 Class

1

OPEN

2

SHORT

표준 타입
· Open,
· Data-Based (One Port)
· Short,
· Data-Based (One Port)
· Load,

3

LOAD

· Sliding Load,
· Data-Based (One Port)

4

· Thru/Line,

THRU

· Data-Based (Two Port)

세밀한 class 대응 기능을 설정/해제 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ssign Same STDs to All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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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ower 캘리브레이션
Analyzer는 지정된 정확성으로 테스트 포트 입력단에서 일정한 파워 레벨을 보장한다. 파워
레벨은 –55 dBm ~ +10 dBm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DUT는 일부 손실이 있는 케이블을 통해 Analyzer와 연결된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은 DUT
입력단에서 매우 정확한 파워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하는 케이블에 맞게
조절된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은 케이블 종단에 연결한 외부 파워 미터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차후에
DUT에도 연결된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후, 파워 오차 수정은 자동으로 켜진다. 나중에 사용자는 파워
오차 수정 기능을 다시 설정/해제 할 수 있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은 각 포트/채널 단위로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참

고

파워 오차 수정 상태는 트레이스 상태 필드(4.2.2 참조)에 표시되
고, 채널 상태 바에서도 표시된다.(4.2.6 참조)

5.4.1 손실 보상 테이블
손실 보상 기능은 파워 캘리브레이션 진행 중에 파워 미터와 캘리브레이션된 포트 사이에
발생한 원치 않은 손실을 보상하게 해준다. 손실을 정의해야 하며 이는 주파수와 손실을
명시한 테이블(그림 5.18 참조)에서도 보상이 필요하다.

그림 5.18 손실 보상 테이블

선형 보간법은 주파수 포인트의 중간에 있는 손실을 적용하여 준다.
손실 보상 테이블은 각 포트별로 개별적으로 정의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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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파워 캘리브레이션 절차
8.10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파워 미터의 연결과 설정을 수행한다.
Analyzer의 테스트 포트 중 하나에 센서를 연결하고, 아래와 같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테스트 포트에 대해서도 캘리브레이션을 반복 수행한다.

캘리브레이션된 포트 번호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Select Port

파워 미터의 값을 ‘0’으로 만들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Power Sensor Zero Correction

참

고

제로 셋팅을 하는 동안 포트의 출력 신호를 끄면, 파워 미터 센서
가 해당 포트에 연결될 수 있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Take Cal Sweep

참

고

파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후, 파워 오차 수정 기능이 자동으로
켜진다.

5.4.3 파워 오차 수정 설정
파워 오차 수정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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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손실 보상 테이블의 편집
손실 보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워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능을 설정하고 테이블을 채워 주어야 한다. 각 포트별로 개별적으로 테이블을 채워준다.

손실 보상 테이블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Loss Compen > Add
새로운 열이 하이라이트 표시 아래에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열을 삭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Loss Compen > Delete
모든 테이블을 비우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Loss Compen > Clear Loss Table
테이블을 하드에 있는 *.lct 파일에 저장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
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Loss Compen > Export Loss Table
하드에 있는 테이블로부터 *.lct 파일에 열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Loss Compen > Import Loss Table
Navigation 키를 스크롤하면서 주파수와 손실 값을 테이블에 입력한다.
손실 보상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Power Calibration > Loss Compen > Compensation

5.5 수신부 캘리브레이션
절대 파워 측정(4.7.3 참조)을 수행할 때, 일부 수신부의 이득은 테스트 포트 입력단에 공장
캘리브레이션된 값이 된다.
수행할 때, 파워는 Fixture 생산 손실에 의해 만들어진 테스트 포트 입력단에서 측정된다.
수신부 캘리브레이션은 아주 높은 정확성으로 포트 입력단 파워를 측정하도록 설정된다.
수신부 캘리브레이션은 소스 포트에서 캘리브레이션된 포트 입력 방향으로 캘리브레이션
신호를 보내면서 수행된다. 수신부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THRU 라인을 사용해서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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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포트를 연결해야 한다.
수신부 캘리브레이션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먼저 소스 포트의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소스 파워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캘리브레이션된 포트를 전면
패널에 있는 소스 포트에 연결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후, 파워 오차 수정 기능은 자동으로 켜진다.
나중에 사용자는 수신부 오차 수정 기능을 다시 설정/해제 할 수 있다.
수신부 캘리브레이션은 각 포트의 테스트 신호 수신기들(A와 B)만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파워 캘리브레이션은 각 포트/각 채널 단위로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참

고

파워 오차 수정 상태는 트레이스 상태 필드(4.2.2 참조)에 표시되
고, 채널 상태 바에서도 표시된다.(4.2.6 참조)

5.5.1 수신부 캘리브레이션 절차
수신기 포트와 소스 포트를 THRU 라인으로 연결한다.

캘리브레이션된 포트 번호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Calibration > Receiver Calibration > Select Port

소스 포트 번호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Receiver Calibration > Source Port
수신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Receiver Calibration > Take Cal Sweep

참

고

수신기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후, 수신기 오차 수정 기능은 자동
으로 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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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수신기 오차 수정 셋팅
수신기 오차 수정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Receiver Calibration > Correction

5.6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 방식은 주파수 옵셋 모드에서 믹서 측정에 적용하는 Calibration 중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에서는 외부 파워 미터와 같이 OPEN, SHORT, LOAD 표준들이
필요하다. 파워 미터 연결과 설정은 8.10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5.19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 셋업
154

5. 캘리브레이션 및 캘리브레이션 키트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은 다음의 측정들이 가능하다.
Ÿ

벡터 형식으로 된 S11 와 S22 파라미터들의 반사

Ÿ

스칼라 형식으로 된 S21 와 S12 파라미터들의 전송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설정한다. 활성화된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주파수 스팬,
IF 대역폭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정의한다. 그리고 나서,
주파수 옵셋 모드를 활성화하고, 포트를 설정한다.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은 주파수 옵셋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주파수 옵셋 모드는 믹서 측정 동안에 나중에 활성화할 수 있다.
참

고

이와 같은 경우 기본 주파수 범위는 옵셋 모드에 있는 포트들의
주파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이 절차는 보간법을 취하면서 덜
정확한 경우에 편리하다.
스칼라 믹서 캘리브레이션 메뉴에 접근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Calibration > Mixer/Converter Calibration > Scalar Mixer Calibration

Reflection Port 1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림 5.19에서와 같이, SHORT, OPEN, LOAD 표준들을 포트1에 연
결한다. 각각의 표준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각 표준에 대한 두 개의 주
파수 범위(Freq 1과 Freq 2)에 대해 두 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주파수 옵셋이 해제된 경우,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을 마치면 그
결과가 양쪽 주파수 범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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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Port 2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림 5.19에서와 같이, SHORT, OPEN, LOAD 표준들을 포트2에
연결한다. 각각의 표준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각 표준에 대한 두 개의
주파수 범위(Freq 1과 Freq 2)에 대해 두 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주파수 옵셋이 해제된 경우,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을 마치면 그
결과가 양쪽 주파수 범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Transmission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하나의 THRU 표준을 테스트 포트들 사이에 연결한다. 만일, 포트 커넥
터가 허용된다면, 포트들을 직접 서로 연결한다.(제로 전기적인 길이를
가지는 Thru 라인을 사용) 두 개의 주파수 범위(Freq 1 and Freq 2)에
걸쳐 두 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주파수 옵셋이 해제된 경우,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을 마치면 그
결과가 양쪽 주파수 범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156

5. 캘리브레이션 및 캘리브레이션 키트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Power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파워 미터 값를 ‘0’으로 만들려면, Power Sensor Zero Correction 소프
트키를 클릭한다.

참

고

출력 신호 포트를 끈 후 제로 셋팅을 하는 동안에 파워 미터 센
서는 해당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포트1에 파워 미터를 연결한다. 두 개의 주파수 범위(Freq 1 와 Freq
2)에 걸쳐 2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주파수 옵셋이 해제된 경우,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을 마치면 그
결과가 양쪽 주파수 범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포트2에 파워 미터를 연결한다. 두 개의 주파수 범위(Freq 1 와 Freq
2)에 걸쳐 2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Apply를 클릭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계산의 절차가 활성화되고,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오차 수정(error correction) 기능은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표준의 측정 결과값을 비우려면, Cancel을 클릭한다.
이 소프트키는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현재 캘리브레
이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오차 수정 기능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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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상태 바(표5.5 참조) 또는 트레이스 상태 바(표5.6 참조)에서 캘리
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SMC 라벨

5.7 벡터 믹터 캘리브레이션
벡터 스칼라 캘리브레이션은 믹서 측정 시 적용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이 방식은 전송
계수의 위상 및 그룹 지연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 형식에서의 반사 및 전송 S 파라미터의
측정을 허용한다.
벡터 믹서 측정은 필터가 있는 믹서(이를 캘리브레이션 믹서라 부르기도 함)를 추가로 필요로
한다.
필터는 IF 주파수(테스트 중에 있는 믹서를 위한 입력 주파수)를 분리한다.

Ÿ

RF + LO

Ÿ

RF – LO

Ÿ

LO – RF

캘리브레이션 믹서와 테스트 중에 있는 믹서는 동일한 LO로부터 파워를 공급받는다.
벡터 믹서 측정은 2포트 캘리브레이션의 조합과 디임베딩 기능이다.(그림 5.20 참조)

그림 5.20 벡터 믹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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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임베딩 기능은 회로의 S 파라미터 파일을 필요로 한다. 캘리브레이션 믹서/필터 쌍을 위해
이런 파일을 얻어 내는 것을 벡터 믹서 캘리브레이션(Vector Mixer Calibration)이라고 한다.
캘리브레이션 믹서/필터로부터 S 파라미터를 구하려면, SHORT, OPEN, LOAD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그림 5.21 참조)

5.21 벡터 믹서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설정한다. 채널을 활성화하고, 파라미터(주파수 스팬, IF
대역폭 등)를 설정한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정의한다.

Ÿ

2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Ÿ

벡터 캘리브레이션 셋업을 모은다.

Ÿ

외부 LO의 주파수 및 파워를 설정한다.

벡터 믹서 캘리브레이션 메뉴에 접근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Calibration > Mixer/Converter Calibration > Vector Mixer Calibration
테스트 포트를 캘리브레이션 믹서에 연결하도록 선택하려면, Select
Port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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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Frequency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LO 주파수를 입력한다.

필터로 분리되는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의 IF Frequency 소프트
키를 사용한다.
■ RF + LO
■ RF – LO
■ LO – RF

그림 5.21에서와 같이, SHORT, OPEN, LOAD 표준들을 IF 필터 출력단에
연결한다. 각 표준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측정기의 상태 바는 Calibration in
progress...를 지시하게 된다. 측정이 완료되면, 확인 마커는 소프트

키의 왼쪽에 나타나게 된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완료하려면, Save To Touchstone File을 클릭한

다.
이것은 캘리브레이션 믹서/필터 S 파라미터의 계산을 활성화하고, 그것
들을 Touchstone 파일에 저장한다. 팝업 다이얼로그에 파일 이름을 입
력한다.
Setup Option 기능이 설정된 경우, S 파라미터 파일은 디임베딩 기능으
로 넘겨지고, 이 기능이 활성화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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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널 상태 바(표5.5 참조)에 있는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F2 и Dmb 라벨(2포트 캘리브레이션과 디임베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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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 데이터 분석
6.1 마커
마커는 자극 값 및 트레이스 상의 특정 지점에서의 특정 측정 파라미터 값에 대한 숫자
판독을 하는 툴이다. 각 트레이스 당 16개 마커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림 6.1은 두 개의
마커를 가진 트레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마커는 사용자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Ÿ

자극 값과 트레이스 상에서 선택된 점들에 대한 측정 파라미터 값에 대한 절대값
판독

Ÿ

자극 값과 기준점 관련 측정 파라미터 값에 대한 상대값 판독

Ÿ

트레이스 상의 특정 지점 조회(최소값, 최대값, 목표 레벨 등)

Ÿ

트레이스 파라미터(통계, 대역폭 등) 결정

Ÿ

마커를 사용한 자극 파라미터 편집

그림 6.1

마커는 아래와 같은 지시 심볼을 가진다.
1
s

트레이스 상에 활성화된 마커의 심볼과 번호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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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상에 비활성화된 마커의 심볼과 번호

p

자극축 상에 활성화된 마커의 심볼과 번호

r

자극축 상에 비활성화된 마커의 심볼과 번호

6. 측정 데이터 분석

마커 데이터 필드는 마커 번호, 자극 값 및 측정 파라미터 값을 포함하고 있다. 활성 마커
번호는 반대 색상으로 반전된다.
마커 데이터 필드 내용은 표시 형식(사각형(Rectangular)/원형(Circular))에 따라 다르다.

Ÿ

사각형 형식에서 마커는 Y축을 따라 표시된 측정 파라미터 값을 활성화된 형식으
로 보여준다.(표 4.8 참조)

Ÿ

원형 형식에서 마커는 표 6.1에 나열된 두 개 혹은 세 개의 값을 보여준다.

표 6.1 원형 형식의 마커 판독
마커 판독(측정 단위)

라벨

판독 1

판독 2

선형 크기

Phase (˚)

–

로그 크기(dB)

Phase (˚)

–

실수부

허수부

–

저항(Ω)

리액턴스(Ω)

컨덕턴스(S)

서셉턴스(S)

선형 크기

Phase (˚)

–

로그 크기(dB)

Phase (˚)

–

실수부

허수부

–

Smith
(Lin)
Smith
(Log)
Smith
(Re/Im)
Smith
(R + jX)
Smith
(G + jB)
Polar
(Lin)
Polar
(Log)
Polar
(Re/Im)

판독 3

등가의 커패시턴스 또는 인덕턴
스(F/H)
등가의 커패시턴스 또는 인덕턴
스(F/H)

6.1.1 마커 추가

새로운 마커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Add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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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커는 자극 축의 중간에 활성 마커로 표시된다. 마커 자
극값 입력 필드가 활성화된다.

6.1.2 마커 삭제
새로운 마커를 삭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Delete Marker
모든 마커를 삭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Delete All Markers

6.1.3 마커 자극값 설정
마커 자극값을 설정하기 전, 활성 마커를 선택해야 한다. 키보드, 로터리 노브,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마우스로

마커를

드래그한다든지

입력함으로써 자극값을 설정할 수 있다.

조회(Search)

기능을

활성화해서

숫자를

드래그하는 동작에 대해서는 4.3.12에 설명되어 있다.

마커 조회 기능은 6.1.7을 참조한다.

마커 자극값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Edit Stimulus
혹은 자극값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숫자키나 키패드 그리고 «↑», «↓» 화살표 또는 로터리 노브를 사용해
서 값을 입력한다.

6.1.4 마커 활성화
번호에 의해 마커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Select > Marker n

...
164

6. 측정 데이터 분석

마커 리스트로부터 마커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
한다.
Markers > Select Next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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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마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6.1.5 기준 마커 기능
기준 마커는 사용자가 기준 마커와 관련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기타 마커 판독은 기준 마커와 관련된 델타로 표시된다. 기준 마커는 절대값을 표시한다. 기준
마커는 숫자 대신에 Δ 심볼과 함께 표시된다.(그림 6.2 참조) 기준 마커를 활성화시키면 모든
마커를 상대 표시 모드로 변경시킨다.

그림 6.2
기준 마커는 트레이스 상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

트레이스 상에 활성화된 기준 마커의 심볼

s
r

트레이스 상에 비활성화된 기준 마커의 심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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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커는 자극값과 측정값을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나머지 마커들은 상대값을 표시한다.
Ÿ

자극값 – 마커와 기준 마커의 자극 절대값 차이

Ÿ

측정값 – 마커와 기준 마커의 측정 절대값 차이

기준 마커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Reference Marker

6.1.6 마커 속성(Properties)
6.1.6.1 마커 커플링 기능
마커 커플링 기능은 서로 다른 트레이스 상에서 같은 번호를 가진 마커의 의존관계를
설정/해제한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커플링된

마커(같은

번호의

마커)들은

모든

트레이스에서 X 축을 동기하여 움직인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같은 번호의 마커들은 X
축을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그림6.3 참조)

그림 6.3 마커 커플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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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커플링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Properties > Marker Couple

6.1.6.2 마커 테이블
마커 테이블은 모든 트레이스와 모든 채널의 마커 값들을 보여준다.(그림 6.4 참조)

그림 6.4 마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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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테이블을 보이게 하거나 숨기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Markers > Properties > Marker Table

6.1.6.3 마커 값의 표시 크기(Indication Capacity)
기본적으로 마커 자극값들은 8자리 숫자로 표시되고 마커 응답값들은 5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들 설정을 바꿀 수 있다.

마커 값의 표시 크기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Properties > Stimulus Digits

Markers > Properties > Response Digits

6.1.6.4 복수 마커의 데이터 표시
하나의 그래프에 일부 겹치는 트레이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마커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다.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마커 데이터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트레이스의 마커들은 색깔로 구별이 된다.
각 마커는 해당 트레이스에 대해 같은 색깔로 표시된다.

복수 마커의 데이터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토
글시킨다.
Markers > Marker Properties > Activ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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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복수 마커 데이터 표시가 설정된 경우, 화면에서 데이터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마커 데이터를 재배열하면 된다.(6.1.6.5 참조)

6.1.6.5 마커 데이터 배열
기본적으로 마커 데이터는 화면의 좌측 상단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화면에 표시된 마커
데이터를 재배열할 수 있다. 마커 데이터 위치는 두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 표현된다. X 및 Y
축 상의 상대 위치(%)
0%는 좌측 상단 모서리이고 100%는 우측 하단 모서리에 해당한다. 각 트레이스의 마커
데이터 위치는 개별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화면에 데이터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화면에 마커 데이터를 배열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X
와 Y 축 상의 상대 위치를 입력한다.
Markers > Marker Properties > Data X Position

Markers > Marker Properties > Data Y Position

참

고

마커 데이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배열할 수 있다.

6.1.6.6 마커 데이터 정렬
기본적으로, 마커 데이터는 각 트레이스별로 독립적으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화면에 표시된
마커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다. 정렬은 독립적인 마커 데이터 레이아웃을 비활성화시킨다. 이
경우, X 축과 Y 축 상의 상대 위치는 최초 트레이스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다른 트레이스에
대한 마커 데이터는 최초 트레이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렬된다.

두 가지 종류의 정렬을 사용할 수 있다.
Ÿ

수직(Vertical) 정렬 – 서로 다른 트레이스 마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아래에 표시
된다.

Ÿ

수평(Horizontal) 정렬 – 서로 다른 트레이스 마커 데이터는 직선 상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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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데이터 정렬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Properties > Align >
Vertical | Horizontal | OFF

6.1.6.7 메모리 트레이스 값 표시
기본적으로, 데이터 트레이스(메모리 트레이스 아님)의 마커 값들은 화면에 표시된다. 메모리
트레이스가 가용한 경우, 이에 대한 마커 값들을 표시할 수 있다.

메모리 트레이스 마커 값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
를 토글시킨다.
Marker > Maker Properties > Memory Value

6.1.7 마커 위치 검색 기능
마커 위치 검색 기능은 트레이스 상에서 다음 값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Ÿ

최대값

Ÿ

최소값

Ÿ

피크 값

Ÿ

목표 레벨

6.1.7.1 최대값과 최소값 검색
최대값 및 최소값 검색 기능은 측정 파라미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게 하고
마커를 트레이스상에서 해당 지점으로 이동시킨다.(그림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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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최대값 및 최소값 조회

트레이스 상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검색하려면, 다음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Maximum
Markers > Marker Search > Minimum

최대값이나 최소값의 검색을 시작하기 전, 먼저 마커를 활성화시킨다.
참

고

검색은 마커의 최초값에 대해 스미스 차트와 원형(Polar) 형식으로 실행
된다.

6.1.7.2 피크 값 검색
피크 값 검색 기능은 측정 파라미터에 대한 피크 값을 결정하게 하고 마커를 트레이스상에
서 해당 지점으로 이동시킨다.(그림 6.6 참조)
피크 값은 해당 트레이스의 극단값을 말한다.
피크 값이 인접한 지점의 값들보다 큰 경우는 Positive라고 한다.
피크 값이 인접한 지점의 값들보다 작은 경우는 Negative라고 한다.
피크 지점과 반대 극성의 인접한 두 피크에서의 응답값 사이의 절대값 차이가 가장 적은 것
을 Peak Excursion이라고 한다.

171

Protek Network Analyzer A333 운용 매뉴얼

그림 6.6 Positive 피크 값과 Negative 피크 값

피크 값 검색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피크 값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Ÿ

피크 값들은 사용자가 규정한 극성(Positive, Negative 또는 양쪽 극)을 가져야 한다.

Ÿ

피크 값은 사용자가 할당한 값보다 작은 편차를 가져야 한다.

피크 값 검색을 위해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Ÿ

가장 가까운 피크 값 조회

Ÿ

가장 큰 피크 값 조회

Ÿ

좌측 피크 값 조회

Ÿ

우측 피크 값 조회

가장 가까운 피크 값(Nearest Peak)은 자극 축을 따라 마커의 현재 위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피크이다.
가장 큰 피크 값(Greatest Peak)은 피크 값의 현재 극성에 따라 최대값이나 최소값에 해당하는
피크 값을 말한다.

가장 큰 피크 값 검색하는 방법은 최대값 조회일 때와 최소값 조
참

고

회일 때와 다르다. 이는 이들 지점들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일지라
도 트레이스의 제한된 지점들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크 값의 극성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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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s > Marker Search > Peak > Peak Polarity > Positive | Negative
| Both

Peak Excursion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Peak > Peak Excursion
숫자 키패드 그리고 «↑», «↓» 화살표 또는 로터리 노브를 사용해서 값
을 입력한다.

가장 가까운 피크 값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Markers > Marker Search > Peak > Search Peak
가장 큰 피크 값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Peak > Search Max Peak
좌측 피크 값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Peak > Search Peak Left
우측 피크 값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Peak > Search Peak Right

최대값이나 최소값 조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마커를 활성화시킨다.
참

고

조회는 마커의 최초값에 대해 스미스 차트와 원형(Polar) 형식으로 실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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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대상 레벨 검색
대상 레벨 검색 기능은 측정한 파라미터(그림 6.7 참조)에 주어진 레벨을 가지고 마커를
위치시키도록 해준다.

트레이스는 목표 레벨이 트레이스를 횡단하는 지점 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이동을 가질 수
있다.
Ÿ

도함수(Trace Slope)가 대상 레벨과 교차한 지점에서 Positive인 경우, Transition 타
입은 Positive이다.

Ÿ

도함수(Trace Slope)가 대상 레벨과 교차한 지점에서 Negative인 경우, Transition 타
입은 Negative이다.

그림 6.7 대상 레벨 검색

대상 레벨 검색은 교차 지점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또 교차 지점은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한
이동 극성(Positive, Negative 또는 양극)을 가지고 있다.

대상 레벨 검색을 위해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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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장 가까운 대상 조회

Ÿ

좌측 대상 조회

Ÿ

우측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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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극성(transition polarity)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Markers > Marker Search > Target > Target Transition > Positive |
Negative | Both

대상 레벨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Target > Target Value
숫자 키패드 그리고 «↑», «↓» 화살표 또는 로터리 노브를 사용해서 값
을 입력한다.
가장 가까운 대상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Target > Search Target
좌측 대상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Target > Search Target Left
우측 대상 조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Target > Search Target Right
화면에 대상 레벨 표시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
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Target > Target Line
Clear All Target Lines 소프트키는 전체 마커의 대상 레벨 라인 표시를
해제한다.

최대값이나 최소값 조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마커를 활성화시킨다.
참

고

조회는 마커의 최초값에 대해 스미스 차트와 원형(Polar) 형식으
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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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트래킹 검색
마커 위치 검색 기능은 기본적으로 아무 검색 키를 눌러도 수행이 가능하다. 트래킹 검색
모드는 이 모드가 해제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마커 위치 검색을 수행한다.

트래킹 검색 모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Tracking

6.1.7.5 검색 범위
사용자는 자극 한계치를 입력하여 마커 위치 검색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다음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Ÿ

검색 범위 커플링(사용자가 채널의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 동일 검색 범위를 정의할
수 있게 함)

Ÿ

검색 범위 한계치에 대한 수직선 표시

검색 범위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Search Range

검색 범위 한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Search Start
Markers > Marker Search > Search Stop

트래킹 검색 커플링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Couple
검색 범위 한계치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Search > Search Rang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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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마커 연산 기능
마커 연산 기능은 마커를 사용하여 다양한 트레이스 특성을 계산한다. 네 가지 연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Ÿ

통계(Statistics)

Ÿ

대역폭 조회(Bandwidth Search)

Ÿ

평탄도(Flatness)

Ÿ

RF 필터(RF Filter)

6.1.8.1 트레이스 통계
Trace Statistics(트레이스 통계)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평균값(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및 Peak-to-Peak와 같은 트레이스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트레이스 통계 범위는 두 마커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그림 6.8 참조)

그림 6.8 트레이스 통계

표 6.2 통계 파라미터
심볼

정의

mean

산술평균

s.dev

표준편차

p-p

Peak-to-Peak:
최소값 간의 차이

공식

최대값과

Max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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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통계 함수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Markers > Marker Math > Statistics > Statistics

트레이스 통계 범위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Statistics > Statistic Range
통계 범위의 시작/정지 마커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을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Statistics > Statistic Start
Markers > Marker Math > Statistics > Statistic Stop

6.1.8.2 대역폭 조회(Bandwidth Search)
대역폭 조회 기능은 사용자가 패스 밴드(passband)나 스톱 밴드(stopband)의 다음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대역폭, 중간 주파수, 하한 주파수, 상한 주파수, Q 값 및
삽입 손실(그림 6.9 참조) 그림에서 F1과 F2는 각 밴드의 하한과 상한 컷오프 주파수를 말한다.
대역폭 조회는 기준점에서 수행된다. 사용자는 기준점으로서 활성 마커나 트레이스의 최대값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역폭 조회 기능은 하한 및 상한 컷오프 주파수를 결정한다. 이들은
사용자가 정의한 대역폭 값(일반적으로 –3 dB)에 의해 기준점 응답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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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대역폭 조회
표 6.3 대역폭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심볼

대역폭

BW

중간 주파수

cent

하한 컷오프 주
파수
상한 컷오프 주
파수
품질 인자
(Quality Factor)
손실

low
high
Q
loss

정의
상한 컷오프 주파수와 하한 컷오프 주
파수 사이의 차이
상한 컷오프 주파수와 하한 컷오프 주
파수 사이의 중간 지점
대역폭 컷오프 레벨과 트레이스가 교차
하는 하한 주파수 지점
대역폭 컷오프 레벨과 트레이스가 교차
하는 상한 주파수 지점
중간 주파수와 대역폭의 비율
대역폭 조회의 기준점에서 트레이스를
측정한 값

공식
F2 – F1
(F1+F2)/2
F1
F2
Cent/B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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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조회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Bandwidth Search > Bandwidth Search

소프트키로 대역폭 조회 타입을 설정한다.
Markers > Marker Math > Bandwidth Search > Type
해당 타입과 소프트키 라벨은 Bandpass와 Notch 설정 간에서 토글한
다.
조회 기준점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Bandwidth Search > Search Ref To
해당 타입과 소프트키 라벨은 Max와 Marker 설정 간을 토글한다.
대역폭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Bandwidth Search > Bandwidt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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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평탄도(Flatness)
평탄도 조회 기능은 사용자가 다음 트레이스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득(Gain), 기울기(Slope), 평탄도(Flatness) 사용자는 평탄도 조회 범위(그림 6.10 참조)를
입력하기 위해 두 마커를 설정한다.

그림 6.10 평탄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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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평탄도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심볼

정의

이득

gain

마커 1 값

기울기

slope

마커 2와 마커 1 값의 차이
트레이스의 Positive와 Negative 피크 값의 합으로

평탄도

flatness

마커 1과 마커 2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측정한
다.(그림 6.10 참조)

평탄도 조회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Flatness > Flatness

평탄도 조회 범위를 명시하는 마커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Flatness > Flatness Start
Markers > Marker Math > Flatness > Flatness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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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RF 필터 통계
RF 필터 통계 기능은 사용자가 다음의 필터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손실(Loss), 패스 밴드에서의 Peak-to-Peak, 스톱 밴드에서의 거부

패스 밴드는 마커의 첫 번째 쌍에 의해 규정된다. 스톱 밴드는 마커의 두 번째 쌍에 의해
규정된다.(그림 6.11 참조)

그림 6.11 RF 필터 통계

표 6.5 RF 필터 통계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심볼

패스 밴드 손실

loss

패스 밴드 최소값

p-p

패스 밴드 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차이

rej

스톱 밴드 최대값과 패스 밴드 최소값 사이의 차이

패스 밴드
Peak-to-Peak
거부

Definition

RF 필터 통계 함수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Markers > Marker Math > RF Filter Stats > RF Filter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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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밴드를 명시하는 마커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
한다.
Markers > Marker Math > RF Filter Stats > Passband Start
Markers > Marker Math > RF Filter Stats > Passband Stop
스톱 밴드를 명시하는 마커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Math > RF Filter Stats > Stopband Start
Markers > Marker Math > RF Filter Stats > Stopband Stop

6.1.9 마커 기능
마커의 현재 위치를 활용하여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Ÿ

Stimulus start(자극 시작점)

Ÿ

Stimulus stop(자극 정지점)

Ÿ

Stimulus center(자극 중간 지점)

Ÿ

Reference level(기준 레벨)

Ÿ

Electrical delay(전기적 지연)

설정하기 전, 먼저 마커를 활성화시킨다.

자극 시작점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Functions > Marker–>Start

자극 정지점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Functions > Marker–>Stop
자극 중간 지점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Functions > Marker–>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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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레벨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Functions > Marker–>Ref Value

전기적 지연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Functions > Marker–>Delay
활성 마커 지점에 기준 마커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Markers > Marker Functions > Marker–>Ref Marker

6.2 메모리 트레이스 기능
화면에 표시된 각 데이터 트레이스에 대해 메모리 트레이스(Memory Trace) 기능을 생성할 수
있다. 메모리 트레이스는 주 데이터 트레이스와 같은 색깔로 표시되지만 그것의 밝기는 두
배로 어둡다.1
데이터 트레이스는 현재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며 측정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갱신된다.
메모리 트레이스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트레이스이다.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키를 클릭할
때 메모리 트레이스는 현재 측정치로부터 생성된다. 다음으로 두 개의 트레이스(데이터
트레이스, 메모리 트레이스)가 화면에 나타난다. 사용자는 트레이스 표시 설정을 바꿀 수 있다.
트레이스 상태 필드는 다음을 표시해준다.
Ÿ

D&M – 데이터 트레이스와 메모리 트레이스가 표시된다.

Ÿ

M – 메모리 트레이스만 표시된다.

Ÿ

OFF – 아무 트레이스도 표시되지 않는다.

Ÿ

Empty field – 데이터 트레이스만 표시된다.

메모리 트레이스는 데이터 트레이스의 다음 특성을 가진다.(변경되면 메모리가 지워진다.)
Ÿ

주파수 범위

Ÿ

지점수

Ÿ

Sweep 형식

메모리 트레이스는 데이터 트레이스와 동일한 다음 특성을 가진다.(변경되면 양쪽 트레이스를
변경한다.)
Ÿ

1

형식(Format)

데이터와 메모리 트레이스의 색깔과 밝기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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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크기(Scale)

Ÿ

평활(Smoothing)

Ÿ

전기적 지연(Electrical delay)

다음 데이터 트레이스 설정값(메모리 트레이스가 생성된 후 변경되면)은 메모리 트레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Ÿ

주파수 Sweep 모드에서 파워

Ÿ

파워 Sweep 모드에서 주파수

Ÿ

측정된 파라미터(S 파라미터)

Ÿ

IF 대역폭

Ÿ

평균 계산

Ÿ

캘리브레이션

메모리 트레이스는 데이터 트레이스와 함께 연산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
따른 결과 트레이스는 데이터 트레이스를 치환한다. 메모리와 데이터 트레이스를 이용한
연산은 복소수 형태에 수행된다. 다음 네 가지 연산 작업이 가능하다.

Data / Memory

측정 데이터를 메모리 트레이스 데이터로 나눈다.
트레이스 상태 필드는 D/M을 표시한다.

Data * Memory

측정 데이터와 메모리 트레이스 데이터를 곱한다.
트레이스 상태 필드는 D*M을 표시한다.

Data – Memory

측정 데이터에서 메모리 트레이스 데이터를 뺀다.
트레이스 상태 필드는 D-M을 표시한다.

Data + Memory

측정 데이터와 메모리 트레이스 데이터를 더한다.
트레이스 상태 필드는 D+M을 표시한다.

6.2.1 트레이스 메모리 저장
메모리 트레이스 기능은 채널의 개별 트레이스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기능을 설정하기 전,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트레이스를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Data->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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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트레이스 표시 설정
데이터 타입을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Display >
Data | Memory | Data & Memory | OFF

6.2.3 수학적 연산

수학적 연산을 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Data Math
Data/Mem | Data * Mem | Data – Mem | Data + Mem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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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Fixture 시뮬레이션
Fixture 시뮬레이션 기능은 실제 셋업 조건과 다른 측정 조건을 흉내낼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조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Ÿ

포트 Z 변환

Ÿ

디임베딩

Ÿ

임베딩

Fixture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먼저 채널을 활성화시킨다. 시뮬레이션 기능은 채널의 모든
트레이스에 영향을 미친다.

Fixture 시뮬레이션 메뉴를 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Fixture Simulation 소프트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한다.
참

고

ON – Fixture 시뮬레이션 기능 중 하나 이상이 설정, OFF – 전체
Fixture 시뮬레이션 기능 해제

6.3.1포트 Z 변환
포트 Z 변환은 포트 파장 임피던스 변경 시뮬레이션(그림 6.12 참조) 동안 측정된 S
파라미터를 변환하는 기능이다.

테스트 포트 임피던스 값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정의된다. 이는
참

고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특성 임피던스에 의해 결정되고 이 값은
5.2.12에 기술된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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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포트 Z 변환

포트 임피던스 변환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Port Z Conversion 소프
트키를 토글시킨다.

포트1의 시뮬레이션한 임피던스 값을 입력하려면 Port 1 Z0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포트2의 시뮬레이션한 임피던스 값을 입력하려면 Port 2 Z0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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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디임베딩(De-embedding)
디임베딩은 측정 결과에서 일부 회로 효과를 제거하여 S 파라미터를 변환하는 기능이다.
제거되는 회로는 회로의 S 파라미터를 포함한 데이터 파일에 정의되어야 한다. 본 회로는
Touchstone 파일(확장자 .s2p) 내 2포트로서 기술되어야 한다. 이 파일은 S 파라미터 테이블을
담고 있다. (주파수 번호용 S11, S21, S12, S22)
디임베딩 기능은 캘리브레이션 평면과 실제 네트워크 내 DUT 사이에 존재하는 측정 결과에서
Fixture 회로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배제하도록 해준다. Fixture는 DUT를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DUT는 직접 테스트 포트에 연결할 수 없다.
디임베딩 기능은 이 회로가 제거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로부터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된 것처럼
캘리브레이션 평면을 DUT 가까이로 이동시킨다.

그림 6.13 디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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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1의 디임베딩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
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De-Embedding > Port 1.
디임베딩 회로(포트1의 S 파라미터)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
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De-Embedding > S-parameters File
포트2의 디임베딩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De-Embedding > Port 2.
디임베딩 회로(포트2의 S 파라미터)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
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De-Embedding > S-parameters File

참

고

S 파라미터 파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소프트키
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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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임베딩
임베딩은 일부 가상의 회로를 실제 네트워크에 통합(그림 6.14 참조)하여 S 파라미터를
변환하는 기능이다. 임베딩 기능은 디임베딩의 역 기능이다.
통합 회로는 회로의 S 파라미터를 포함한 데이터 파일에 정의되어야 한다. 본 회로는
Touchstone 파일(확장자 .s2p) 내 2포트로서 기술되어야 한다. 이 파일은 S 파라미터 테이블을
담고 있다. - 주파수 번호용 S11, S21, S12, S22
임베딩 기능은 Fixture 회로를 추가한 후 DUT 파라미터을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6.14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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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1의 Embedding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Embedding > Port 1.
Embedding 회로(포트1의 S 파라미터)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Embedding > S-parameters File
포트2의 Embedding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Embedding > Port 2.
Embedding 회로(포트2의 S 파라미터)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Fixture Simulator > Embedding > S-parameters File

참

고

S 파라미터 파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소프트키
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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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간 도메인 변환
Analyzer는 주파수 도메인 내 DUT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표시한다. 시간 도메인 변환은 시간
도메인 표시를 위해 측정 파라미터를 수학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다.
시간 도메인 변환을 위해, Z 변환 및 주파수 도메인 창 기능이 적용된다.

시간 도메인 변환은 한 채널의 개별 트레이스에 대해 활성화될 수 있다. 트레이스의
현재 주파수 파라미터(S11, S21, S12, S22)는 시간 도메인 내로 변환된다.

주파수와 시간 도메인 내 트레이스는 동시에 하나의 채널에 속할
참

고

수 있다. 자극 축 라벨은 활성 트레이스에 대해 주파수나 시간 단
위로 표시된다.

변환 기능은 Z 변환 모호성 범위 내에서 시간 도메인 내 측정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
다. 모호성 범위는 주파수 도메인 내 측정 단계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 도메인 함수는 다음 변환 타입 선택을 허용한다.
Ÿ

밴드 패스 모드는 임펄스 밴드 패스 응답을 시뮬레이션한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직류를 흘릴 수 없는 회로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한다. 주파수 범위는 이 모드에
서 임의로 지정한다. 이 모드에서 시간 도메인 분해능은 저대역 통과 모드(Lowpass
Mode)에서 보다 두 배로 작다.

Ÿ

저대역 통과 모드는 저대역 통과 임펄스와 저대역 통과 스텝 응답을 시뮬레이션한
다. 이는 직류를 흘리는 회로에 적용되고 직접 컴포넌트(F=0 Hz인 지점에서)는 범
위의 시작 주파수(Fmin)로부터 삽입한다. 이 모드에서 주파수 범위는 하모닉 그리
드를 말하며 각 주파수 지점에서의 주파수 값은 범위 Fmin의 시작 주파수의 배수
이다. 시간 도메인 분해능은 대역 통과 모드(Bandpass Mode)에서 보다 두 배로 크
다.

시간 도메인 변환 함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처리하는 초기 데이터에 대해 카이저 창(Kaiser
Window) 함수를 적용한다. 이 창 함수는 시간 도메인에서 출렁임(사이드 로브: Side Lobe)을
줄여준다. 이 출렁임은 주파수 도메인의 한계치에서 데이터가 갑자기 변하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사이드 로브가 줄어드는 동안 저대역 통과 단계의 주 펄스나 앞 모서리는 더 넓어진다.
카이저 창 함수는 β 파라미터에 의해 묘사되며 이는 최소값(사각형)에서 최대값으로 창 모양을
부드럽게 미세 조정한다. 사용자는 창을 미세조정할 수 있거나 세 가지 프로그램 창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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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다.
Ÿ

Minimum (최소값: 사각형 형식)

Ÿ

Normal (정상)

Ÿ

Maximum(최대값)

표 6.6 프로그램된 창 종류
저대역 패스 임펄스
창

사이드 로브
레벨

펄스 폭

저대역 패스 스텝
사이드 로브
레벨

최소

– 13 dB

– 21 dB

보통

– 44 dB

– 60 dB

최대

– 75 dB

– 70 dB

경계 폭

6.4.1 시간 도메인 변환 활성화
도메인 변환 함수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Time Domain

참

고

시간 도메인 변환 함수는 선형 주파수 Sweep 모드에서만 접근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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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시간 도메인 변환 영역
시간 도메인 표현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시작과 정지 지점이나 중간 지점 및 영역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간 도메인 범위의 시작/정지 한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
키을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Start
Analysis > Time Domain > Stop

시간 도메인의 중간 지점과 영역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을 사용
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Center
Analysis > Time Domain > Span

6.4.3 시간 도메인 변환 타입
시간 도메인 변환 종류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Type > Bandpass | Lowpass Impulse |
Lowpass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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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시간 도메인 변환 창 모양 설정
창 모양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Window >
Minimum | Normal | Maximum

특정 임펄스 폭이나 전방 모서리 폭에 대한 창 모양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Window > Impulse Width
설정값은 입력한 주파수 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바닥 한계는 최소값(사각형 형식) 창에서 실행된 값에 해당한다. 천정
한계는 최대값 창에서 실행된 값에 해당한다.
특정 Kaiser-Bessel 필터의 특정 β 파라미터에 대한 창 모양을 설정하려
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Window > Kaiser Beta
사용 가능한 β 값은 0부터 13까지이고 0은 최소값 창에 해당한다. 6은
정상 창에 해당하고 13은 최대값 창에 해당한다.

임펄스 폭과 Kaiser-Bessel 필터의 β 값은 서로 의존하는 파라미
참

고

터들이다. 둘 중 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6.4.5 주파수 고조파 그리드 설정
저대역 통과 임펄스나 저대역 단계 변환이 설정되면, 주파수 범위는 고조파 그리드로서
나타난다. 측정 지점에서의 주파수 값들은 시작 주파수 Fmin의 배수이다. Analyzer는 현재의
주파수 범위에 대한 고조파 그리드를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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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파수 범위에 대한 고조파 그리드를 생성하려면, 다음 소프트
키을 사용한다.
Analysis > Time Domain > Set Frequency Low Pass

주파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Fmax > N x 0.3 MHz

참

Fmax < N x 0.3 MHz

고
Fmin = Fmax / N

Fmin = 0.3 MHz,
Fmax = N x 0.3 MHz

6.5 시간 도메인 게이팅
시간 도메인 게이팅은 시간 도메인에서 원하지 않는 응답을 수학적으로 제거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는 시간 도메인 변환 기능을 수행하고 시간 도메인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영역에 따라
주파수 도메인으로 역변환을 한다. 이 함수는 유익한 신호나 스퓨리어스 신호가 시간
도메인에서 분리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Fixture 장치의 스퓨리어스
효과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 도메인 함수는 유익한 스퓨리어스 응답의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시간 도메인 게이팅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스퓨리어스 응답
참

고

을 제거하기 위한 게이트 영역을 설정한다.

그 다음 시간 도메인 함수를 비활성화시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스퓨리어스 효과 없이 응답을 보여준다.
이 함수는 두 종류의 시간 도메인 게이팅을 연관시킨다.
Ÿ

bandpass – 게이트 영역 바깥에서의 응답을 제거한다.

Ÿ

notch – 게이트 영역 안에서의 응답을 제거한다.

주파수 도메인 내 사각형 창 모양은 창의 한계치에서 급격한 신호 변화로 인해 생기는
스퓨리어스 사이드 로브를 만든다. 다음 게이트 모양은 사이드 로브를 줄이기 위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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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maximum

Ÿ

wide

Ÿ

normal

Ÿ

minimum

최소값 창은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다. 최대값 창은 보다 부드러운 형태를 지닌다. 최소값 창
모양에서 최대값 창 모양까지 사이드 로브 레벨은 증가하고 게이트 분해능은 감소한다. 창
모양 선택은 항상 게이트 분해능과 스퓨리어스 사이드 로브 레벨 사이에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 서로 다른 창 모양 파라미터는 표 6.7에 표시되어 있다.

표 6.7 시간 도메인 게이팅 창 모양

대역 통과 사이드

창 모양

로브 레벨

최소

– 48 dB

보통

– 68 dB

넓게

– 57 dB

최대

– 70 dB

게이트 분해능(최소값 게이트 영역)

6.5.1 시간 도메인 게이트 활성화
시간 도메인 게이팅 함수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토글한
다.
Analysis > Gating > Gating

참

고

시간 도메인 게이팅 함수는 선형 주파수 Sweep 모드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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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시간 도메인 게이트 영역
시간 도메인 게이트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시작과 정지 지점이나 중간 지점 및 영역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간 도메인 게이트의 시작/정지 지점에 대해, 다음 소프트키을 사용한
다.
Analysis > Gating > Start
Analysis > Gating > Stop

시간 도메인 게이트의 중간 지점과 영역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
을 사용한다.
Analysis > Gating > Center
Analysis > Gating > Span

6.5.3 시간 도메인 게이트 타입
시간 도메인 창의 종류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Gating > Type
Bandpass와 Notch 간의 타입을 토글한다.

6.5.4 시간 도메인 게이트 모양 설정
시간 도메인 게이트 모양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Gating > Shape >
Minimum | Normal | Wide |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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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S 파라미터 변환
S 파라미터 변환 기능은 다음 파라미터에 대해 측정 결과(Sab)를 변환한다.
Ÿ

반사 측정에서 등가 임피던스(Zr)와 등가 어드미턴스(Yr):

Ÿ

전송 측정에서 등가 임피던스(Zt)와 등가 어드미턴스(Yr):

Ÿ

역 S 파라미터:

Ÿ

전송 병렬 측정에서 등가 임피던스(Ztsh)와 등가 어드미턴스(Ytsh):

Ÿ

S 파라미터 공액 복소수

여기에서,
Z0a – 포트 a의 특성 임피던스
Z0b – 포트 b의 특성 임피던스
Zab – 측정된 S 파라미터(a와 b는 포트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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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파라미터 변환 기능은 채널의 개별 트레이스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변환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Conversion > Conversion

변환 종류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Conversion > Function >
Zr: Reflection |

Zt: Transmission |

Yr: Reflection |

Yt: Transmission |

1/S: Inverse |

Ztsh: Trans-Shunt |

Ytsh: Trans-Shunt |

Conjugation

참

202

고

설정 시 모든 변환의 종류는 트레이스 상태 필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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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도 시험(Limit Test)
한도 시험은 측정 결과의 트레이스에 대한 자동 성공/실패 판정 기능이다. 판정은 트레이스를
사용자가 정한 한계치에 비교하여 수행한다.
한계선은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다.(그림 6.15 참조) 각 세그먼트는 상한치나
하한치에 의해 실패한 측정값을 점검한다. 한계선은 세그먼트의 시작(X0, Y0)과 끝(X1, Y1)
좌표와 한계 타입을 입력하여 정의한다. MAX나 MIN 한계 타입은 트레이스가 상한치나 하한치
각각에 대해 벗어났는지를 점검한다.

그림 6.15 한계선

한계선은 한계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설정한다. 테이블 내 각 열은 라인의 한 세그먼트를
설명한다. 한계 테이블 편집 방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테이블은 *.lim 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

한도 시험 상태와 별개로 화면에 한계선을 표시하는 것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한도 시험 결과는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측정 결과가 한도 시험을 통과하면
트레이스 번호와 결과를 보게 된다. Tr1: Pass.
측정 결과가 실패이면 결과는 아래와 같은 방식(그림 6.16 참조)으로 표시된다.
Ÿ

Tr1: Fail이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Ÿ

Fail이 창의 중앙에 적색으로 표시된다.

Ÿ

테스트에서 실패한 트레이스의 점들은 적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표시된다.

Ÿ

신호음이 들린다.

Fail 표시와 신호음(비퍼)은 사용자에 의해 비활성화될 수 있다. 신호음 비활성화에 대해서는

8.5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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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테스트 실패 표시

6.7.1 한계선 편집
한계선 편집 모드로 접근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Limit Test > Edit Limit Line

편집 모드에서 한계 테이블이 화면의 하단에 보인다.(그림 6.17 참조) 한계 테이블은 하부
메뉴에서 빠져 나올 때 숨겨진다.

그림 6.17 한계선 테이블

테이블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려면 Add를 클릭한다. 새로운 열은 선택
된 열 아래에 나타난다.
테이블에서 하나의 열을 삭제하려면 Delete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러

면 선택된 열이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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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테이블을 지우려면 Clear Limit Table 소프트키를 누른다.

테이블을 *.lim 파일에 저장하려면 Save Limit Table 소프트키를 누른
다.
테이블을 *.lim 파일로부터 열려면 Restore Limit Table 소프트키를 누
른다.

한도 시험의 다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기 위해 테이블 내를 탐색한다.

Type

다음에서 세그먼트 타입을 선택한다.
■

MAX – 상한치

■

MIN – 하한치

■

OFF – 한도 시험에 사용하지 않는 세그먼트

Begin Stimulus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에서의 자극값

End Stimulus

세그먼트의 끝 지점에서의 자극값

Begin Response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에서의 응답값

End Response

세그먼트의 끝 지점에서의 응답값

6.7.2 한도 시험 설정/해제
한도 시험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Limit Test > Lim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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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한도 시험 표시 관리
한계선(Limit Line)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Limit Test > Limit Line

그래프 중앙에 Fail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Fail Sign 소프트키를 누른
다.

6.7.4 한계선 옵셋
한계선 옵셋 기능은 사용자가 동시에 X 축과 Y 축을 따라 한계선 세그먼트를 입력한 값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X 축을 따라 한계선 옵셋을 정의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Limit Test > Limit Line Offsets > Stimulus Offset

Y 축을 따라 한계선 옵셋을 정의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Limit Test > Limit Line Offsets > Response Offset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응답 옵셋을 활성 마커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Analysis > Limit Test > Limit Line Offsets > Marker – > Response 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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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리플(Ripple) 한도 시험
리플 한도 시험은 측정 트레이스 데이터에 대해 자동으로 성공/실패를 체크하는 테스트이다.
사용자가 정의한 최대 리플 값(Ripple Limit)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리플 값은 트레이스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응답값과 최소 응답값의 차이를 말한다.
리플 한계는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를 포함한다.(그림 6.18 참조) 각 세그먼트는 명시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리플 한계치를 제공한다. 세그먼트는 주파수 대역과 리플 한계값에 의해 설정된다.

그림 6.18 리플 한계값

리플 한계값은 리플 한계 테이블에서 설정된다. 테이블의 각 열은 리플 한계값의 주파수
대역을 설명한다. 리플 한계 테이블 편집 방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테이블은 *.lim 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
화면에 한계선을 표시하는 것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리플 한도 시험 결과는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측정 결과가 한도 시험을 통과하면
트레이스 번호와 결과를 보게 된다. Ripl1: Pass.
측정 결과가 실패이면 결과는 아래와 같은 방식(그림 6.19 참조)으로 표시된다.
Ÿ

Ripl1: Fail이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Ÿ

Fail이 창의 중앙에 적색으로 표시된다.

Ÿ

신호음이 들린다.

Fail 표시와 신호음(비퍼)은 사용자에 의해 비활성화될 수 있다. 신호음 비활성화에 대해서는

8.5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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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테스트 실패 표시

그래프의 우측 상단 리플 한도 테스트 상태줄에 리플 값을 표시하는 것을 설정/해제할 수
있다.(그림 6.20 참조) 리플 값은 사용자가 선택한 대역에 대해 표시된다. 리플 값은
절대값이나 한계값 마진으로 표시될 수 있다.

Ripl1:

Pass

B1

1.0556 dB

리플 값
대역 수
테스트 결과
테스트 이름 및 트레이스 번호

그림 6.20 리플 한도 시험 상태줄

6.8.1 리플 한계값 편집

리플 한계값 편집 모드로 접근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Ripple Limit > Edit Rippl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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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모드에서 한계 테이블이 화면의 하단에 보인다.(그림 6.21 참조) 한계 테이블은 하부
메뉴에서 빠져 나올 때 숨겨진다.

그림 6.21 리플 한계값 테이블

테이블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려면 Add를 클릭한다. 새로운 열은 선택
된 열 아래에 나타난다.
테이블에서 하나의 열을 삭제하려면 Delete 소프트키를 클릭한다. 그러

면 선택된 열이 지워진다.

전체 테이블을 지우려면 Clear Ripple Limit Table 소프트키를 누른다.

테이블을 *.rlm 파일에 저장하려면 Save Ripple Limit Table 소프트키를
누른다.
테이블을 *.rlm 파일로부터 열려면 Recall Ripple Limit Table 소프트키
를 누른다.

리플 한계 테스트 세그먼트의 다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기 위해 테이블 내를 탐색한다.
다음에서 세그먼트 타입을 선택한다.
Type

Begin Stimulus
End Stimulus

Ripple Limit

■

ON – 리플 한도 시험에 사용되는 대역

■

OFF – 한도 시험에 사용되지 않는 대역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에서의 자극값
세그먼트의 끝 지점에서의 자극값

리플 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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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리플 한계값 설정/해제
리플 한도 시험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Ripple Limit > Ripple Test

6.8.3 리플 한도 시험 표시 관리
리플 한계선(Ripple Limit Line)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Analysis > Ripple Limit > Ripple Limit

그래프 중앙에 Fail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Ripple Limit > Fail Sign.
리플 값 표시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Ripple Limit > Ripple Value > OFF | Absolute | Margin

대역(리플 값 표시) 수를 입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sis > Ripple Limit > Ripple Valu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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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alyzer 데이터 출력
7.1 Analyzer 상태
Analyzer 상태, 캘리브레이션 및 측정 데이터는 Analyzer 상태 파일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이를 Analyzer 프로그램에 Upload할 수 있다. 다음의 네 가지 종류들을 저장
가능할 수 있다.

State

Analyzer 설정

State & Cal

Analyzer 설정값 및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State & Trace

Analyzer 설정 및 데이터 트레이스1.
Analyzer 설정값,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및 데이터 트

All

레이스

Analyzer 상태 파일로 저장되는 설정값들은 파라미터로 소프트키 메뉴의 아래 하위 메뉴에서
설정될 수 있다.

상태

Ÿ

Stimulus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Measurement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Format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Scale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Average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Properties를 제외한 Display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Markers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Analysis 하위 메뉴의 전체 파라미터

Ÿ

System 하위 메뉴의 Ref Source와 System Correction 파라미터

필드를

저장하고

호출하기

위해

State01…State10과

같은

라벨이

붙은

10개의

소프트키를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소프트키는 동일 이름을 가진 *.sta 파일에 해당된다.

각 계측기 사용 시작 후 Analyzer 상태를 자동으로 호출되게 하려면, Autorecall.sta 파일을
사용한다. 해당 파일을 저장하고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Autorecall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Analyzer 상태 자동 호출 기능을 해제하려면 특정 소프트키를 사용하는 Autorecall.sta 파일을
1

저장된 데이터 트레이스를 가지고 상태를 소환하면, 트리거 모드는 자동으로 <<Hold>>로 설정되며

이는 소환된 트레이스가 현재 측정한 데이터에 의해 지워지지 않게 해준다.
212

7. Analyzer 데이터 출력 분석

삭제한다.
임의의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호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File…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이
키는 Save as 대화 상자를 연다.

7.1.1 Analyzer 상태 저장
저장 타입을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Type >
State |
State & Cal |
State & Trace |
All

상태를 저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State

10개의 파일 중 하나에 상태를 저장하려면 State01…State10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
소프트키의 좌측에 있는 체크 표시는 해당 번호를 가진 상태가 이미
저장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Analyzer 상태(각 계측기 사용 시작 후 자동 호출)를 저장하려면,
Autorecall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소프트키 상의 체크 표시는 그러한 상태가 이미 저장되어 있음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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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이름으로 상태를 파일로 저장하려면, File…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7.1.2 Analyzer 상태 재호출
Analyzer 상태 파일로부터 상태를 재호출하려면, 다음의 소프트키를 사
용한다.
Save/Recall > Recall State

원하는 소프트키(State01…State10)를 클릭한다.
번호를 가진 상태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소프트키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

Autorecall 소프트키를 클릭해서 상태 자동 재호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의 이름을 가진 파일로부터 상태를 재호출하려면, File…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7.2 채널 상태
채널 상태는 Analyzer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채널 상태를 저장하는 과정은 Analyzer
상태를 저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동일한 저장 형식(7.1에 기술)은 채널 상태 저장에 적용된다.
Analyzer 상태와 달리 채널 상태는 Analyzer 내부 휘발성 메모리(하드 디스크가 아님)에
저장되고 전원이 꺼지면 지워진다.
채널 상태 저장을 위해 총 4개의 메모리 등록부 A, B, C, D가 존재한다.
채널 상태 저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한 채널의 설정값들을 다른 채널로 복사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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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채널 상태 저장
활성 채널 상태를 저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Channel

4개의 메모리 등록부 중 하나에 상태를 저장하려면, State A…State D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
소프트키의 좌측에 있는 체크 마크는 해당 번호를 가진 상태가 이미 저
장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7.2.2 채널 상태 재호출
활성 채널 상태를 재호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Recall Channel

원하는 소프트키(State A…State D)를 클릭한다.
번호를 가진 상태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소프트키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

7.3 트레이스 데이터 CSV 파일
Analyzer는 사용자가 개별 트레이스 데이터를 CSV(Comma Seperated Values)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CSV 파일은 콤파로 구별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형식에서 활성 트레이스 자극과 응답 값들은 *.CSV 파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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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의 (활성) 트레이스 데이터만 파일로 저장된다.
트레이스 데이는 다음 형식으로 *.CSV 파일에 저장된다.
F[0], Data1, Data2
F[1], Data1, Data2
. . .
F[N], Data1, Data2

F[n] – 측정 지점 n에서의 주파수
Data1 – 사각형 형식의 트레이스 응답, 스미스 차트의 실수부 및 원형(Polar) 형식
Data2 – 사각형 형식의 0, 스미스 차트의 허수부 및 원형(Polar) 형식

7.3.1 CSV 파일 저장/재호출
이 트레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먼저 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킨다.

트레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Trace Data
대화상자가 열리면 파일 이름을 입력한다.

7.4 트레이스 데이터 Touchstone 파일
Analyzer는 사용자가 Touchstone 파일에 S 파라미터를 저장하게 해준다. Touchstone 파일에는
주파수 값과 S 파라미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형식의 파일은 대부분의 회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2p 파일들은 2포트 장치의 네 가지 S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s1p 파일들은 1포트 장치의 S11과 S22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직 하나의 (활성) 트레이스 데이터만 파일로 저장된다.

한 채널에 파라미터 트레이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용한 S
참

고

파라미터만 표시된다. 예를 들어, S11 트레이스가 설정된 경우, S21 응
답이 표시되지만 S12와 S22는 표시되지 않는다. 빠진 S 파라미터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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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0으로 표시된다.
완전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이 활성화된 경우, 트레이스 번호와 별개로
채널 내 모든 S 파라미터가 측정된다.

Touchstone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은 개별 채널에 적용된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Touchstone 파일은 코멘트, 헤더 및 트레이스 데이터 라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코멘트는 «!» 심볼로 시작한다. 헤더는 «#» 심볼로 시작한다.

*.slp Touchstone 파일에 포함된 1포트 측정값:
! Comments
# Hz S FMT R Z0
F[0] {S11}’ {S11}”
F[1] {S11}’ {S11}”
. . .
F[N] {S11}’ {S11}”

*.s2p Touchstone 파일에 포함된 2포트 측정값:
! Comments
# Hz S FMT R Z0
F[0] {S11}’ {S11}” {S21}’ {S21}” {S12}’ {S12}” {S22}’ {S22}”
F[1] {S11}’ {S11}” {S21}’ {S21}” {S12}’ {S12}” {S22}’ {S22}”
. . .
F[N] {S11}’ {S11}” {S21}’ {S21}” {S12}’ {S12}” {S22}’ {S22}”

Hz – 주파수 측정 단위(kHz, MHz, GHz)
FMT – 데이터 형식

Ÿ

RI – 실수부와 허수부

Ÿ

MA – 선형 크기와 위상 도수

Ÿ

DB – 로그 크기(dB)와 위상(Degree)

Z0 – 기준 임피던스 값
F[n] – 측정 지점 n에서의 주파수
{…}’ – {실수부(RI) | 선형 크기(MA) | 로그 크기(DB)}
{…}’ – {허수부(RI) | 위상 도수(MA) | 위상 도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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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Touchstone 파일 저장/재호출
저장 형식을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Data To Touchstone File > Type > 1-Port
(s1p) | 2-Port (s2p)
1포트 저장 형식으로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선택한다.

Save/Recall > Save Data To Touchstone File > Select Port (s1p).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Data To Touchstone File > Format > RI | MA | DB

파일을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ave/Recall > Save Data To Touchstone File > Save File…
대화상자가 열리면 파일 이름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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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 설정
8.1 Analyzer 프리셋
Analyzer 프리셋 기능은 사용자가 기본 설정을 복구할 수 있게 해준다.
기본 설정값은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다.

Analyzer 프리셋을 위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Preset > OK

또한 전방 패널 상의 PRESET 키를 누른 후 OK 소프트키를 누른다.

8.2 그래프 인쇄
이 절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를 인쇄/저장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인쇄

기능은

미리보기

기능과

함께

제공되며

미리보기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다.
Ÿ

MS 워드

Ÿ

윈도우 이미지 뷰어

Ÿ

Analyzer의 인쇄 위저드

MS 워드는 Windows 시스템에 설치되어야만 한다.
참

고

인쇄 위저드는 Windows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프린터를 필요로 한
다.

이미지가 인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기 전 인쇄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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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색상(변경 없음)

Ÿ

회색 계열

Ÿ

흑백

8. 시스템 설정

이미지가 인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기 전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을 수 있다.
이미지가 인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기 전 현재 데이터와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프를 인쇄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Print
Print Color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인쇄 색상을 선택한다.
■

Color

■

Gray Scale

■

Black & White

필요 시, Invert Image 소프트키로 이미지를 뒤집는다.

필요 시 Print Date & Time 소프트키로 인쇄 일자와 시간을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 소프트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쇄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
■ Print: MS Word
■ Print: Windows
■ Print: Embedded

8.3 기준 주파수 오실레이터 선택
Analyzer는 내부 또는 외부 기준 주파수(10 MHz) 오실레이터와 함께 작동시킬 수 있다. 초기에
Analyzer는 기준 주파수의 내부 소스를 가지고 작동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소프트키 메뉴에서 이들 두 모드 사이를 토글할 수 있다.

기준 주파수 오실레이터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Ref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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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스템 오차 수정 설정
Analyzer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캘리브레이션

계수로

캘리브레이션된

상태에서

제조업체에서 제공된다. 공장 캘리브레이션은 측정된 S 파라미터의 초기 오차수정을 위해
기본으로 사용된다. 그러한 캘리브레이션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때의 오차
수정은 시스템 오차 수정이라고 한다.
시스템 오차 수정은 Analyzer가 사용자에 의해 캘리브레이션되기 전 측정된 S 파라미터의
초기값을 보증한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포트 물리 커넥터의 면에서 수행되고 DUT 연결을
위해 사용된 케이블과 다른 Fixture는 고려하지 않는다. 캘리브레이션 없이 사용자 셋업만으로
Analyzer의 측정 정확도는 평가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과 계속된 측정을 위해 시스템 오차 수정 기능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 오차 수정은 사용자가 Analyzer에 대해 적절한 캘리브레이션을 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측정 정확도는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에 의해 결정되고 시스템 오차 수정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다. 지켜져야 할 한가지 규칙은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전에 시스템 오차 수정을
해제/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캘리브레이션 또는 측정이 같은 조건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오차 수정 기능은 사용자가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측기 상태 바에 표시된다.

시스템 오차수정 기능을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System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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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신호음(Beeper) 설정
Analyzer는 신호음에 두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On/Off할 수 있다.
Ÿ

작동 완료 신호음 – 사용자에게 캘리브레이션 중 표준 측정이 정상 완료되었음을
알려준다.

Ÿ

경고 신호음 – 사용자에게 에러나 한도 시험 실패를 알려준다.

신호음 기능을 토글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Beeper > Beep Complete
System > Misc Setup > Beeper > Beep Warning
신호음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Beeper > Test Beep Complete
System > Misc Setup > Beeper > Test Beep Warning

8.6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 기능은 VXI-11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Analyzer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VXI–11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제어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Network Setup > VXI–11

특정 순간에 Analyzer에 대한 원격 제어는 인터페이스나 GPIB나 네트워
참

고

크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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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GPIB 설정
GPIB 설정 기능은 GPI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nalyzer의 원격 제어를 설정할 수 있다.

GPIB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제어를 설정/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
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GPIB Setup > GPIB.

GPIB 버스 상의 Analyzer 주소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System > Misc Setup > GPIB Setup > GPIB Address

특정 순간에 Analyzer에 대한 원격 제어는 인터페이스나 GPIB나 네트워
참

고

크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한다.

8.8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Analyzer는 다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Ÿ

전체 화면과 창 표시 간에서 토글

Ÿ

색상 세트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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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데이터 트레이스

n

메모리 트레이스

n

그래프의 배경과 그리드

n

메뉴 바의 배경과 폰트

다음의 스타일과 폭
n

데이터 트레이스

n

메모리 트레이스

n

그래프 그리드

다음의 폰트 크기
n

소프트키

n

채널 창

n

채널 상태 바

n

계측기 상태 바

Ÿ

그래프 영역의 색상 뒤집기

Ÿ

메뉴 바 표시/숨기기

8. 시스템 설정

Ÿ

자극 선망(x 축) 표시/숨기기

Ÿ

응답 선망(Graticule) 모드(Y 축) 설정
n

Off

n

활성 트레이스 On

n

전체 트레이스 On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Analyzer를 나중에
참

고

켜면 복구된다. 별도의 저장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대한 공장 설정치를 복구하는 버튼이 있다.
전체 화면과 창 표시 간을 토글시키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Display > Properties > Full Screen

활성화된 데이터 트레이스를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Color > Data Trace
다음으로 색상 컴포넌트의 비율(0~255)을 선택한다.
활성 데이터 트레이스 색상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채널에서 같은 번호
를 가진 모든 트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활성화된 메모리 트레이스 색상을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Color > Memory Trace
다음으로 색상 컴포넌트의 비율(0~255)을 선택한다.
활성 메모리 트레이스 색상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채널에서 같은 번호
를 가진 모든 트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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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배경 색상을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Color > Background
다음으로 색상 컴포넌트의 비율(0~255)을 선택한다.

그래프의 그리드 색상을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Color >Grid
다음으로 색상 컴포넌트의 비율(0~255)을 선택한다.

데이터 트레이스의 스타일과 폭을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Lines > Data Trace Style
Display > Properties > Lines > Data Trace Width
메모리 트레이스의 스타일과 폭을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
다.
Display > Properties > Lines > Mem Trace Style
Display > Properties > Lines > Mem Trace Width
그리드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Lines > Grid Style
채널 창(상태 바)이나 계측기 상태 바에서 소프트키의 폰트 크기를 변
경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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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 Properties > Font Size > Softkeys
Display > Properties > Font Size > Window Channel
Display > Properties > Font Size > Channel State
Display > Properties > Font Size > Instr State
다음으로 폰트 크기(10~13)를 선택한다.

그래프 영역의 색상을 뒤집으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Invert Color

메뉴 바를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Menu Bar

자극 선망(X 축)을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Frequency Label

응답 선망 라벨 모드(Y 축)를 설정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Graticule Label>
OFF | Active Trace | All Traces
공장 설정치를 복구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Properties > Set De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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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화면 갱신 설정
화면 갱신은 Sweep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해제될 수 있다. 이 기능은 GPIB, LAN 또는
COM/DCOM 인터페이스를 통해 Analyzer를 원격 조정하는 동안 유용하다.

화면 갱신 기능을 해제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Display > Update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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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면 갱신 기능이 Off인 경우, 계측기 상태 바에 Update Off로 표시된
다.

8. 시스템 설정

8.10 파워 미터 설정
테스트 포트의 파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파워 측정기(파워 미터)를 Analyzer에
연결할 수 있다. 파워 측정기를 직접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USB나 GPIB 어댑터를
경유해 연결한다.
다음으로 파워 측정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파워 측정기 연결의 예는 그림 8.1과 같다.
Analyzer가 지원하는 파워 측정기들은 표 8.1에 나열되어 있다.

그림 8.1 파워 미터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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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지원 파워 미터
파워 미터

Analyzer 프

USB 연결 타

로그램 이름

입

추가 소프트웨어

Rohde &
Schwarz NRP-Z
시리즈
센서(파워 미터

R&S NRP-Z

R&S NRP-Z4

sensors

Adapter

없음)

¡ Rohde & Schwarz NRP-Toolkit
¡ Rohde&Schwarz RSNRPZ
Instrument driver

NRP-Z51 (권장)
Rohde&Schwar
z NRVS 파워
미터 및 NRVZ51/NRV-Z4 센

R&S NRVS

GPIB/USB

¡ R&S GPIB/USB Adapter

Adapter

¡ VISA agvisa32.dll Library

서

파워 미터를 선택하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한다.

System > Misc Setup > Power Meter Setup > Power Meter >
R&S NRP-Z sensors (USB) | R&S NRVS (GPIB)

파워 미터에 GPIB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
하여 GPIB 보드 주소와 버스의 파워 미터 주소를 설정한다.
System > Misc Setup > Power Meter Setup > GPIB Board
System > Misc Setup > Power Meter Setup > GPIB Address

Sensor Info… 소프트키는 파워 미터의 연결 상태와 설정을 점검한다.
이 키는 Analyzer와 파워 미터 간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센
서 종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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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지보수 및 보관
9.1 유지보수 절차
이 절은 Analyzer의 무오류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Analyzer의

유지보수는

계측기

청소,

공장

캘리브레이션

및

주기적인

성능

테스트로

이루어진다.

9.1.1 계측기 청소
이 절은 Analyzer의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 지침을 제공한다.
테스트 포트와 커넥터가 아닌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부드러운 마른(혹은 물을 조금
묻힌) 천으로 가볍게 닦는다.
먼지나 얼룩이 생기면 계측기의 측정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테스트 포트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스트 포트(Analyzer의 다른 커넥터 포함)를 청소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Ÿ

고압 에어를 사용하여 오염 먼지를 제거하거나 떨어지게 한다.

Ÿ

보푸라기가 일지 않는 천을 약간의 에탄올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적셔서 커넥터
를 청소한다.(female 커넥터를 청소할 때는 천이 중앙 도체에 걸림으로 인해 작은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Ÿ

커넥터를 저압 컴프레서로 건조시킨다.

이를 사용하기 전 커넥터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커넥터를 청소할 때 물이나 연마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커넥터의 절연체 표면에 알코올을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수-암 동축 커넥터를 연결할 때는 항상 정확히 캘리브레이션된 렌치를 사용해야 한다.

전원 케이블이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로 계측기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참

고
계측기 내부의 구성품을 청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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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공장 캘리브레이션
공장 캘리브레이션은 제조사나 인증 서비스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행하는 캘리브레이션을
말한다. 3년 마다 공장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구입한 Analyzer를 보내줄 것을 권장한다.

9.1.3 성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는 계측기의 동작이 사양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
절차이다.
Analyzer의 성능 테스트는 “성능 테스트 지침(Performance Test Instructions)”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Analyzer 소프트웨어는 자동 검증 실행을 위해 System > Performance Test 하위 메뉴와 함께
제공된다.
성능 테스트는 1년 마다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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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보관 지침
최초 사용하기 전, 패키지 상태의 Analyzer는 0 ~ 40ºС의 환경 온도와 25ºС에서 80%까지의
상대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보관한다.
패키지를 제거한 후 Analyzer는 +10 ~ +35ºС의 환경 온도와 25ºС에서 80%까지의 상대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보관한다.
보관 설비는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지, 산이나 알칼리 증기, 공격성 가스 및 기타
화학약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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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 보증 정보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작동 방식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제조사는 Analyzer가 본 매뉴얼의

1.

사양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2. 제조사는 보증 기간(구매 후 12개월) 내에 고장이 발견되면 무상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한다.
판매자가 보장한 제품 보증 카드(도장과 구매일이 적혀 있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제품
보증 기간은 제조일자에 의해 결정된다.

3. 다음 경우에는 제품 보증이 무효가 된다.
a) 부적절한 보관, 오작동, 방치, 부적절한 유지보수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
b) 제품을 인가받지 않은 측에서 조작하거나 개조하거나 수리한 경우
c) 제품의 씰을 함부로 만진 경우
d) 제품에 기계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4. 배터리는 본 보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5. 제조사나 인가된 서비스 센터로의 운송 위험 및 비용은 판매자가 진다.

6. 제조사는 제품 사용 시 사람이나 제품에 대한 직간접 손상이나 후속 수리에 따른 사용
보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반품할 때는 본 제품 상세정보 및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동봉해야
한다. 제조사는 클레임의 원인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제품을 점검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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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연락처:

Phone: +82-32-870-5637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85 -14 GSI
402-200 Korea
제품 정보 및 기술 지원

www.gsinstrument.com
isale@gsinstrument.com
jason@gsinstru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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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기본 설정 테이블
다음은 최초 공장 설정 과정에서 디폴트값으로 정의된 설정값이다.

파라미터 설명
데이터 저장 타입
Touchstone 데이터 형식

기본 설정
상태 및 캘리브레
이션
실수부-허수부

채널 할당
활성 채널 번호

파라미터 설정 대상
Analyzer
Analyzer
Analyzer

1

Analyzer

마커 값 식별 용량(자극)

숫자 7자리

Analyzer

마커 값 식별 용량(응답)

숫자 4자리

Analyzer

마커 테이블

OFF

Analyzer

기준 주파수 소스

내부

Analyzer

트리거 신호 소스

내부

Analyzer

기준 채널 오차 수정

ON

Analyzer

시스템 오차 수정

ON

Analyzer

트레이스 할당
수직 분할

채널
10

채널

채널 타이틀 바

OFF

채널

채널 타이틀

공백

채널

«FAIL» 라벨 표시(한도 시험)

OFF

채널

주파수 순서

채널

채널당 트레이스

1

채널

활성 트레이스 번호

1

채널

마커 커플링

ON

채널

Sweep 종류

선형 주파수

채널

201

채널

자극 시작 주파수

300 kHz

채널

자극 정지 주파수

3.2 GHz

채널

자극 CW 주파수

300 kHz

채널

자극 시작 파워 레벨

–60 dBm

채널

자극 정지 파워 레벨

10 dBm

채널

자극 파워 레벨

0 dBm

채널

세그먼트 Sweep 주파수 축 표시

Sweep 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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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파워 기울기

0 dBm

채널

자극 IF 대역폭

10 kHz

채널

Sweep 측정 지연

0 sec.

채널

Sweep 범위 설정

Start / Stop

채널

세그먼트 수

1

채널

세그먼트 당 지점수

2

채널

세그먼트 시작 주파수

300 kHz

채널

세그먼트 정지 주파수

300 kHz

채널

세그먼트 Sweep 파워 레벨

0 dBm

채널

세그먼트 Sweep IF 대역폭

10 kHz

채널

세그먼트 Sweep 측정 지연

0 sec.

채널

세그먼트 Sweep 파워 레벨(테이블 표시)

OFF

채널

세그먼트 Sweep IF 대역폭(테이블 표시)

OFF

채널

세그먼트 Sweep 측정 지연(테이블 표시)

OFF

채널

Start / Stop

채널

OFF

채널

10

채널

Continuous

채널

캘리브레이션 계수 테이블

공백

채널

오차 수정

OFF

채널

포트 Z 변환

OFF

채널

포트1 시뮬레이션 임피던스

50 Ω

채널

포트2 시뮬레이션 임피던스

50 Ω

채널

포트1 De-embedding

OFF

채널

포트2 De-embedding

OFF

채널

포트1 De-embedding S 파라미터 파일

공백

채널

포트2 De-embedding S 파라미터 파일

공백

채널

포트1 임베딩

OFF

채널

포트2 임베딩

OFF

채널

포트1 임베딩 사용자 파일

공백

채널

포트2 임베딩 사용자 파일

공백

채널

S11

트레이스

10 dB / Div.

트레이스

기준 레벨값

0 dB

트레이스

기준 레벨 위치

5 Div.

트레이스

OFF

트레이스

세그먼트 Sweep 범위 설정
평균 계산
평균 계산 인자
트리거 모드:

측정 파라미터
트레이스 스케일

데이터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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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옵셋

0°

트레이스

0 sec.

트레이스

OFF

트레이스

Z: 반사

트레이스

로그 크기(dB)

트레이스

OFF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변환 시작

–10 nsec.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변환 정지

10 nsec.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Kaiser-Beta

6

트레이스

전기적 지연
S 파라미터 변환
S 파라미터 변환 함수
트레이스 표시 형식
시간 도메인 변환

시간 도메인 변환 종류
시간 도메인 게이트

Bandpass(대역
통과)

트레이스

ON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게이트 시작

–10 ns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게이트 정지

10 ns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게이트 종류

Bandpass

트레이스

시간 도메인 게이트 모양

Normal

트레이스

평활(Smoothing)

OFF

트레이스

평활 간극(Smoothing Aperture)

1%

트레이스

트레이스 표시 모드

Data

트레이스

한도 시험(Limit Test)

OFF

트레이스

한계선 표시

OFF

트레이스

정의된 한계선

공백

트레이스

0

트레이스

300 kHz

트레이스

마커 수
마커 위치
마커 조회

Maximum(최대
값)

트레이스

마커 추적

OFF

트레이스

마커 조회 대상

0 dB

트레이스

마커 조회 대상 이동

양쪽

트레이스

마커 조회 피크 극성

Positive

트레이스

마커 조회 피크 Excursion

3 dB

트레이스

대역폭 파라미터 조회

OFF

트레이스

마커 조회 대역폭 값

–3 dB

트레이스

마커 조회 범위

OFF

트레이스

마커 조회 시작

0

트레이스

마커 조회 정지

0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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