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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안전안전 경고경고경고경고
사용하기 전에 안전 표시와 지침을 숙지하기 위해 본 제품 및�관련된 설명서
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본�계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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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제어 #�실험�등에�사용하기�위한�전기�장비의�

안전성 요구 사항 )에 따라 설계 및 테스트했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되었습니
다 .계측기 설명서에는 계측기의 안전한 작동과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
기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정보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경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gilent Technologies사는 상업성 , 특수 목적에의�적합성에�대한�암시적

인�보증을 포함하여 본 제품에 대한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Agilent 
Technologies사는 본 제품에 포함된 오류나 본 제품의 부속 설비 , 성능 , 사
용에 관련된 우발적 ,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에서는 다음 안전 기호를 사용합니다 .본 계측기를 작동하기 전에 
이 기호와 의미를 숙지하십시오 .

경고경고경고경고 경고경고경고경고는는는는 위험을위험을위험을위험을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이이이이 기호는기호는기호는기호는 제대로제대로제대로제대로 수행하지수행하지수행하지수행하지 않거나않거나않거나않거나 준수하지준수하지준수하지준수하지 않않않않
을을을을 경우경우경우경우 부상이나부상이나부상이나부상이나 사망을사망을사망을사망을 초래할초래할초래할초래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절차에절차에절차에절차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요구합니다요구합니다요구합니다요구합니다 .
지시한지시한지시한지시한 조건을조건을조건을조건을 완전히완전히완전히완전히 이해하고이해하고이해하고이해하고 충족시킬충족시킬충족시킬충족시킬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경고경고경고경고 표시표시표시표시 이상으로이상으로이상으로이상으로 진행하진행하진행하진행하

지지지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

주의주의주의주의 주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
을 경우 부상이나 계측기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
니다 .지시한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충족시킬 때까지 주의 표시 이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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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참고 참고에서는 사용자 주의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알아
야 할 작동 정보나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

경고경고경고경고 본본본본 제품은제품은제품은제품은 안전안전안전안전 등급등급등급등급 1 제품입니다제품입니다제품입니다제품입니다. 이이이이 제품은제품은제품은제품은 전원전원전원전원 코드에코드에코드에코드에 접지접지접지접지 보호가보호가보호가보호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주주주주 플러그는플러그는플러그는플러그는 전원전원전원전원 접지가접지가접지가접지가 된된된된 콘센트에만콘센트에만콘센트에만콘센트에만 삽입해야삽입해야삽입해야삽입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제품의제품의제품의제품의 
내부내부내부내부 또는또는또는또는 외부의외부의외부의외부의 보호보호보호보호 피뢰침을피뢰침을피뢰침을피뢰침을 끊으면끊으면끊으면끊으면 제품이제품이제품이제품이 위험해질위험해질위험해질위험해질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일부일부일부일부
러러러러 끊지끊지끊지끊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

경고경고경고경고 지정한지정한지정한지정한 대로대로대로대로 이이이이 제품을제품을제품을제품을 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 않으면않으면않으면않으면 장비에서장비에서장비에서장비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보호보호보호보호 장치의장치의장치의장치의 기기기기
능이능이능이능이 떨어질떨어질떨어질떨어질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본본본본 제품은제품은제품은제품은 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 조건조건조건조건 (모든모든모든모든 보호보호보호보호 장치를장치를장치를장치를 유지유지유지유지
한한한한 상황상황상황상황 )에서에서에서에서 사용해야사용해야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경고경고경고경고 장비장비장비장비 안에안에안에안에 작동자가작동자가작동자가작동자가 수리할수리할수리할수리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부품은부품은부품은부품은 없습니다없습니다없습니다없습니다 .수리는수리는수리는수리는 담당담당담당담당 직원에게직원에게직원에게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전기전기전기전기 충격을충격을충격을충격을 방지하려면방지하려면방지하려면방지하려면 커버를커버를커버를커버를 벗기지벗기지벗기지벗기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

경고경고경고경고 화재화재화재화재 위험에위험에위험에위험에 계속계속계속계속 대비하려면대비하려면대비하려면대비하려면 라인라인라인라인 퓨즈는퓨즈는퓨즈는퓨즈는 똑같은똑같은똑같은똑같은 유형과유형과유형과유형과 등급등급등급등급 (115V 범위범위범위범위 ; 
유형유형유형유형 F 5A 125V; 239V 범위범위범위범위 F 5A 250V)으로만으로만으로만으로만 교체하십시오교체하십시오교체하십시오교체하십시오 .다른다른다른다른 퓨퓨퓨퓨
즈나즈나즈나즈나 재료는재료는재료는재료는 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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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주의주의 전기 충격을 방지하려면 청소하기 전에 계측기를 주단자 (라인 )에서 빼놓
으십시오 .마른 천이나 약간의 물에 적신 천으로 외부 케이스 부품을 청소하
십시오 .내부는 청소하지 마십시오 .

환경 요건 :본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다음 환경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 작동 온도 : 0° C - +55° C

• 작동 습도 : <95% 상대습도

• 고도 : 4500m까지

보증보증보증보증
본 Agilent Technologies 계측기 제품은 선적일로부터 3년까지 제품의 기
능과 자재에 있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Agilent 
Technologies사는 자체적인 선택에 따라 결함있는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교환해줍니다 . 

보증 서비스와 수리를 받으려면 Agilent Technologies사가 지정한 서비스 
시설로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운송 비용을 Agilent 
Technologies사에 미리 지불해야 하고 Agilent Technologies사는 제품
을 반품하기 위한 운송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
가에서 Agilent Technologies사로 제품을 반품할 경우 , 구매자는 반품한 
제품에 대한 운송 비용 , 관세 , 세금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 

Agilent Technologies사는 본 계측기와 사용할 수 있도록 Agilent 
Technologies사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본 계측기에 제대로 
설치한 경우 해당 프로그래밍 명령이 실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 Agilent 
Technologies사는 계측기 , 소프트웨어 , 펌웨어 작동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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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증보증보증 제한제한제한제한
구매자나 구매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페이스의 부적절한 유지관
리 , 허가되지 않은 수정이나 오용 , 제품에 대한 환경 사양 외에서의 작동 , 
또는 부적절한 지점의 준비나 유지관리로 인해 생긴 결함에는 상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다른 보증은 없습니다 . AGILENT 
TECHNOLOGIES사는 상업성 및 특수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암시적인 
보증을 부인합니다 . 

독점적독점적독점적독점적 변상책변상책변상책변상책

여기에 제시된 변상책은 구매자의 유일한 독점적인 변상책입니다 . 
AGILENT TECHNOLOGIES사는 계약서나 불법 행위 , 다른 법률 이론
에 의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특수하고 당연한 우발적 , 직간접적인 제품 손상
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신 정보가 있는 곳

설명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하여 Agilent NFA Noise Figure Analyzer에 관한 최신 정보
를 보려면 다음 인터넷 URL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agilent.com/fin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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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제조업체의제조업체의제조업체의 포맷포맷포맷포맷 승인승인승인승인
이 포맷 승인은 1991년 1월 18일부터 German Sound Emission 
Directive의 요구 사항을 따르기 위해 제공합니다 .

본 제품은 70dB(A) 미만의 사운드 압력 방출이 있습니다 .

• 사운드 압력 Lp < 70 dB(A)

• 작동자 위치

• 정상 작동

• ISO 7779:1988/EN 27779:1991(종류 테스트 )에 따름

Hersteller-
bescheinigung

Diese Information steht im Zusammenhang mit den 
Anforderungen der Maschinenlärminformationsverordnung vom 
18 Januar 1991.

• Schalldruckpegel Lp < 70 dB(A).

• Am Arbeitsplatz.

• Normaler Betrieb.

• Nach ISO 7779:1988/EN 27779:1991 (Typprüfung).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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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프린터�작동�테스트��(�(�(�(�(�(�(�(�(�(�(�(�(�(�(�(�(�(�(�(�(�(�(�(�(�(�(�(�(�(�(�(�(� ���
� �



� 시작하기시작하기시작하기시작하기

이�장에서는�전면판과�후면판에�대한�설명�및�디스플레이�주석의�개요�등을�

포함한�)	 ��*	+���������,��의�기본�기능을�소개합니다 (�
�



시작하기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장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 )	 ��*	+���������,���기능

; 전면판�개요

; 후면판�개요

; 디스플레이�주석

; 전면판�키의�개요

; 일반�파일�작업�수행

; 표�사용
� ���장장장장�



시작하기

���������	
��������
�기능기능기능기능
���������	
��������
�기능기능기능기능

�������자동자동자동자동�스위치스위치스위치스위치

)1�20��모델과�)1�26��)*��모델에는���"/,���-(�./,�주파수�범위

와�-(�./,����(2./,�주파수�범위 #�-(�./,�����(6./,�주파수�범위를�각

각�전환할�수�있게�해주는�자동�스위치가�장착되어�있습니다 (작업하는�주파

수�범위가�-(�./,�포인트를�통과할�경우�스위치가�작동합니다 (스위치에는�

안정적인�주기가�제한되어�있습니다 (

스위치�안정�주기를�최대화하려면�-(�./,�이상으로�전환할�경우�스위치를�

최대�한도로�제한해야�합니다 (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커넥터커넥터커넥터커넥터

)1�20��모델과�)1�26��)*��모델에는� -(6��구경�수�입력�커넥터가�

장착되어�있습니다 (이�모델에는�-(6��구경�동축�어댑터 '1-�6�83와�

-(6���스패너 '12�����--3가�제공됩니다 (연결할�경우�해당하는�토크를�

적용하고�필요한�어댑터를�사용해야�합니다 (해당하는�토크�값�지침은�

��������	
�������������������������������������

�����������������에�있습니다 (
���장장장장 �



시작하기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그림그림그림그림�����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표표표표�����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 ��������	��
��보기�각도 ��키들은�디스플레이를�조정할�

수�있게�해�줍니다 

� 	
��키는�진행�중인�입력을�취소합니다 
� ���장장장장�



시작하기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 메뉴�키는�화면�옆에�있는�레이블이�없는�키입니다 메뉴�

키�레이블은�레이블이�없는�키�옆에�있는�디스플레이에�표

시됩니다 �

� 	����	�측정측정측정측정 ��기능을�사용하면�측정에�필요한���	�파

라미터를�구성할�수�있습니다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및�

����� �� �!��"#�"�$�평균평균평균평균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키가�기본�설정�기능�

메뉴�키를�활성화합니다 

%�&�'������교정교정교정교정 ��키는�측정에서��단계�노이즈�부과를�제거

합니다 �	(��키는�����메뉴를�액세스합니다 

로컬�발진기를�사용하여���	의�기본�주파수보다�큰�주파

수에서�믹서와�장치를�측정하도록���	를�구성하는�데�

��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와��"� ����)�모드모드모드모드 설정설정설정설정 ��키를�

사용합니다 

�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기능을�사용하면�디스플레이�결과

를�구성할�수�있습니다 

� %.(/�.,�제어제어제어제어 ��기능을�사용하면���	의�고급�기능을�설

정할�수�있습니다 

표표표표�����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장장장장 �



시작하기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기능은���	의�상태에�영향을�미칩니

다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로�여러�설정�및�정렬�루틴을�액세

스합니다 

녹색의����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키는���	를�알려진�상태로�재설

정합니다 

��&��파일파일파일파일 ��키�메뉴를�사용하면�다양한���	�파일�종류를�

저장�및�로드하고�파일�관리자를�액세스할�수�있습니다 �

�����/������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저장저장저장저장 ��키는���&���파일파일파일파일 ��아래�정의된�

������ 저장저장저장저장 ��기능을�실행합니다 

����������)��인쇄인쇄인쇄인쇄�설정설정설정설정 ��메뉴�키를�사용하면�하드카피�출

력을�구성할�수�있습니다 ��������인쇄인쇄인쇄인쇄 ��키는�하드카피�데이

터를�프린터로�전송합니다 

� 전면판의�오른쪽에�있는�미디어�도어는����인치�디스크�드

라이브를�액세스합니다 

� 위쪽 �아래쪽�화살표�키 ������회전가능한�손잡이 �와�숫

자�키�등이�포함된�데이터�입력�키를�사용하면�활성�기능의�

숫자�값을�입력하거나�변경할�수�있습니다 

숫자�키를�사용하면�많은���	�기능의�정확한�값을�입력할�

수�있습니다 단위�레이블이�제공되지�않은�경우�숫자를�종

결하려면�	�����키를�누릅니다 

���를�사용하면�마커�위치�등과�같은�기능의�연속적인�변

경이�가능합니다 

위쪽 �아래쪽�화살표�키를�사용하면�활성�기능의�값을�각각�

늘리거나�줄일�수�있습니다 �

�� 현재는�지원되지�않습니다 �

�� ��.!	��.1	���프로브프로브프로브프로브�전원전원전원전원 �은�다른�부품에�전원을�제

공합니다 �

�� ⇐������이전이전이전이전 ��키는�이전에�선택한�메뉴를�액세스합니다 ��

표표표표�����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0 ���장장장장�



시작하기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 (.+�	��.��%	�*�+3	�.�/��/�4�53���,�	*�이�커넥

터는�노이즈�소스를�켜기�위해��� �� �레벨을�제공합니다 

전원이�제공되지�않으면�노이즈�소스가�꺼집니다 �

�� /�'�키키키키를�사용하여�표�입력�필드 ��양식의�필드�사이를�이동

하고���&��파일파일파일파일 ��메뉴�키에서�액세스한�대화�상자의�필드�내

에서�이동합니다 �

�� +(��/��61�이것은���	용�입력�커넥터입니다 �

�������	�모델에는�!"#�$��커넥터가�있습니다 �

�������	�모델에는���%%구경�커넥터가�있습니다 

��
���������	
��다음�창 �키는�활성화된�그래프나�

결과�파라미터를�선택합니다 

그래프�모드에서� ��

��확대 �축소 �키를�누르면�

듀얼�그래프와�단일�그래프�표시�상태를�전환할�수�있습

니다 

�� 7�&)��도움말도움말도움말도움말 ��키를�누른�다음�전면판이나�메뉴�키를�누르

면�키�기능�및�관련된�원격�명령의�간략한�설명을�불러옵니

다 

�� &�&�스마트�노이즈�소스 ��커넥터는�����데이터를�업로

드하고 ��주변�온도를�모니터링하며 ��&�&의�설정�및�해제

를�전환하는�인터페이스를�제공합니다 

�� .��&'(��)"���대기 ��키는���	를�대기로�전환하고�❙ �*���

설정�키는���	를�켭니다 

표표표표�����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장장장장 2



시작하기

후면판후면판후면판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후면판후면판후면판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그림그림그림그림����� 후면판후면판후면판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표표표표����� 후면판후면판후면판후면판�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 ��#�����)����전원전원전원전원�입력입력입력입력 �은�	+�라인 $전원�소스의�입력입

니다 �
5 ���장장장장�



시작하기

후면판후면판후면판후면판�개요개요개요개요
� ,������
��라인라인라인라인�퓨즈퓨즈퓨즈퓨즈 �시계�반대�방향으로�����돌려�비틀�

면�퓨즈가�제거됩니다�같은�등급의�퓨즈로만�교체합�니

다 후면판의�레이블과����������	�의�내용을�참조하십

시오 

� 서비스�커넥터 서비스�커넥터는�서비스�전용입니다 

� 39��.�/��/��39��출력출력출력출력 �은�수평����,-.��수직���-.

비 $주월�동기�등급으로�외부���	�호환�모니터를�작동합

니다 . 

� ����,,	,��병렬병렬병렬병렬 ��인터페이스�포트는�인쇄�전용입니다 �

� ��:����인터페이스는�원격�계측�작업을�지원합니다 �

� ���
�&�/����%���������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 �67;��	��+(���67;�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입력입력입력입력 �에서는���	에서�

사용한��� /-.��−��에서�0����1%�주파수�레퍼런스를�제

공하기�위해�외부�주파수�소스를�받아들입니다 �

� �6�7;��	��.�/���67;�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출력출력출력출력 �에서는��� /-.��

���1%�최소 ��시간축�레퍼런스�신호를�제공합니다 �

�� ,. 9�+!�포트는���	에서�외부�2*를�제어하기�위한�것

입니다 

�� �+(�9�+!��주주주주�9�+!�인터페이스�포트는�원격�계측�작업

을�지원합니다 

�� ��<�.�/�//,���보조보조보조보조�출력출력출력출력 �//,��은�현재�지원되지�않습

니다 

�� ��<�+(��//,���보조보조보조보조�입력입력입력입력 �//,��은�현재�지원되지�않습

니다 

�� �3��4�*��&�
� '�3��전원�켜기�선택 �에서는�계측기�전원�

기본�설정을�선택합니다 �

표표표표����� 후면판후면판후면판후면판�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장장장장 8



시작하기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키의키의키의키의�개요개요개요개요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키의키의키의키의�개요개요개요개요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키키키키�구성구성구성구성�방법방법방법방법

전면판�키는�네�개의�기본�그룹으로�나뉘어집니다 (

; 	����	�키 #�이�키는�측정�파라미터를�구성하는데�사용됩니다

; %.(/�.,�키 #�이�키는�고급�측정�파라미터를�구성하는데�사용됩니다

; �-�/	�키 #�이�키는�시스템�레벨�작동을�수행합니다

; *+��,�-�키 #�이�키는�측정의�디스플레이�특성을�조정합니다

메뉴메뉴메뉴메뉴�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탐색탐색탐색탐색

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 	����	��측정측정측정측정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	��,/��결과결과결과결과 ��또는��-�/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그룹에서�회색의�전면판�키�중�아무�키나�누르면�디스플레이의�

오른쪽에�표시되는�기능�메뉴를�액세스합니다 (이�키를�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라고�합니다 (

그림 ��-을�참조하십시오 (
�6 ���장장장장�



시작하기

전면판전면판전면판전면판�키의키의키의키의�개요개요개요개요
그림그림그림그림����� 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

실행실행실행실행�키키키키 흰색�키 �%�&�'������교정교정교정교정 �����&&���������전체전체전체전체�화면화면화면화면 �����
������재시작재시작재시작재시작 ��������

/������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저장저장저장저장 ��및��������인쇄인쇄인쇄인쇄 �3중에서�누르면�작업을�실행합니다 (�

이�키를�실행실행실행실행�키키키키라고�합니다 (

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메뉴�키�기능을�활성화하려면�화면�메뉴�키�바로�오른쪽에�있는�키를�누릅니

다 (누른�전면판�키와�선택한�메뉴�레벨이나�페이지에�따라�표시되는�메뉴�키

가�다릅니다 (

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내에서내에서내에서내에서�기능기능기능기능�

선택선택선택선택

.���설정설정설정설정 �과�.==�해제해제해제해제 �처럼�일부�메뉴�키에는�자체적으로�포함된�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설정하려면�설정에�밑줄이�그어지도록�메뉴�키를�누릅니

다 (기능을�해제하려면�해제에�밑줄이�그어지도록�메뉴�키를�누릅니다 (�

모든�전면판�키와�관련�메뉴�키들의�요약을�보려면 #�분석기�온라인�도움말이

나�사용자�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
���장장장장 ��



시작하기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그림 ��0에�표시된�디스플레이�주석은�번호로�구분됩니다 (�표 ��-에는�주

석에�연관된�기능을�활성화하는�키를�가리키는�기능키와�설명이�함께�나열되

어�있습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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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각�항목마다�설명과�연관된�기능�키를�적용할�대상이�제공됩니다 (

표표표표�����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 활성�기능�영역은�현재�활성화된�키의�레이블과�값을�표시

합니다 

� 날짜와�시간�표시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메뉴의�/�>��*����

�시간시간시간시간 �날짜날짜날짜날짜 ��메뉴�키에서�제어합니다 

� 이�열에�마커�번호가�표시되고 ��각�행은�마커�결과를�표시

합니다 ���?���마커마커마커마커 �와�������상태상태상태상태 ��메뉴�키에서�이를�

제어합니다 

� 이�열에�마커�주파수가�표시됩니다 ���?���마커마커마커마커 �와�

������상태상태상태상태 ��메뉴�키에서�이를�제어합니다 

� 이�열에�상위�트레이스�측정�결과가�표시됩니다 ���
�&��

� 결과결과결과결과 �����?���마커마커마커마커 ���������상태상태상태상태 ��메뉴�키에서�이를�제어

합니다 

� 이�열에�하위�트레이스�측정�결과가�표시됩니다 ���
�&��

� 결과결과결과결과 �����?���마커마커마커마커 ���������상태상태상태상태 ��메뉴�키에서�이를�제어

합니다 

� ��51�표시기�RLTS

� 측정을�시작하면�데이터�무효�표시기가�나타납니다 전체�

스위프�후에�사라집니다 

� 키�메뉴�제목 ��선택한�키에�따라�달라집니다 

�� 키�메뉴 

�� 주파수�스팬�또는�정지�주파수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스팬스팬스팬스팬 �

이나����) ������정지정지정지정지�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키에서�제어합니다 

�� 측정�정정�상태인�비정정�또는�정정을�표시합니다 교정�상

태와�%����정정정정정정정정 ��키에서�제어합니다 
���장장장장 ��



시작하기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 손실�보정�상태의�설정�또는�해제를�표시합니다 �

,�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 ��키에서�제어합니다 

�� 포인트�개수 �������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메뉴�키로�제어합니다 

�� 적용되는�감쇄�값을�표시합니다 왼쪽�항목은����감쇄기이

고�오른쪽�항목은�마이크로웨이브�감쇄기입니다 �

�������	에는����감쇄기�상태만�표시됩니다 

�� 대역폭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메뉴�키에서�제어합니다 �

�����	�모델의�경우�� /-.에서�수정됩니다 

�� 평균�개수 ������� �
��평균평균평균평균 ��메뉴�키로�제어합니다 

�� 중앙�주파수와�시작�주파수 ��%�����������중앙중앙중앙중앙�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나��

������������시작시작시작시작�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키에서�제어합니다 

�� ! 3
��온도�값으로�/��&"�메뉴�키에서�제어합니다 

�� 디스플레이�상태�라인 ��계측�상태와�오류�메시지를�표시합

니다 

�� 하위�트레이스�하한 ��,�#���,�>����하한하한하한하한 ��메뉴�키에서�제

어합니다 

�� 6축의�하위�트레이스�측정�단위로���
�&��결과결과결과결과 ��키나�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메뉴�키에서�제어합니다 

�� 하위�트레이스�스케일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디비젼디비젼디비젼디비젼 ��메뉴�

키에서�제어합니다 �

�� 하위�트레이스�결과�종류 ����
�&���결과결과결과결과 ��키에서�제어합니

다 

�� 하위�트레이스�상한 ���))���,�>����상한상한상한상한 ��메뉴�키에서�제어

합니다 

표표표표�����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 ���장장장장�



시작하기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 상위�트레이스�하한 ��,�#���,�>����하한하한하한하한 ��메뉴�키에서�제

어합니다 

�� 6축의�상위�트레이스�측정�단위로���
�&��결과결과결과결과 ��키나�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메뉴�키에서�제어합니다 

�� 상위�트레이스�스케일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디비젼디비젼디비젼디비젼 ��메뉴�

키에서�제어합니다 

�� 상위�트레이스�결과�종류 ����
�&���결과결과결과결과 ��키에서�제어합니

다 

�� 상위�트레이스�상한 ���))���,�>����상한상한상한상한 ��메뉴�키에서�제어

합니다 

�� 제한선�실패�표시기 

그림 �$�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측정�모드�상태로���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키에서�제어합니

다 이�정보는�기본적으로�표시됩니다 마커�결과가�설정

되면�이�상태가�사라집니다 

표표표표�����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항목항목항목항목�내용내용내용내용

항목항목항목항목 내용내용내용내용
���장장장장 ��



시작하기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주석주석주석주석
그림그림그림그림�����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상태상태상태상태

기본�설정�측정�모드

컨버터�측정�모드�사용
�0 ���장장장장�



시작하기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이�단원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 디스켓�포맷

; 파일�저장

; 파일�로드

; 파일�이름�바꾸기

; 파일�복사

; 파일�삭제

디스켓디스켓디스켓디스켓�포맷포맷포맷포맷

"��7<��포맷입니다 (�)*�로�디스켓을�꼭�포맷할�필요가�없습니다 (�미리�

포맷한�디스크를�)*�에서�사용할�수도�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포맷할�디스켓을�)*�의�디스켓�드라이브 '��3에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파일파일파일 ��키 #���&����� ����파일파일파일파일�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를�눌러�파일�관리자�메뉴를�액

세스합니다 (그림 ���을�참조하십시오 (
���장장장장 �2



시작하기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그림그림그림그림����� 파일파일파일파일�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메뉴메뉴메뉴메뉴

단계단계단계단계��� ���>����포맷포맷포맷포맷 �을�누른�다음�	�����키를�눌러�포맷�프로세스를�시작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디스크를�포맷하려면�두�번째에�	����키를�누릅니다 (

포맷�프로세스는�대략�-분�정도�걸립니다 (�

이제�디스크에�파일을�저장할�수�있습니다 (
�5 ���장장장장�



시작하기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파일파일파일파일�저장저장저장저장

)*�의�플로피�디스크 'A:3나�내부�드라이브 'C:3에�파일 '�)��표 #�상

태 #�트레이스 #�한도 #�주파수�목록 #�손실�표�또는�화면�등 3을�저장할�수�있습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저장�메뉴를�액세스하려면���&���파일파일파일파일 �#�������저장저장저장저장 �을�차례로�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저장할�파일�종류를�선택합니다 (

예를�들어 #�제한선�표�데이터가�있는데�이를�저장하려면�,�>��
��제한제한제한제한 �을�누

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저장할�제한선�표�파일 ���������또는���을�선택합니다 (

예를�들어 #�파일��를�저장하려면��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5���$	���메뉴�키를�사용하여�파일�이름을�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키를�눌러�저장할�드라이브를�선택하고�디렉터리와�파일�목록으로�이

동한�다음���&����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올바른�드라이브가�Path: 필드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 ,#�디렉터리�목록

의�상단에�있는�“..”을�하이라이트�표시합니다 (그러면�상위�디렉터리로�

이동할�수�있습니다 (���&�����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니다 (원하는�드라이브 '[-A-]�
또는�[-C-]3를�하이라이트�표시하려면�화살표�키나���.를�사용합니다 (�

하이라이트�표시를�했으면���&�����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을�드라이브에�저장하려면�	�����키를�누릅니다 (
���장장장장 �8



시작하기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파일파일파일파일�로드로드로드로드

플로피�디스크 'A:\3�또는�내부�드라이브 'C:\3에서�파일 '�)��표 #�상태 #�

제한�또는�주파수�목록이나�손실�표 3을�로드할�수�있습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저장한�모든�파일�종류를�다시�)*�로�로드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 #�스

크린�파일과�트레이스�파일이�그렇습니다 (트레이스�파일은���에서�사용하

기�위해�고안한���='쉼표로�구분된�값 3�포맷으로�되어�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로드�메뉴를�액세스하려면���&���파일파일파일파일 �#�,��"��로드로드로드로드 �를�차례로�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로드할�파일�종류 '�)��표 #�상태 #�제한 #�주파수�목록이나�손실표 3를�선택

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눌러�파일이�있는�드라이브를�선택합니다 (���.를�사용하여�

[-C-]�또는�[-A-]를�하이라이트�표시한�다음���&�����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이름을�하이라이트�표시하려면�위쪽이나�아래쪽�화살표�키로�하이라이

트�표시된�파일을�변경하여�)*�에�로드할�파일을�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지정한�파일을�로드하려면�	�����키를�누릅니다 (�

파일파일파일파일�이름이름이름이름�바꾸기바꾸기바꾸기바꾸기

다음과�같이�[-C-]�또는�[-A-]�드라이브의�파일�이름을�바꿀�수�있습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이름�바꾸기�메뉴�항목을�액세스하려면���&���파일파일파일파일 �����&����� ����파일파일파일파일�관리관리관리관리

자자자자 �������>���이름이름이름이름�바꾸기바꾸기바꾸기바꾸기 �를�차례로�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이름을�바꿀�파일�종류 '�)��표 #�상태 #�트레이스 #�제한 #�주파수�목록 #�손

실�표�또는�화면 3를�선택합니다 (

예를�들어 #��)��표�파일�이름을�바꾸려면�	(�을�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눌러�파일이�있는�드라이브를�선택한�다음 #���&����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

릅니다 (드라이브를�변경하려면�화살표�키를�사용하여�[-C-]�또는�[-A-]
를�하이라이트�표시한�다음���&����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니다 (
�6 ���장장장장�



시작하기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이름을�하이라이트�표시하려면���.나�화살표�키로�커서를�이동하여�

이름을�바꿀�파일을�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을�눌러 ��!5���$	���메뉴를�입력합니다 (파일�이름은�1자로�제한

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이제�파일�이름이�바뀌고�)*�에�표시된�디렉터리�내

에�표시됩니다 (

파일파일파일파일�복사복사복사복사

이�메뉴를�사용하면�[-C-]와�[-A-]�드라이브�모두에서�다른�위치로�파일

을�복사할�수�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복사�메뉴를�액세스하려면���&���파일파일파일파일 �����&����� ����파일파일파일파일�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

� 복사복사복사복사 �를�차례로�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포맷된�플로피�디스크를����드라이브에넣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복사할�파일�종류 '�)��표 #�상태 #�트레이스 #�제한 #�주파수�목록�또는�화

면 )를�선택합니다 (

예를�들어�상태�파일을�복사하려면��������상태상태상태상태 �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From:Path:필드를�하이라이트�표시하려면 �/�'→키를�눌러�파일이�있

는�드라이브를�선택합니다 (�[-C-]�또는�[-A-]를�하이라이트�표시하려면�

��.나�화살표키를�사용하여�드라이브를�선택한�다음���&�����선선선선 �을�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전면판�손잡이나�화살표�키로�파일�이름을�하이라이트�표시하여�복사할�파일

을�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을�눌러 To:Path��필드로�이동한�다음 #���&�����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올바른�드라이브가�경로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 :#�디렉터리�목록의�상단

에�있는�“..”을�하이라이트�표시합니다 (그러면�상위�디렉터리로�이동할�

수�있습니다 (���&�����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눌러�원하는�드라이브 '[-A-]�또는�[-C-]3
를�하이라이트�표시한�다음���&�����선택선택선택선택 �을�다시�누릅니다 (
���장장장장 ��



시작하기

일반일반일반일반�파일파일파일파일�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눌러�파일을�복사합니다 (

파일파일파일파일�삭제삭제삭제삭제

이�메뉴를�사용하면�[-C-]�또는�[-A-]�드라이브에서�파일을�삭제할�수�있

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삭제�메뉴를�액세스하려면���&���파일파일파일파일 �#���&����� ����파일파일파일파일�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

�삭제삭제삭제삭제 �를�차례로�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삭제할�파일�종류 '�)��표 #�상태 #�트레이스 #�제한 #�주파수�목록 #�손실�표�

또는�화면 3를�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눌러�삭제할�파일이�있는�드라이브를�선택합니다 (�그런�다음�

��.나�화살표�키를�사용하여�[-C-]나�[-A-]를�하이라이트�표시한�다

음���&����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올바른�드라이브가�Path:�필드에�나와�있지�않을�경우 #�디렉터리�목록의�상

단에�있는�“..”을�하이라이트�표시합니다 (그러면�상위�디렉터리로�이동할�

수�있습니다 (원하는�드라이브 '[-A-]�또는�[-C-]3를�하이라이트�표시하

려면���&�����선택선택선택선택 �을�누른�다음���&�����선택선택선택선택 �을�다시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이름을�하이라이트�표시하려면���.나�화살표�키로�커서를�이동하여�

삭제할�파일을�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이제�파일이�삭제되고�더�이상�)*�에�표시된�디렉터

리에서�볼�수�없습니다 (�
�� ���장장장장�



시작하기

표표표표�사용사용사용사용
표표표표�사용사용사용사용

주파수�목록 #��)��표 #�제한선�편집기 #�손실�보정�표에서는�표�양식을�사용

합니다 (다음은�표의�기능�사용�방법에�대한�개요입니다 (

표표표표����� 표표표표�사용사용사용사용

목적목적목적목적 ��� 사용사용사용사용 ���

표�안에서�하이라이트�막대�이동 /�'�키

표�상단으로�하이라이트�막대�이동 7�>���홈홈홈홈 ��키

모든�항목의�표�삭제 %&����/�'&���표표표표�삭제삭제삭제삭제 ��메뉴�키

하나의�행�입력�삭제 *�&������#��행행행행�삭제삭제삭제삭제 ��메뉴�키

새�입력�추가 �""��추가추가추가추가 ��메뉴�키

한�행�위로�하이라이트�막대�이동 ��#��)��한한한한�행행행행�위로위로위로위로 ��메뉴�키

한�행�아래로�하이라이트�막대�이동 ��#�*�#���한한한한�행행행행�아래로아래로아래로아래로 ��메

뉴�키

페이지�블록�위로�표�이동� �� ���)��페이지페이지페이지페이지�맨맨맨맨�위로위로위로위로 ��메

뉴�키

페이지�블록�아래로�표�이동 �� ��*�#���페이지페이지페이지페이지�맨맨맨맨�아래아래아래아래

로로로로 ��메뉴�키

값�입력 숫자�키패드

값�종결 메뉴�키에서�제공한�단위�값�(

제한선�포인트�연결 화살표�키�또는����

( 제한선�값은�사용한�결과의�스케일�단위에�따라�달라지는�단

위가�없는�값입니다 
���장장장장 ��



시작하기

표표표표�사용사용사용사용
�� ���장장장장�



� 기본기본기본기본�측정하기측정하기측정하기측정하기

이�장에서는�)*�를�사용하여�기본�노이즈�지수�측정을�하는�방법을�설명하

며�가장�일반적인�측정�관련�작업도�다룹니다 (
��



기본�측정하기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장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 과잉�노이즈�비율 '�)�3�데이터�입력

; 측정�주파수�설정

; 대역폭�및�평균�설정

; 분석기�교정

; 측정�결과�표시
�0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값�표나�단일�스폿�값으로�사용하는�노이즈�소스에�대해��)��데이터를�입력

할�수�있습니다 (값�표는�여러�주파수에서�측정에�사용합니다 (단일�스폿�값

은�단일�주파수�측정에�사용하거나�전체�주파수�측정�범위에�적용합니다 (

다음과�같은�두�종류의�노이즈�소스가�있습니다 (예를�들어 #�첫번째�종류는�

�+	���� -0�8로�정상적인�노이즈�소스입니다 (이�노이즈�소스는�이전에�

디스켓에�저장한��)��데이터나�숫자�키패드를�사용하여�수동으로��)��데

이터를�입력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나머지�한�종류는��+	���� )0����

로��)�'스마트�노이즈�소스 3인데�자동으로�또는�요청�시�데이터를�업로드

할�수�있습니다 (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선택선택선택선택

교정�및�측정에�같은��)��표를�사용하려면�%�>>��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 설정설정설정설정 ��를�선택하기�위한�%�>>���/�'&��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메뉴�키를�누르십시오 (�

그림 ���을�참조하십시오 (

이것이�기본�설정입니다 (이�모드에서는�%�&�/�'&��교정교정교정교정�표표표표 3를�액세스할�수�

없습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설정을설정을설정을설정을�표시하는표시하는표시하는표시하는�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
���장장장장 �2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교정�및�측정에�다른��)��표를�사용하려면�%�>>���/�'&��.==��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선택하기�위한�%�>>���/�'&��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메뉴�키를�누르십시오 (�

그림 ���를�참조하십시오 (

이�모드에서는�%�&�/�'&��교정교정교정교정�표표표표 3�메뉴�키를�액세스할�수�있습니다 (이것이�

)*�를�교정하는�데�사용하는�노이즈�소스의��)��표입니다 (���
�/�'&��

�측정측정측정측정�표표표표 3를�사용하여�측정을�합니다 (�%�>>��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해제해제해제해제 ���

모드에서�	(� /�'&��	(��표표표표 �는�%�>>��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 설정설정설정설정 ���모드

의���
 /�'&��측정측정측정측정�표표표표 �입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사용사용사용사용�설정해제를설정해제를설정해제를설정해제를�표시하는표시하는표시하는표시하는�메뉴메뉴메뉴메뉴�키키키키

참고참고참고참고 %�>>��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설정한�경우��)�를�사용하면�

����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설정하고���&& /�'&� ���>�

�(���(�에서에서에서에서�표표표표�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메뉴�키를�사용해야�합니다 (페이지 36의 SNS 

�)��데이터를�측정�표나�교정�표로�로드를�참조하십시오 .

정상정상정상정상�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용소스용소스용소스용�����표표표표�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다음과�같은�네�가지�방법으로��)��데이터를��)��표�포맷으로�입력할�수�

있습니다 (

; 필수�주파수와�해당��)��값을�입력하여�수동으로�입력

; 이전에�데이터가�저장된�디스켓에서��)��데이터�로드

; 이전에�데이터가�저장된�내부�메모리에서��)��데이터�로드
�5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 .��8를�통해��)��데이터�로드 #�자세한�내용은�������������

����������참조하십시오 (

����표표표표�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수동으로수동으로수동으로수동으로�입력하려면입력하려면입력하려면입력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른�다음�	(��/�'&���	(��표표표표 ��메뉴�키를�누릅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비어있는비어있는비어있는비어있는�����표표표표

단계단계단계단계��� 선택선택선택선택�단계단계단계단계

�����&�(�>'���'일련�번호 3�메뉴�키를�누른�다음�숫자�키패드와���!5��

�$	��를�사용하여�노이즈�소스�일련�번호를�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선택선택선택선택�단계단계단계단계

+*�메뉴�키를�누른�다음�숫자�키패드와���!5���$	��를�사용하여�노이즈�소

스�모델�번호를�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표표표표�편집편집편집편집 ��메뉴�키를�눌러�노이즈�소스��)��값을�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를�사용하여�표에�첫번째�주파수를�입력합니다 (단위�메뉴�키를�사용

하여�이를�종결합니다 (
���장장장장 �8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단계단계단계단계��� /�' →키를�눌러��)��값�열로�하이라이트를�이동한�다음��)��목록의�해

당��)��값을�입력합니다 (

�)��값을�입력할�때�"!#�@#�%�또는���메뉴�키를�사용할�수�있습니다 (�@#�%�

또는���항목은�$8로�변환되어�테이블에�표시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키를�눌러�주파수�열로�하이라이트를�이동한�다음��)��목록에�다음�

주파수�값을�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필요한�주파수와��)�값을�모두�입력할�때까지�6단계에서�2단계를�반복

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표�입력을�완료한�다음������이전이전이전이전 3�키나�	(��키를�눌러��)��메뉴로�

돌아갑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선택선택선택선택�단계단계단계단계

�)��데이터를�모두�입력했으면���&��파일파일파일파일 ��키를�사용하여��)��표를�저장

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표�데이터는�전원�주기와�사전설정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기기기기

본값본값본값본값�복원복원복원복원 ��제외 3�후에도�남아�있습니다 (��)��데이터를�저장하면�다시�입력

하지�않아도�됩니다 (
�6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그림그림그림그림�����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후의후의후의후의�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표표표표

메모리에서메모리에서메모리에서메모리에서�����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로드하려면로드하려면로드하려면로드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이�디스켓에�있으면�)*�의�플로피�드라이브에�디스켓을�넣습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파일파일파일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로드로드로드로드�3메뉴�키를�눌러�파일�시스템을�액세스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측정측정측정측정�표표표표 3�또는 ����4����'교정�표 3메뉴�키를�누릅니다 (�

[-A-]�또는�[-C-]�드라이브의�사용�가능한�파일�목록이�표시됩니다 (화살

표�키를�사용하여�해당�파일을�액세스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표표표표�저장저장저장저장

다음과�같이�)*�의�내부�메모리나�플로피�디스크에��)��표를�저장할�수�

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파일파일파일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저장저장저장저장�3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측정측정측정측정�표표표표 3�또는 ����4����'교정�표 3��메뉴�키를�누릅니다 (��)�

를�사용할�경우��(��메뉴�키를�사용하여�선택할�수�있습니다 (

�&)$��	"����가�나타나서�파일�이름을�만들�수�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표의�이름을�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을�[-A-]�또는�[-C-]�드라이브로�저장할�것인지�화살표�키를�사용하

여�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을�저장하려면�	�����키를�누릅니다 (
��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스폿스폿스폿스폿�����값값값값�입력입력입력입력

스폿��)��값을�입력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른�다음��)����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를�사용하여��)��값을�입력한�다음�단위�종결�메뉴�키를�사용하여�

종결합니다 (기본값은��6(�� $8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교정한��)��목록의�노이즈�소스를�사용하고�있고�측정하려는�주파수가�

�)��값�목록에�없을�경우��)��목록을�해당하는�값으로�보간해야�합니다 (

스폿스폿스폿스폿�����모드를모드를모드를모드를�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른�다음�	(���"���)�����	(��모드모드모드모드 �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르고��)�� �"��	(���스폿스폿스폿스폿�모드모드모드모드 �	(����메뉴�키를�

선택합니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스폿스폿스폿스폿�#$�%�값값값값�입력입력입력입력

스폿�45��값을�입력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른�다음��)����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스폿스폿스폿스폿�/$����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를�사용하여�45��값을�입력한�다음�단위�종결�메뉴�키를�사용하여�종

결합니다 (기본값은��1��(1� >입니다 (

스폿스폿스폿스폿�#$�%�모드를모드를모드를모드를�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른�다음�	(���"���)�����	(��모드모드모드모드 �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스폿스폿스폿스폿 ��메뉴�키를�누르고��)�� �"��/$����스폿스폿스폿스폿�모드모드모드모드 �/$�����메뉴�키를�

선택합니다 (
��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사용사용사용사용

참고참고참고참고 �)�가�)*�의�스마트�노이즈�소스�포트에�연결되어�있으면�기본적으로�

)*�는��)�를�노이즈�소스로�선택합니다 (��)�가�연결되어�있지�않으면�

)*�는�정상�노이즈�소스를�사용합니다 (

소스소스소스소스�기본기본기본기본�설정설정설정설정�선택선택선택선택

노이즈�소스가�두�포트에�모두�연결되어�있으면����=�������(��>�&��기본설기본설기본설기본설

정정정정 �정상정상정상정상 ��이나����=��������(���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를�선택해야�합니다 (기본�

설정은����=��������(���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입니다 (

노이즈�소스�기본설정을�선택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설정설정설정설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메뉴�키를�눌러�기본����=��������(���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에서����=�������(��>�&��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정상정상정상정상 ��으로�변경합니다 (

&�&�����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공통공통공통공통�표로표로표로표로�로드로드로드로드

�)��데이터를�공통�표로�자동으로�업로드하도록�)*�를�설정할�수�있습니

다 (전원을�켜거나��)�를�)*�의��)��포트에�연결할�경우�자동으로�로

드하도록�하려면�����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설정설정설정설정 ��을�설정합니

다 (그러면��)��데이터가�공통�표로�자동으로�로드되도록�설정됩니다 (�

�)��데이터가�자동으로�공통�표로�업로드되지�않도록�하려면�

����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해제해제해제해제 ��를�누릅니다 (

����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선택한�경우�

��&& /�'&� ���> �(���(�에서에서에서에서�표표표표�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메뉴�키를�사용하여��)�에서�

�)��데이터를�업로드할�수�있습니다 (���&& /�'&� ���> �(���(�에서에서에서에서�표표표표�채채채채

우기우기우기우기 ��메뉴�키는�	(� /�'&��	(��표표표표 ��메뉴�키�아래에�있습니다 (�)�가�연결

된�경우에만�활성화됩니다 (그러면��)��데이터를��)� 표로�업로드할�시

기를�선택할�수�있습니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주의주의주의주의 데이터가�전송되는�동안�)*�로부터�노이즈�소스의�연결을�해제하지�마십

시오 (

&�&�����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측정측정측정측정�표나표나표나표나�교정교정교정교정�표로표로표로표로�로드로드로드로드

참고참고참고참고 �)�가�연결되어�있고�����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설정설정설정설정 ��이�설정

되어�있을�경우�%�>>��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설정설정설정설정 ��이�자동으로�설정됩니

다 (그러므로��)���)��데이터는�공통��)��표로�로드됩니다 (

��&& /�'&� ���> �(���(�에서에서에서에서�표표표표�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메뉴�키를�사용하여��)�의�

�)��데이터를�업로드할�수�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측정측정측정�표표표표 �나�

%�& /�'&��교정교정교정교정�표표표표 �사이에서��)��데이터의�대상을�선택할�수�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설정설정설정설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메뉴�키를�눌러����� ,��" 	(��.==��	(��

자동자동자동자동�로드로드로드로드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메뉴�키를�눌러�%�>>�� /�'&��.==��공통공통공통공통�표표표표 � 해해해해

제제제제 ��로�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측정측정측정측정�표표표표 �나�%�& /�'&��교정교정교정교정�표표표표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 �(���(�에서에서에서에서�표표표표�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메뉴�키를�누른�다음�모든�데이터

가�업로드될�때까지�기다립니다 (

주의주의주의주의 데이터가�전송되는�동안�)*�로부터�노이즈�소스의�연결을�해제하지�마십

시오 (
�0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값값값값�설정설정설정설정

서로�다른�주변�온도�조건에서�측정을�할�경우�4
�$�값을�변경할�수�있습

니다 (

기본�온도�값은����(6�>로�설정되어�있습니다 (�4
�$�메뉴�키를�

/��&"�*�=��&���/��&"�기본값기본값기본값기본값 ��으로�설정하여�이�기본�온도를�확인합니다 (�

4
�$�값을�변경할�수�있는�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이것은�사용하는�노이

즈�소스�종류에�따라�다릅니다 (

; 첫번째�방법은�모든�종류의�노이즈�소스를�사용할�때�적용�가능하며�수동

으로�4
�$�값을�입력할�수�있습니다 (페이지  37의 ?사용자�4
�$�값

을�수동으로�변경 ?에서�이�방법을�설명합니다 (�

; 두�번째�방법은��)��노이즈�소스를�사용할�경우�적용�가능하며�값을�자

동으로�업로드하여�모든�스위프�후에�값을�업데이트합니다 (페이지  38

의 ?�)��4
�$�값을�자동으로�업데이트하도록�설정 ?에서�이�방법을�설

명합니다 (�

; 세�번째�방법은�필요할�때마다�업데이트할�값을�설정할�수�있는��)�를�

사용할�경우�적용�할�수�있습니다 (페이지  39의 ?�)��사용자�4
�$�값�

설정 ?에서�이�방법을�설명합니다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값을값을값을값을�수동으로수동으로수동으로수동으로�변경변경변경변경

사용자�4
�$�값을�변경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메뉴�키를�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를�사용할�경우��(� /��&"�메뉴�키를��(� /��&"�.==���(��/��&"�해해해해

제제제제 ��로�설정해야�이�기능이�작동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메뉴�키를�눌러�기본값인��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해제해제해제해제 ��를��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설정설정설정설정 ��으로�설정합니다 (
���장장장장 �2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메뉴�키�아래�있는�/��&"�메뉴�키가�/��&"��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로�설

정되어�이�온도�모드를�사용하는지�확인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3�&���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값값값값 �메뉴�키를�누릅니다 (

숫자�키를�사용하여�4
�$�값을�입력한�다음�단위�종결�메뉴�키를�사용하여�

종결합니다 (

단위�종결�메뉴�키는�@ �켈빈 3#�% �섭씨 3�또는�� �화씨 3입니다 (�

&�&�#'��(�값을값을값을값을�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설정설정설정설정

이�기능은��)�가�)*�에�연결되어�있을�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

�)��4
�$�값을�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필요하면��(� /��&"�메뉴�키를�눌러���(� /��&"�.����(��/��&"�설정설정설정설정 ��으

로�설정합니다 (

�)��메뉴�키�아래�있는�/��&"�메뉴�키가�/��&"�������/��&"�자동자동자동자동 ��로�설정

되어�이�온도�모드를�사용하는지�확인합니다 (
�5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과잉과잉과잉과잉�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비율비율비율비율 ����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입력입력입력입력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값값값값�설정설정설정설정

이�기능은��)�가�)*�에�연결되어�있을�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

사용자�4
�$�값을�변경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메뉴�키를�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를�사용할�경우��(� /��&"를��(� /��&"�.==���(��/��&"�해제해제해제해제 ��로�

설정해야�이�기능이�작동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메뉴�키를�눌러�기본값인��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해제해제해제해제 ��를��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설정설정설정설정 ��으로�변경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 ���> �(���(�로부터로부터로부터로부터�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메뉴�키를�누릅니다 (�

)*�는��)�로부터�4
�$�값을�업로드하여��
�� 3�&���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값값값값 ��메뉴�

키로�값을�표시합니다 (�

�)��메뉴�키�아래�있는�/��&"�메뉴�키가�/��&"��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로�설

정되어�이�온도�모드를�사용하는지�확인합니다 (
���장장장장 �8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설정설정설정설정
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설정설정설정설정

다음과�같은�세�가지의�주파수�모드를�사용할�수�있습니다 (

;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 ��@시작�및�정지 '또는�등가�중앙�및�스팬 3�주파수와�측

정�포인트의�개수에서�측정�주파수를�가져옵니다 (

; ,�
��목록목록목록목록 ��@주파수�목록�항목에서�측정�주파수를�가져옵니다 (

; ����"��고정고정고정고정 ��@단일�고정�주파수에서�측정�주파수를�가져옵니다 (�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선택선택선택선택

주의주의주의주의 )1�20��및�)1�26��)*��모델에는��*�주파수�범위와�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범위�간에�전환할�수�있게�해주는�구조의�스위치가�장착되어�있습니

다 (작업하는�주파수�범위가�-(�./,�포인트를�통과할�경우�스위치가�작동

합니다 (스위치에는�안정된�주기�수가�있습니다 (�

�-(�/,�스위치�이상으로�전환하는�것은�제한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언제라도���&& �)���전체전체전체전체�스팬스팬스팬스팬 �을�눌러�주파수�범위를�)*��모델별�전체�범

위�설정으로�되돌릴�수�있습니다 (교정�후에�이�작업을�하고�더�좁은�주파수�

범위에서�교정을�하면�교정이�무효화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 ��메뉴�키를�눌러�주파수�모드를�������"���#��)��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 �3로�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작시작시작시작�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와����) �����정지정지정지정지�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주파수를�입력하거 나 #�

%�����������주앙주앙주앙주앙�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와�������)���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스팬스팬스팬스팬 �을�입력하여�주파수�

범위를�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A������
��개개개개�중중중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메뉴�키를�누릅니다 (
�6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설정설정설정설정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를�사용하여�측정�포인트�번호를�입력합니다 (�	�����키를�눌러�종결

합니다 (

목록목록목록목록�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선택선택선택선택

)*�에서�주파수�목록�표의�데이터를�사용하도록�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A�������"��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 ��메뉴�키를�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주파수�모드를�������"��,�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 �목록목록목록목록 ��으로�설정하려면�����"�

�고정고정고정고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다음과�같은�방법으로�주파수�목록을�만들�수�있습니다 (

; 수동으로�각각의�개별�포인트를�지정하여�만들�수�있습니다 (

; 스위프된�포인트에서�측정�주파수�범위를�지정하고���&&�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3�메뉴�키

를�사용하여�해당�범위�내에서�간격이�똑같은�포인트를�만들도록�)*�를�

설정하여�목록을�만들�수�있습니다 (

; 데이터가�저장된�내부�메모리나�디스켓에서�목록을�로드하여�목록을�만

들�수�있습니다 (

; .��8를�통해�목록�로드 A�이�방법을�사용하려면�������������

���������를�참조하십시오 (

수동으로수동으로수동으로수동으로�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목록을목록을목록을목록을�만들려면만들려면만들려면만들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키를�누른�다음��������=����개개개개�중중중중�하나하나하나하나�

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목록목록목록목록 ��메뉴�키를�누릅니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설정설정설정설정
그림그림그림그림����� 비어있는비어있는비어있는비어있는�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목록목록목록목록

단계단계단계단계��� �������=�����개개개개�중중중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표표표표�삭제삭제삭제삭제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를�사용하여�원하는�주파수�값을�입력합니다 (제공된�단위�메뉴�키를�

사용하여�입력을�종결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키나���#�*�#��한한한한�행행행행�아래로아래로아래로아래로 ��메뉴�키를�누릅니다 (

숫자�키패드와�단위�종결�키를�사용하여�다음�주파수�값을�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목록이�완료될�때까지�6단계를�반복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파일 ��키를�사용하여�주파수�목록을�)*��내부�메모리나�디스켓으로�

저장합니다 (�자세한�내용은�페이지� ��의�?파일�저장 ?�참조 (

참고참고참고참고 주파수�목록을�저장하지�않으면�데이터가�손실될�수�있습니다 (�

�B�� <�:��� ��'전원�켜기 :사전설정 3�조건에�따라�달라집니다 (�
��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설정설정설정설정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포인트로포인트로포인트로포인트로�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목록목록목록목록�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스위프�모드�주파수�및�포인트�데이터로�주파수�목록을�만들�수�있습니다 (

)*�에서�스위프�모드�데이터를�사용하도록�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목록목록목록목록 �#����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메뉴�키�누르기 (

그러면�현재�주파수�목록이�지워지고�스위프�주파수�모드로�만든�주파수로�

목록을�채웁니다 (

고정고정고정고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선택선택선택선택

고정�주파수�모드는�단일�주파수에서�측정하려고�할�때�사용합니다 (�

고정�주파수를�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A�������"��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 ��메뉴�키를�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주파수�모드를�������"������"��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모드모드모드모드 �고정고정고정고정 ��으로�설정하려면�

����"�고정고정고정고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이제�*	C�$ *���'고정�주파수 3�메뉴�키를�사용할�수�있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C�$ *���'고정�주파수 3�메뉴�키를�누르고�숫자�키와�단위�종결�메뉴�키를�

사용하여�주파수�값을�입력합니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및및및및�평균평균평균평균�설정설정설정설정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및및및및�평균평균평균평균�설정설정설정설정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값값값값�선택선택선택선택

단계단계단계단계��� ����� �� �!��"#�"�$��평균평균평균평균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키를�누릅니다 (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메뉴�키에�현재�대역폭이�표시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메뉴�키를�누른�다음�사용�가능한�옵션�목록에서�원하는�

대역폭을�선택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1�2���모델에서는�대역폭�메뉴�키를�사용할�수�없습니다 (대역폭은�

0"/,로�고정되어�있습니다 (

평균평균평균평균�설정설정설정설정

평균을�늘리면�지터는�줄어들고�더�정확한�측정�결과를�제공합니다 (그러나�

측정�속도는�줄어듭니다 (

평균평균평균평균�설정설정설정설정 ����� �� �.���평균평균평균평균 �설정설정설정설정 ��을�설정하여�평균을�사용할�수�있습니다 (평균

을�사용하지�않으려면������ �� �.==��평균평균평균평균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설정합니다 (

평균평균평균평균�개수개수개수개수�설정설정설정설정

단계단계단계단계��� ����� �� �!��"#�"�$��평균평균평균평균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키를�누른�다음������ �
��평균평균평균평균 ��메

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패드를�사용하여�원하는�숫자�값을�입력합니다 (�	�����키로�종결합

니다 (

평균평균평균평균�모드모드모드모드�선택선택선택선택

평균�모드를������ � �"����������평균평균평균평균�모드모드모드모드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또는�

����� � �"���#��)���평균평균평균평균�모드모드모드모드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 ��로�설정할�수�있습니다 (�
��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교정교정교정교정
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교정교정교정교정

)*�의�노이즈�부과 #�관련된�케이블�장치�등을�측정�경로에서�보정하려면�

교정이�필요합니다 (�

교정을�수행하려면��)��값을�입력한�다음�측정�중에�사용한�주파수�범위 #�

측정�포인트�개수 #�대역폭 #�평균�및�측정�모드를�설정해야�합니다 (�교정이�

유효하지�않을�때�교정�수행하기�등�교정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안안안안

내서내서내서내서를�참조하십시오 (

교정을교정을교정을교정을�수행하려면수행하려면수행하려면수행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올바른��)��표가�)*�에�로드되었는지�확인하거나�노이즈�소스의��)��

값을�)*�에�입력합니다 (

더�자세한�내용은�페이지� �2의�?과잉�노이즈�비율 '�)�3�데이터�입력 ?�참

조 (

단계단계단계단계��� 측정을�위해�사용하고자�하는�측정�매개변수 '주파수�범위 #�포인트�수 #�대역

폭�및�평균 3들을�구성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입력에�노이즈�소스�출력을�직접�연결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1�20��모델이나�)1�26��모델을�사용하여�이�절차를�따를�경우�해당�토

크를�사용하여�-(6���커넥터를�연결할�때�특히�주의해야�합니다 (커넥터에�

대한�설명과�해당하는�토크�값에�대한�지침은�������������

����������������������������������를�참조하십시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교정교정교정교정
그림그림그림그림����� 정상정상정상정상�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로소스로소스로소스로�����교정교정교정교정

참고참고참고참고 교정�중에�노이즈�소스�출력을�)*��입력에�연결하기�위한�커넥터�어댑터를�

사용해야�합니다 (사용한�커넥터를�측정에�포함시켜야�합니다 (측정에서�커

넥터를�제거할�경우�커넥터�제거로�인한�손실을�보정하기�위해�손실�보정을�

적용해야�합니다 (�더�자세한�설명은�페이지� 2�의�?손실�보정�사용 ?�참조 (

단계단계단계단계��� 최소�및�최대�입력�감쇄를�설정하려면�필요할�경우�%����정정정정정정정정 ��키와�+�)���

%�&�입력입력입력입력�교정교정교정교정 ��메뉴�키를�눌러�입력�감쇄기�범위를�선택합니다 (

입력�감쇄에�관한�자세한�내용은�페이지� 02의�?�*�입력�감쇄�범위�선택 ?�

참조

단계단계단계단계��� 교정을�시작하려면�%�&�'�����교정교정교정교정 ���키를�두�번�누릅니다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0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교정교정교정교정
���입력입력입력입력�감쇄감쇄감쇄감쇄�범위범위범위범위�선택선택선택선택

고게인�장치를�측정할�경우�입력�감쇄를�늘려야�할�수도�있습니다 (�7&4의�

게인을�모를�경우�기본�범위를�사용하여�교정을�수행할�수�있습니다 (�나타나

는�오류�코드를�확인한�다음�증가된�감쇄�값을�사용하여�다시�교정합니다 (�감

쇄�값은�디스플레이에�표시됩니다 ()*�에서�계속�오류�코드를�표시할�경우�

외부�감쇄기�패드를�추가하고�손실�보정�기능을�사용하여�이�감쇄를�수정해

야�합니다 (기능�사용법에�대한�설명은�페이지  72의 ?손실�보정�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

교정�중에�오류�메시지가�발생하면�다시�교정해야�합니다 (�오류�코드의�전체�

목록을�보려면��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안내서안내서안내서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

�*�입력�감쇄를�선택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정정정정정정정정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입력입력입력입력�교정교정교정교정 ��메뉴�키를�누른�다음�원하는�감쇄�범위를�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최소최소최소최소����감쇄감쇄감쇄감쇄 �와��� �� ������최대최대최대최대����감쇄감쇄감쇄감쇄 ��메뉴�키를�사

용하여�감쇄기�범위를�설정한�다음�목록에서�원하는�감쇄�값을�선택합니다 (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입력입력입력입력�감쇄감쇄감쇄감쇄�범위범위범위범위�선택선택선택선택

)1�20��모델과�)1�26��모델에는�마이크로웨이브�주파수�범위가�있습니

다 (�-(�"/,에서���(6./,의�마이크로웨이브�주파수�범위에서�작업할�경

우�)*�의�교정을�위한�기본�입력�감쇄�범위는��$8입니다 (��*�감쇄기와

는�달리�마이크로웨이브�감쇄기는�자동으로�범위를�지정할�수�없습니다 (그�

결과�계측기를�과작동시킬�수�있습니다 (대부분의�경우��$8�감쇄가�적당합

니다 (모든�범위에서�처리할�수�있는�입력�전원에�대한�설명은�표 ���에�있

습니다 (
���장장장장 �2



기본�측정하기

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교정교정교정교정
마이크로웨이브�입력�감쇄를�선택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정정정정정정정정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입력입력입력입력�교정교정교정교정 ��메뉴�키를�누른�다음�원하는�감쇄�범위를�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µ1 ������최소최소최소최소��1�감쇄감쇄감쇄감쇄와��� µ1 ������최대최대최대최대�µ1�감쇄감쇄감쇄감쇄 ��메뉴�키

를�사용하여�감쇄기�범위를�설정한�다음�목록에서�원하는�감쇄�값을�선택합

니다 (

교정후교정후교정후교정후�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웨이브�입력입력입력입력�감쇄감쇄감쇄감쇄�설정설정설정설정��

마이크로웨이브�감쇄기는�자동으로�범위를�지정할�수�없습니다 (따라서�마

이크로웨이브�측정을�할�경우�)*�가�초과�작동하지�않도록�마이크로웨이

브�입력�감쇄를�수동으로�설정해야�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입력�감쇄를�설

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수동수동수동수동�측정측정측정측정 �#����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µ1����고정고정고정고정��1�감쇄감쇄감쇄감쇄 ��메뉴�키를�누른�다음�원하는�감쇄�범위를�선택

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 ���개중개중개중개중�둘둘둘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µ1 ����������µ1�감쇄감쇄감쇄감쇄 ��메뉴�키를�눌러����µ1 ����������"������µ1�

감쇄감쇄감쇄감쇄 �고정고정고정고정 ��을�설정합니다 (

표표표표����� 전원전원전원전원�감지감지감지감지�및및및및�범위범위범위범위�지정지정지정지정

감쇄감쇄감쇄감쇄 최대최대최대최대�입력입력입력입력�전원전원전원전원 대략적인대략적인대략적인대략적인�����특징특징특징특징

��1 $���1% 전체�대역폭에서�7���1인�89!

의�결합된����및�게인

���1 $���1% 전체�대역폭에서�7���1인�89!

의�결합된����및�게인

���1 $���1% 전체�대역폭에서�7���1인�89!

의�결합된����및�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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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정하기

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교정교정교정교정
참고참고참고참고 �*�입력�감쇄를�설정하려면�?교정후�마이크로웨이브�입력�감쇄�설정 ?�절차

를��*�입력�감쇄에�적용할�수�있습니다 (단계단계단계단계��의�����" �� ����고정고정고정고정����감감감감

쇄쇄쇄쇄 �를�대체해야하는�점만�제외하고�절차는�유사합니다 (
���장장장장 �8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결과결과결과결과�표시표시표시표시
측정측정측정측정�결과결과결과결과�표시표시표시표시

다음과�같은�디스플레이�포맷�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

; 그래프 #�표�또는�미터�모드�디스플레이

; 단일�또는�듀얼�그래프�디스플레이를�사용하면�동시에�두�개의�결과�종류

를�표시

; 디스플레이에�하나의�결과�그래프만�확대�표시

; 옵션을�결합하여�동일한�그래프에�두�개의�결과�종류를�표시

; 트레이스를�검색하기�위한�마커

; 활성�트레이스 #�메모리�트레이스�또는�둘�다를�표시

; 현재의�활성�트레이스�데이터를�메모리에�저장

; 격자�설정�또는�해제�전환

; 디스플레이�주석�설정�또는�해제�전환

참고참고참고참고 원격�모드에서�)*�의�디스플레이를�이전에�해제한�경우�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로컬로컬로컬로컬 ���키를�눌러�디스플레이를�활성화해야�합

니다 (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포맷포맷포맷포맷�선택선택선택선택

다음�포맷으로�측정�결과를�표시할�수�있습니다 (

; 그래프�포맷

; 표�포맷

; 미터�포맷

디스플레이�포맷을�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포맷포맷포맷포맷 ��키를�누릅니다 (
�6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결과결과결과결과�표시표시표시표시
단계단계단계단계��� 원하는�디스플레이�모드를�선택하려면����>���포맷포맷포맷포맷 ��메뉴�키를�누른�다음�

9��)$�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표표표표 ��또는������미터미터미터미터 ��메뉴�키를�선택합니다 (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탐색탐색탐색탐색

활성활성활성활성�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활성�그래프는�테두리가�녹색으로�하이라이트�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노이

즈�지수가�활성�그래프입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듀얼듀얼듀얼듀얼�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활성활성활성활성�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변경변경변경변경 활성�그래프를�변경하려면�디스플레이�아래�있는� �키를�누릅니다 (

이�키를�사용하면�위�또는�아래�그래프를�활성�그래프로�설정할�수�있습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표�포맷이나�미터�포맷의�경우� �키는�활성�파라미터를�변경합니다 (
���장장장장 ��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결과결과결과결과�표시표시표시표시
전체전체전체전체�화면화면화면화면�보기보기보기보기 전체�디스플레이를�채우고�메뉴�키 #�활성�기능�영역�주석 #�디스플레이�상태�

라인�주석�등을�디스플레이에서�제거할�수�있습니다 (전체�화면을�보려면�

��&&��������전체전체전체전체�화면화면화면화면 ��키를�누릅니다 (���&& �������전체전체전체전체�화면화면화면화면 ��키를�다시�

누르면�이전�디스플레이로�다시�돌아갑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전체전체전체전체�화면화면화면화면 ��키는�표�포맷이나�미터�포맷에서도�작동합니다 (

표시할표시할표시할표시할�결과결과결과결과�종류종류종류종류�선택선택선택선택

참고참고참고참고 두�그래프에�같은�결과�종류를�표시할�수�없습니다 (이렇게�하면�Each 
result type selected must be differ from all 
others(선택한 결과 종류는 다른 모든 결과 종류와 달라야 합니다 )
라는�오류�메시지가�상태�라인에�표시됩니다 (

표시되는표시되는표시되는표시되는�측정측정측정측정�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지정하려면지정하려면지정하려면지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사용하여�활성�측정�결과를�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결과결과결과결과 ��키를�누른�다음�표시할�결과�종류를�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다른�측정�결과를�활성화하려면�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결과결과결과결과 ��키를�누른�다음�표시할�결과�종류를�선택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키를�누르면�활성�측정�결과의�스케일�메뉴�키가�표시됩니다 (
�� ���장장장장�



기본�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그래픽그래픽그래픽그래픽 기능기능기능기능

단일단일단일단일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보기보기보기보기

그래프 포맷 모드일 경우 디스플레이와 활성 그래프 아래 있는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그림 2-8에 보이는 단일 그래프로 채울 수 있습니다 .키
를 다시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듀얼 그래프로 되돌아갑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8 단일단일단일단일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표시표시표시표시

참고참고참고참고 단일 그래프 모드일 경우  키를 누르면 다른 단일 그래프가 표시됩
니다 .
���장장장장 ��



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같은같은같은같은 그래프에서그래프에서그래프에서그래프에서 두두두두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결합결합결합결합

기본 설정은 Combined(Off)(결합결합결합결합 (해제해제해제해제 ))이고 그래프가 결합되지 않습
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두 그래프를 결합할 경우 Y-스케일 결과 한도는 다시 배율 조정되지 않고 두 
그래프에는 고유의 Y-스케일 결과 한도가 있습니다 .

두 그래프를 결합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Format(포맷포맷포맷포맷 ) 키를 누른 다음 Format(Graph)(포맷포맷포맷포맷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를 선택합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Combined(On)(결합결합결합결합 (설정설정설정설정 )) 메뉴 키를 눌러 같은 그래프에 현재 표시된 두 
그래프를 결합합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9 같은같은같은같은 그래프에서그래프에서그래프에서그래프에서 두두두두 트레이스를트레이스를트레이스를트레이스를 결합한결합한결합한결합한 일반일반일반일반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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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현재현재현재현재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트레이스와트레이스와트레이스와트레이스와 호출한호출한호출한호출한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표시표시표시표시

트레이스에서 첫번째 전체 스위프를 마치면 Data -> Memory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 메모메모메모메모

리리리리 ) 메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이스를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Data->Memory(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 메뉴 키
를 누릅니다 . Data->Memory(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 메뉴 키를 누른 후 Trace(트트트트
레이스레이스레이스레이스 ) 메뉴 키가 활성화됩니다 . 

저장된 트레이스를 보려면 Memory(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 메뉴 키 다음에 Trace(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

스스스스 ) 메뉴 키를 누릅니다 .메모리 트레이스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저장된 트레이스와 현재 활성 트레이스를 모두 보려면 Data & Memory(데이데이데이데이
터 &터 &터 &터 &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 메뉴 키 다음에 Trace(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현재 데이터 트레이스만 보려면 Data(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 메뉴 키 다음에 Trace(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

스스스스 ) 메뉴 키를 누릅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Autoscale(자동자동자동자동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을 눌러도 메모리 트레이스의 스케일이 다시 조정되
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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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격자격자격자격자 설정설정설정설정 및및및및 해제해제해제해제

격자를 설정 또는 해제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Format(포맷포맷포맷포맷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Graticule(격자격자격자격자 ) 메뉴 키를 눌러 필요에 따라 Graticule(Off) (격자격자격자격자 (해제 ))해제 ))해제 ))해제 )) 
또는 Graticule(On) (격자격자격자격자 (설정설정설정설정 ))을 선택합니다 .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주석주석주석주석 설정설정설정설정 또는또는또는또는 해제해제해제해제

주석을 설정 또는 해제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Format(포맷포맷포맷포맷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Annotation(주석주석주석주석 ) 메뉴 키를 눌러 필요에 따라 Annotation(Off)(주석주석주석주석 ( 해해해해
제제제제 )) 또는 Annotation(On)(주석주석주석주석 (설정설정설정설정 ))을 선택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Annotation(Off)(주석주석주석주석 (해제해제해제해제 ))를 선택하고 제한선을 Test(On)(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 설설설설
정정정정 ))으로 설정한 경우 제한선 실패 표시기가 해제됩니다 .

스케일링스케일링스케일링스케일링 설정설정설정설정

활성 그래프에서 결과의 스케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설정하려면 Scale(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 키를 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활성 그래프를 변경하려면 Result(결과결과결과결과 ) 키를 누른 다음 다른 측정 파라미터
의 메뉴 키를 선택합니다 .측정 파라미터의 스케일을 설정하려면 Scale ( 스스스스
케일케일케일케일 )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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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그림그림그림그림 2-10 그래프에그래프에그래프에그래프에 표시된표시된표시된표시된 일반일반일반일반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 지수지수지수지수

측정 파라미터의 스케일을 설정하거나 Autoscale(자동자동자동자동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 메뉴 키를 누
를 수도 있습니다 . Autoscale(자동자동자동자동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을 누르면 Upper Limit(상한상한상한상한 ), 
Lower Limit(하한하한하한하한 ) 및 Scale/Div(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디비젼디비젼디비젼디비젼 )에 대한 최적의 값이 선택
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제한선을 Display(On)(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설정설정설정설정 ))으로 설정하고  Autoscale(자동자동자동자동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을 누르거나 스케일을 변경하면 제한선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에 나
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메모리 트레이스를 디스플레이로 설정하고 Autoscale(자동자동자동자동 스케일스케일스케일스케일 )을 누르
거나 스케일을 변경하면 메모리 트레이스가 더 이상 디스플레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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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레벨레벨레벨레벨 설정설정설정설정

참고참고참고참고 레퍼런스 레벨 최소 및 최대 한도는 상한 및 하한 스케일 설정 값으로 제한됩
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Display Ref(On)(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설정설정설정설정 ))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레퍼런
스 레벨이 표시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1. 활성 그래프에 레퍼런스 레벨을 표시하려면 Display Ref(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레퍼런레퍼런레퍼런레퍼런

스스스스 ) 메뉴 키를 누릅니다 .기본 설정은 Display Ref(Off) (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해제해제해제해제 ))입니다 . Display Ref(On)(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설정설정설정설정 ))을 설정하여 
레퍼런스 레벨을 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Ref Level (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레벨레벨레벨레벨 ) 메뉴 키를 누릅니다 .RPG 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
여 레퍼런스 레벨을 변경합니다 .숫자 키를 사용하여 입력한 값은 Enter 키
를 사용하여 종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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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마커마커마커마커 사용사용사용사용

참고참고참고참고 그래프 포맷에서 작업할 경우에만 마커 기능이 적용됩니다 .

NFA에는 네 개의 마커가 있는데 , Marker(1)(마커마커마커마커 (1)), Marker(2)(마커마커마커마커
(2)), Marker(3)(마커마커마커마커 (3)) 및 Marker(4)(마커마커마커마커 (4))입니다 .마커는 아래 그래프 
트레이스와 위 그래프 트레이스 모두와 커플링되어 있습니다 .

마커마커마커마커 선택선택선택선택

마커를 선택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Marker(마커마커마커마커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Marker (마커마커마커마커 ) 메뉴 키를 눌러 해당 마커를 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3. State(상태상태상태상태 ) 메뉴 키를 누른 다음 Normal(정상정상정상정상 ) 메뉴 키를 눌러 하이라이트 
표시를 합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11 정상정상정상정상 상태상태상태상태 마커마커마커마커
 2 장장장장 59



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측정할 트레이스 포인트에 마커를 배치하려면 RPG를 켜거나 숫자 키를 사
용하여 해당 주파수를 입력합니다 .

활성활성활성활성 마커를마커를마커를마커를 해제하해제하해제하해제하

려면려면려면려면

활성 마커를 해제하려면 State (상태상태상태상태 ) 메뉴 키를 누른 다음 Off (해제해제해제해제 ) 메뉴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마커 주석과 마커 주파수도 활성 기
능 영역에서 제거합니다 .

활성활성활성활성 마커를마커를마커를마커를 변경하변경하변경하변경하

려면려면려면려면

기본 활성 마커 설정은 Marker(1) (마커마커마커마커 (1))입니다 .활성 마커를 변경하려면 
Marker(마커마커마커마커 ) 메뉴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Marker(1)(마커마커마커마커 (1))에서 
Marker(2)(마커마커마커마커 (2))로 활성 마커가 이동합니다 .이 키를 다시 누르면 
Marker(2)(마커마커마커마커 (2))에서 Marker(3)(마커마커마커마커 (3))으로 활성 마커가 이동합니다 .
활성 마커가  Marker(1) (마커마커마커마커 (1))로 되돌아올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
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12 네네네네 개의개의개의개의 정상정상정상정상 상태상태상태상태 마커마커마커마커

모든모든모든모든 마커를마커를마커를마커를 해제하해제하해제하해제하

려면려면려면려면

모든 마커를 해제하려면 Markers All Off(마커마커마커마커 (모두모두모두모두 해제해제해제해제 ))를 누릅니다 .그
러면 모든 마커 및 연관된 주석이 모두 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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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마커마커마커마커 상태상태상태상태 변경변경변경변경

델타델타델타델타 마커를마커를마커를마커를 사용하사용하사용하사용하

려면려면려면려면

State(Delta) (상태상태상태상태 (델타델타델타델타 )) 메뉴 키는 활성 마커의 현재 위치에 레퍼런스 마
커를 배치합니다 .델타 마커를 통해 트레이스의 레퍼런스 마커와 델타 마커 
위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델타 마커를 활성화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Marker(마커마커마커마커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Marker(마커마커마커마커 ) 메뉴 키를 눌러 해당 마커를 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3. State(상태상태상태상태 ) 메뉴 키를 누른 다음 Delta(델타델타델타델타 ) 메뉴 키를 눌러 하이라이트 표
시를 합니다 . RPG를 사용하여 레퍼런스에서 델타 마커를 이동합니다 .주
석에서 차이를 표시합니다 .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마커를마커를마커를마커를 사용사용사용사용
하려면하려면하려면하려면

State(Band Pair) (상태상태상태상태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 메뉴 키는 두 개의 마커를 배치하여 정상 
마커나 레퍼런스 마커를 이동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마
커를 이동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고 State(Delta)(상태상태상태상태 (델타델타델타델타 ))
와 유사합니다 . Band Pair (Normal)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정상정상정상정상 )) 메뉴 키를 누를 때까지 
활성 마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활성 마커는 고정 마커가 됩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레퍼런스 마커를 활성 마커로 설정하기 위해 Band Pair(Ref)(밴밴밴밴
드드드드 쌍쌍쌍쌍 (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밴드 쌍 마커를 활성화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Marker(마커마커마커마커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Marker(마커마커마커마커 ) 메뉴 키를 눌러 해당 마커를 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3. State(상태상태상태상태 ) 메뉴 키를 누른 다음 State(Band Pair) (상태상태상태상태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 메뉴 키
를 눌러 하이라이트 표시를 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4. RPG를 사용하여 레퍼런스에서 활성 마커를 이동합니다 .주석은 레퍼런스 
마커와 정상 마커 위치 사이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5. Band Pair(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 메뉴 키를 누르면 Band Pair(Normal)(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정상정상정상정상 ))
을 고정 마커로 설정하여 레퍼런스 마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Band Pair 
(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 메뉴 키를 다시 누르면 Band Pair(Ref)(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레퍼런스 ))를 고
정 마커로 설정하여 정상 마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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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그림그림그림그림 2-13 정상정상정상정상 마커를마커를마커를마커를 설정한설정한설정한설정한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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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표시표시표시표시

호출한 메모리 트레이스에 마커를 배치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Trace(Memory)(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 메뉴 키를 사용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사용하려는 마커를 Normal (정상정상정상정상 ), Delta (델타델타델타델타 ) 또는 Band Pair (밴드밴드밴드밴드 쌍쌍쌍쌍 )
으로 설정합니다 .

메모리 트레이스에 마커가 배치됩니다 .포맷 메뉴에서 
Trace(Data&Memory)(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를 설정한 경우 
Trace(Data)(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와 Trace(Memory)(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 간에 
전환하면 트레이스 간에 마커가 전환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마커를 Trace(Memory)(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로 설정하고 메모리 트레이스를 
표시하지 않으면 마커와 해당 주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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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마커로마커로마커로마커로 검색검색검색검색

참고참고참고참고 연속해서 검색할 경우 마커에는 최소 마커와 최대 마커를 식별하는 다른 주
석이 생깁니다 . 주석은 "∨"최소 , "∧"최대입니다 .활성 그래프를 변경하면 
주석은 원래 그래프에 남아 있습니다 .

최소최소최소최소 /최대최대최대최대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검색검색검색검색

최소 /최대 검색을 수행하려면 정상이나 델타 마커 상태를 활성화해야 합
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14 찾은찾은찾은찾은 최대최대최대최대 포인트를포인트를포인트를포인트를 표시한표시한표시한표시한 일반일반일반일반 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트레이스

최대 포인트를 검색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1. Search(검색검색검색검색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Search Type(검색검색검색검색 종류종류종류종류 ) 메뉴 키를 눌러 Search Type(Max)(검색검색검색검색 종류종류종류종류 ( 최최최최
대대대대 ))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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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단계단계단계단계 3. Find(찾기찾기찾기찾기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계속해서 트레이스의 최대 포인트를 찾으려면 Continuous(On)(연속연속연속연속 (설설설설
정정정정 ))을 선택합니다 .

피크피크피크피크 -피크피크피크피크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검색검색검색검색

피크 -피크 검색을 수행하려면 마커 상태를 밴드 쌍으로 활성화해야 합
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2-15 찾은찾은찾은찾은 피크피크피크피크 -피크피크피크피크

단계단계단계단계 1. Search(검색검색검색검색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Search Type (검색검색검색검색 종류종류종류종류 ) 메뉴 키를 눌러 Pk-Pk (피크피크피크피크 -피크피크피크피크 )을 선택합
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3. Find(찾기찾기찾기찾기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트레이스에서 최대 및 최소 포인트를 계속 찾으려면 Continuous(On) (연속연속연속연속
(설정설정설정설정 ))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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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하기
무효무효무효무효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무효무효무효무효 결과결과결과결과 표시표시표시표시
여러 무효 결과 조건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심각도 순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현재 가장 심각한 조건만 표시됩니다 . 

등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정 측정이 요청되었으며 다음 중 한가지인 경우에는 등급 순서 2만 발생
합니다 .

• 이 측정 포인트에서 사용한 입력 범위는 교정되지 않습니다 .

• 입력 범위는 교정되지만 이 포인트에서 교정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습니
다 .

상위 및 하위 범위 표시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안내서안내서안내서안내서를 참조
하십시오 .

표표표표 2-2 무효무효무효무효 결과결과결과결과 조건의조건의조건의조건의 등급등급등급등급 순서순서순서순서

등급등급등급등급 순서순서순서순서 무효무효무효무효 결과결과결과결과 조건조건조건조건 마커마커마커마커 표시기표시기표시기표시기

1 핫 전원 ≤콜드 전원 "=="

2 정정된 교정 불가능 "xx"

3 측정 결과 교정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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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고급고급고급 기능기능기능기능

이 장에서는 Noise Figure Analyzer의 제한선 및 손실 보정 기능을 사용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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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이이이이 장의장의장의장의 내용내용내용내용
이이이이 장의장의장의장의 내용내용내용내용
이 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합니다 .

• 제한선 설정 및 제한선을 사용하여 측정 성공 /실패 테스트

• 손실 보정 사용 및 이를 사용하여 케이블 연결 , 스위치 , 커넥터 등의 시스
템 손실 정정 .손실 보정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S2P 파일 형식의 사용 .

• 수동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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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설정설정설정설정
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설정설정설정설정
NFA에는 네 개의 제한선이 있습니다 . Limit Line(1⇑)(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1⇑))과 
Limit Line(2⇑)(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2⇑))는는 상위 그래프에 적용되고 Limit Line(3⇓)(제제제제
한선한선한선한선 (3⇓))과 Limit Line(4⇓)(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4⇓))는 하위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습니
다 .

제한선을제한선을제한선을제한선을 변경하변경하변경하변경하

려면려면려면려면

기본 제한선 설정은 Limit(1⇑)(제한제한제한제한 (1⇑))입니다 .현재 표시기를 변경하려면 
Limit Line (제한제한제한제한 선선선선 ) 메뉴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표시기가 
Limit Line(1⇑)(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1⇑))에서 Limit Line(2⇑)(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2⇑))로 이동하고 다
시 누르면 Limit Line(2⇑)(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2⇑))에서 Limit Line(3⇓)(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3⇓))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표시기가  Limit Line(1⇑)(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1⇑))로 돌아올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

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종류종류종류종류 설정설정설정설정 제한선 종류를 설정할 경우 선 위에 제한선을 두려면 Type(Upper) (종류종류종류종류
( 위 ))위 ))위 ))위 ))를 선택합니다 . 선 아래로 제한선을 두려면 Type(Lower) (종류종류종류종류 (아아아아
래래래래 ))를 선택합니다 .네 개의 제한선을 각각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제한선에제한선에제한선에제한선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테스테스테스테스
트트트트 사용사용사용사용

제한선에 대해 트레이스를 테스트하도록 설정할 경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
려면 Test(On)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설정설정설정설정 ))을 선택하고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하려면 
Test(Off)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해제해제해제해제 ))를 선택합니다 .네 개의 제한선을 각각 별도로 설
정해야 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실패한 후에 LIMITS FAIL:(제한 실패 :) 표시기는 Test(Off)(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 해제 ))해제 ))해제 ))해제 ))로 전환하거나 제한선 유형을 변경하거나 Restart(재시작재시작재시작재시작 )을 누를 
때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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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설정설정설정설정
그림그림그림그림 3-1 제한제한제한제한 실패실패실패실패 표시기표시기표시기표시기

제한선을제한선을제한선을제한선을 표시하표시하표시하표시하

려면려면려면려면

그래프에 제한선을 표시하려면 Display(On)(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설정설정설정설정 ))을 선택합니
다 .그래프에 제한선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Display(Off)(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해제해제해제해제 ))
를 선택합니다 .네 개의 제한선을 각각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

모든모든모든모든 제한선을제한선을제한선을제한선을 해제해제해제해제
하려면하려면하려면하려면

모든 제한선을 해제하려면 Limit Lines All Off(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모두모두모두모두 해제해제해제해제 )를 누릅니
다 .그러면 제한선이 연관된 그래프나 트레이스의 종류와 Test(Off)(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 해제해제해제해제 )) 및 Display(Off)(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해제해제해제해제 )) 설정에 상관없이 모든 제한선이 
동시에 해제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제한선을 해제할 경우 해당 제한선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단계단계단계단계 1. Limit Lines(제한선 ) 키를 누르고 만들려는 제한선을 선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Editor(편집기편집기편집기편집기 ) 메뉴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3. 첫번째 주파수 값을 입력합니다 . Tab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4. 첫번째 Limit(제한제한제한제한 )이나 Y축 단위 값을 입력합니다 . Tab 키를 누릅니다 .

사용할 제한선 단위 값은 트레이스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율 값에서 
파생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5. 화살표 키를 눌러 Connected(연결됨 )을 Yes(예예예예 ) 또는 No(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로 변
경합니다 . 

제한 실패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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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제한선제한선제한선제한선 설정설정설정설정
단계단계단계단계 6. 제한선을 정의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 

이제 제한선이 정의되었습니다 . Prev (이전 ) 키나 Limit Line (제한선 ) 키
를 눌러 제한선 메뉴로 돌아갑니다 .제한선 표를 저장할 경우 제한선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페이지 19의 "파일 저장 "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참고참고참고 이전에 저장한 제한선 표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드할 제한선 번호
를 지정해야 합니다 .페이지 20의 "파일 로드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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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사용사용사용사용
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사용사용사용사용
케이블 연결 , 커넥터 및 측정 설정 중에 발생하는 온도 효과 등으로 인한 손
실을 NFA에서 보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소스와 DUT, 
Before DUT(DUT 이전이전이전이전 ) 및 /또는 DUT와 NFA 입력 , After DUT(DUT 이이이이
후후후후 ) 사이에서 손실 보정이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 분석기의 S2P 데이터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손실 보정 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NFA는 S2P 파일 형식을 손실 보정 표로 변환합니다 . S2P 
파일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 , 설명을 보려면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안내서안내서안내서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고정고정고정고정 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구성구성구성구성

단계단계단계단계 1. Loss Comp(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Setup(설정설정설정설정 ) 메뉴 키를 눌러 Loss Compensation Setup(손실 보정 
설정 ) 양식을 액세스합니다 . 그림 3-2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그림그림그림 3-2 Loss Compensation Setup(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설정설정설정설정 ) 양식양식양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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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사용사용사용사용
단계단계단계단계 3. DUT 이전에 손실 보정을 구성할 경우 Tab 키를 사용하여 Before DUT(DUT 
이전이전이전이전 ) 필드로 이동한 다음 DUT 이전을 Fixed(고정고정고정고정 ) 메뉴 키를 선택하여 이 
필드를 강조 표시하여 고정으로 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4. DUT 이전의 손실 보정 값을 설정하려면 , Tab 키를 사용하여 Before DUT 
Fixed Value(DUT 고정고정고정고정 값값값값 이전이전이전이전 ) 필드로 이동한 다음 DUT 이전에 발생한 필
수 손실 값을 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5. DUT 이후에 손실 보정을 구성할 경우 Tab 키를 사용하여 After DUT(DUT 
이후이후이후이후 ) 필드로 이동한 다음 Fixed(고정고정고정고정 ) 메뉴 키를 선택하여 After 
DUT(DUT 이후 )를 고정으로 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6. DUT 이후에 손실 보정 값을 설정하려면 , Tab 키를 사용하여 After DUT 
Fixed Value(DUT 고정고정고정고정 값값값값 이후이후이후이후 ) 필드로 이동한 다음 DUT 이후에 발생하는 
필수 손실 값을 입력합니다 .

표표표표 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구성구성구성구성

단계단계단계단계 1. Loss Comp(손실손실손실손실 보정보정보정보정 ) 키를 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2. Setup(설정설정설정설정 ) 메뉴 키를 눌러 Loss Compensation Setup(손실 보정 
설정 ) 양식을 액세스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3. DUT 이후에 표 손실 보정을 구성할 경우 Tab 키를 사용하여 Before 
DUT(DUT 이전이전이전이전 ) 필드로 이동한 다음 Table(표표표표 ) 메뉴 키를 강조 표시하여 선
택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4. DUT 이후에 표 손실 보정을 구성할 경우 Tab 키를 사용하여 After 
DUT(DUT 이후이후이후이후 ��필드로�이동한�다음�/�'&��표표표표 ��메뉴�키를�강조�표시하여�선

택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이전에�저장한�손실�보정�표를�로드할�수�있습니다 (그러나�손실�보정�표가�

����� ������이후�표 ��또는������� ������이전�표 �인지�지정해야�합니다 (

페이지 20의�?파일�로드 ?를�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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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사용사용사용사용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표표표표�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손실�보정�표를�만들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 ��키와�!�=��� /�'&��이전이전이전이전�표표표표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숫자�키를�사용하여�표에�손실�주파수를�입력합니다 (단위�메뉴�키를�사용하

여�이를�종결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눌러�강조�표시를�손실�값�열로�이동한�다음�해당하는�손실�값을�입

력합니다 (

손실�값�입력을�끝마칠�때�"!나�&������선형선형선형선형 ��메뉴�키를�사용할�수�있습니

다 (그러나�표의�결과는�$8로�표시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를�눌러�강조�표시를�손실�주파수�열로�이동한�다음�손실�주파수�값을�

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필요한�손실�주파수와�손실�값을�모두�입력할�때까지�단계��에서�0까지�반

복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손실�보정�표�입력을�마친�후������이전이전이전이전 ��키나�,�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 ��키를�

눌러�%  ���!�� ��	�'손실�보정 3�메뉴로�돌아갑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손실�보정�데이터�입력을�완료하면���&��파일파일파일파일 ��키를�사용하여�손실�보정�표를�

저장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손실�보정�표를�저장하지�않으면�데이터가�손실될�수�있습니다 (�

�B�� <�:��� ��'전원�켜기 :사전설정 3�조건에�따라�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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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사용사용사용사용
손실손실손실손실�온도온도온도온도�설정설정설정설정

단계단계단계단계��� ,�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설정설정설정설정 ��메뉴�키를�눌러�Loss Compensation Setup(손실 보정 
설정 )�양식을�액세스합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온도가온도가온도가온도가�선택된선택된선택된선택된�)����*�+,���%����&�%	,���
+�손실손실손실손실�보정보정보정보정�설정설정설정설정�양양양양

식식식식  

단계단계단계단계��� 7&4�이전의�온도�값을�설정하려면 #�/�'�키를�사용하여�!�=����

/�>)���������이전이전이전이전�온도온도온도온도 ��필드로�이동한�다음�7&4�이전에�발생한�손실�값

의�필수�온도를�입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7&4�이후의�온도�값을�설정하려면 #�/�'�키를�사용하여��=����

/�>)��������이후이후이후이후�온도온도온도온도 ��필드로�이동한�다음�7&4�이후에�발생하는�필수�온

도�손실�값을�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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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

수동수동수동수동�측정측정측정측정
수동수동수동수동�측정측정측정측정

�노이즈�소스는�해당�(��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설정설정설정설정 ���및�

(��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해제해제해제해제 �에�의해서�켜지거나�꺼집니다 (�예를�

들면 #�(��
� �������.��은��5�을�제공합니다 (

다음�문장에서는�측정하기�위한�단계별�절차를�설명합니다 (일부�단계는�주

파수�포인트에서의�측정에�필수�단계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일련의�주파수�포인트를�교정하는데�한�포인트에서�오류가�발생한�경우�일련

의�주파수�포인트�교정을�다시�시작해야�합니다 (�%�&�'�����교정교정교정교정 ��키를�눌러�

교정을�다시�시작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일련의�주파수�포인트를�측정하는데�한�포인트에서�오류가�발생한�경우�일련

의�주파수�포인트�측정을�다시�시작해야�합니다 (���
�����재시작재시작재시작재시작 ��키를�눌러�

측정을�다시�설정합니다 (

수동수동수동수동�측정측정측정측정�절차절차절차절차

참고참고참고참고 이�절차의�모든�단계에서�데이터�무효�표시기가�사라질�때까지�기다린�다음�

진행해야�합니다 (

일반적인�측정�단계는�다음과�같습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µ-�감쇄를�찾아�놓습니다 (

�( 핫�소스�45를�7&4�입력에�연결하고�7&4�출력을�)*�에�연결합

니다 (

�(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설정설정설정설정 ��을�눌러�45의�소스로�노이즈�전

원을�측정합니다 (
20 ���장장장장�



고급�기능

수동수동수동수동�측정측정측정측정
-( ���µ1 ����7�&"�����µ1�감쇄감쇄감쇄감쇄 �유지유지유지유지 ��를�눌러�측정�기간�동안��*�감쇄

를�유지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교정합니다 (

�( 7&4를�제거하고�노이즈�소스를�)*�에�연결합니다 (

�( %�&�'������ �.���교정교정교정교정 �설정설정설정설정 ��을�눌러��5�의�노이즈�소스로�교정합

니다 (

-( +� ����7�&"��+��감쇄감쇄감쇄감쇄 �유지유지유지유지 ��를�눌러��*�감쇄를�새로운�값으로�고정시키

거나�이전에�정의한�+� ��������"��+��감쇄감쇄감쇄감쇄 �고정고정고정고정 ���값을�사용합니다 (

0( ����)��허용허용허용허용 �을�눌러��5��교정�수치를�저장합니다 (

6(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해제해제해제해제 ��를�눌러��
�$�교정�수치를�선택

합니다 (

�( ����)��허용허용허용허용 �을�눌러��
�$�교정�수치를�저장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측정합니다 (

�( %�&�'������ �.==��교정교정교정교정 �해제해제해제해제 ��를�누릅니다 (

�( 노이즈�소스를�7&4에�연결하고�7&4를�)*�에�연결합니다 (

-(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설정설정설정설정 ��을�눌러��5��수치를�선택합

니다 (

0( +� ����������+��감쇄감쇄감쇄감쇄 �자동자동자동자동 ��을�눌러��*�감쇄가�자동으로�범위를�조정하

도록�합니다 (

6( +� ����7�&"��+��감쇄감쇄감쇄감쇄 �유지유지유지유지 ��를�눌러��*�감쇄를�새로운�값으로�고정시키

거나�이전에�정의한�+� ��������"��+��감쇄감쇄감쇄감쇄 �고정고정고정고정 ���값을�사용합니다 (

�( ����)��허용허용허용허용 �을�눌러��5��측정�결과를�저장합니다 (

2(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해제해제해제해제 ��를�누른�다음������)��허용허용허용허용 �을�

눌러��
�$�측정을�저장합니다 (
���장장장장 22



고급�기능

수동수동수동수동�측정측정측정측정
참고참고참고참고 주파수�메뉴에서�여러�포인트를�측정하도록�설정한�경우�������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메뉴�

키를�누르고�포인트�번호를�입력하여�포인트�번호를�변경한�후�다음�측정�포

인트부터�모든�포인트가�측정될�때까지�절차를�반복합니다 (�

포인트를�순서대로�측정하지�않아도�됩니다 (
25 ���장장장장�



� 확장된확장된확장된확장된�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측정측정측정측정

이�장에서는�)	 ��*	+���������,��의�기본�대역�주파수�범위�밖의�측정�

방법을�설명합니다 (
28



확장된�주파수�측정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장에서는�다음�사항을�설명합니다 (

� 확장된�주파수�측정�구성의�개요

� 측정�모드의�개요

� 시스템�연결
56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확장된확장된확장된확장된�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측정측정측정측정�구성의구성의구성의구성의�개요개요개요개요
확장된확장된확장된확장된�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측정측정측정측정�구성의구성의구성의구성의�개요개요개요개요

확장된�주파수�측정�구성에는�다음�0단계가�포함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른�다음�9�+!�및�	������&�,.�외부외부외부외부�,.��메뉴�항목�

등을�사용하여�원하는�대로�측정�시스템�파라미터를�구성합니다 (

표표표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

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 내용내용내용내용

��	�	��4�::���	�주소 � ��	의���51�주소를�설정합니다 

유효한�주소는��부터���까지입

니다 

기본�주소는��입니다 

�;'�4�(
�2*�	��4�::

�외부�2*�주소 �

2* ��51�포트에�연결된�외부�2*의�

��51�주소를�설정합니다 �

유효한�주소는��부터���까지입

니다 

기본�주소는���입니다 

2*���51�	��4�::

�2*���51�주소 �

2* ��51에�연결된�다른�장치가�

��	와�통신하기�위해�사용하는�주

소를�설정합니다 �

유효한�주소는��부터���까지입

니다 

기본�주소는��입니다 

+3%%(���&�'��명령�세트 � 외부�2*�명령�언어를�설정합니다 

기본�설정은�&+�5�규격�2*를�작동

시키는�%�>>��" �����%�+��명령명령명령명령�

세트세트세트세트 ��%�+��입니다 외부�2*가�

&+�5�규격이�아니고�사용자�정의�명

령�문자열을�사용하여�작동할�경우에

는�%�>>��" ����%�
��>��명령명령명령명령�세세세세

트트트트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정의정의정의정의 ��를�사용합니다 
���장장장장 5�



확장된�주파수�측정

확장된확장된확장된확장된�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측정측정측정측정�구성의구성의구성의구성의�개요개요개요개요
단계단계단계단계��� )	 ��*	+���������,��의�측정�모드를�구성하려면���
��"��측정측정측정측정�모모모모

드 )드 )드 )드 )�키를�누릅니다 (

사용�가능한�측정�모드에�대한�자세한�내용은�페이지 83의 ?측정�모드 ?를�

참조하십시오 (

단계단계단계단계��� 선택한�특정�측정�모드에�대한�측정�모드�파라미터를�구성하려면��"��

����)�모드모드모드모드�설정설정설정설정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및������ �� �!��"#�"�$�평균평균평균평균 �대역대역대역대역

폭폭폭폭 ��키를�사용하여�측정 '측정�주파수�범위 #�측정�포인트�및�평균�개수�등 3

을�구성합니다 (

교정을�포함한�측정�구성에�대한�자세한�내용은�페이지�-�의��장�?기본�측

정 ?을�참조하십시오 (

2*�+3%%(��:�2*�명령 � External LO Commands (외
부 LO 명령 )�양식을�액세스합니

다 이�양식을�사용하여�&+�5�규격

이�아닌�외부�2*를�제어하는�데�사

용한�명령을�입력합니다 

&�''
����!�%���안정화�시간 � 외부�2*의�안정화�시간을�설정합니

다 외부�2*�주파수가�변경된�후의�

안정화�기간으로�사용합니다 

/���(���/(;��4�<=�� "�

�최소�및�최대�주파수 �

외부�2*의�최소�및�최대�주파수를�

설정합니다 

표표표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

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파라미터 내용내용내용내용
5�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사용사용사용사용�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모드모드모드모드 )	 ��*	+���������,��는�전면판의���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키를�통해�다

음과�같은�측정�모드를�제공합니다 (

� 7&4'테스트�중인�장치 3는�주파수�변환이�없는�증폭기�유형의�장치입니

다 (측정�주파수가�)*�의�주파수�범위�내일�경우�이것이�기본�측정�모

드가�됩니다 (�

� 7&4는�측정�테스트�설정�중에�주파수�하향변환 '시스템�하향변환 3이�발

생하는�증폭기�유형의�장치입니다 (이�경우�%<는�고정되거나�변동될�수�

있습니다 (

� 7&4는�측정�테스트�설정�중이�아니라�7&4�자체에서�주파수�하향�변환

이�발생하는�주파수�하향�변환기입니다 (�%<는�고정되거나�변동될�수�있

습니다 (

� 7&4는�측정�테스트�설정�중이�아니라�7&4�자체에서�주파수�상향�변환

이�발생하는�주파수�상향�변환기입니다 (�%<는�고정되거나�변동될�수�있

습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증폭기증폭기증폭기증폭기 ��측정�모드는�주파수�변환을�수행하지�않는�모든�7&4용

이며�증폭기 #�필터 #�감쇄기�등이�포함됩니다 (

다음과�같은�경우�믹서를�포함한�노이즈�지수�측정이�필요합니다 (

� 주파수�변환이�7&4의�일부입니다(예를�들어#�7&4는�믹서�또는�수신기

입니다 (

� 주파수�변환이�측정�테스트�설정의�일부입니다(�)*�의�주파수�범위보다�

더�높은�주파수에서�7&4를�측정하므로�외부�믹서와�로컬�발진기를�측

정�테스트�설정에�추가하여�해당�주파수를�)*�의�범위내�주파수로�변환

합니다 (
���장장장장 5�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는�7&4에서�또는�추가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변환변환변환

기기기기 �로�단일�주파수�변환을�할�수�있습니다 (�단일�주파수�변환에서는�)*�를�

주파수�범위�확장기로�구성합니다 (�)*�에서는������명령이나�사용자�정

의�명령을�사용하여�원격으로�%<�소스를�제어할�수도�있습니다 (이런�제어

로�%<를�스위프할�수�있습니다 (

기본기본기본기본�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변환변환변환변환�없음없음없음없음

그림 0��의�기본�측정�설정을�통해�더�복잡한�설정을�기본�측정�설정과�비교

할�수�있습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기본기본기본기본�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지수지수지수지수�측정측정측정측정�.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변환변환변환변환�없음없음없음없음

비정정�측정을�수행할�경우의�결과는�노이즈�소스�다음에�측정한�모든�구성�

요소의�노이즈�지수입니다 (교정�설정을�연결하고�교정을�수행할�경우�)*�

에서는�자신의�노이즈�지수와�연결�설정만�측정합니다 (정정한�측정을�수행

한�경우�비정정�결과에서�교정�설정의�부과를�제거하여�7&4�만의�정정�측정

을�제공합니다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교정교정교정교정�설정설정설정설정

측정측정측정측정�설정설정설정설정
5�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이런�측정을�위해�)*��모드를�다음과�같이�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모든�)*��모델의��*�입력�섹션에는�-(�./,�로패스�필터가�내장되어�있습

니다 (교정�및�측정�중에�필터�요구�사항을�계획할�경우�이�필터를�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1�20��및�)1�26��모델의�경우�마이크로웨이브�입력�섹션에는�필터�장

치가�없습니다 (교정�및�측정을�위한�필터�요구�사항을�계획할�경우�이를�고

려해야�합니다 (�-(�./,�스위치를�통과하는�측정을�할�경우에도�중요합니

다 (

*�/ �>)&�=����증폭기증폭기증폭기증폭기 �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

.==�해제해제해제해제 �
���장장장장 5�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변환변환변환�/0#

이�모드의�경우�7&4에는�믹서나�수신기�같은�주파수�하향�변환�장치가�포

함됩니다 (

다음과�같이�선택할�수�있는�두�가지�모드가�있습니다 (

�( 변동�주파수�%<�및�고정��*(

이�측정을�하면�한�주파수에서�)*�는�잠겨있고�%<는�스위프됩니다 (

�( 고정�주파수�%<�및�변동��*(

이�측정을�하면�한�주파수에서�%<는�잠겨있고�)*�는�스위프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두�가지�모드에서�싱글�사이드밴드�측정을�할�경우�원치않는�사이드밴드를�

제거하려면�필터�장치가�필요합니다 (가장�좋은�방법은�교정�경로와�측정�경

로에�이�필터들을�포함시키는�것입니다 (그러나�경로에�필터가�없으면�다른�

오류를�고려하여�손실�보정을�입력할�수�있습니다 (
50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고정고정고정고정����변동변동변동변동�������	
��모드모드모드모드����

다음은�이�모드를�설정하는�데�필요한�키의�개요입니다 ��

Measurement Mode Form(측정 모드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

니다 �

Mode Setup Form(모드 설정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에�외부����전원�레벨이��	
으로�표시됩니다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에서는�주파수를�������에�대한�입력 ��주파수

로�지정합니다 �

���� ���
��
�하향변환하향변환하향변환하향변환 �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

액세스�못함

����������모드모드모드모드 �� ����� !���변동 �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

값�입력

���� �
�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 � ��#����#�또는���#

���$�
���!���제어제어제어제어 � �
설정설정설정설정 �

%&���
�!����'�����

����!�

외부외부외부외부����전원전원전원전원�레벨레벨레벨레벨 �

값을�입력하고��#��또

는�(를�사용하여�종결

합니다 �
���장장장장 ��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변동변동변동변동����고정고정고정고정�������	
��모드모드모드모드����

다음은�이�모드를�설정하는�데�필요한�키의�개요입니다 �

Measurement Mode Form(측정 모드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

니다 �

Mode Setup Form(모드 설정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에�외부����전원�레벨이��	
으로�표시됩니다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에서는�주파수를�������의�출력 ��주파수로�지

정합니다 �

���� ���
��
�하향변환하향변환하향변환하향변환 �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

액세스�못함

����������모드모드모드모드 �� ���	
��고정고정고정고정 �

��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

값�입력

���� �
�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 � ��#����#�또는���#

���$�
���!���제어제어제어제어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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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외부외부외부����전원전원전원전원�레벨레벨레벨레벨 �

값을�입력하고��#��또

는�(를�사용하여�종결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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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상향상향상향상향�변환변환변환변환�/0#

이�모드의�경우�7&4에는�주파수�상향�변환�장치 '예 ��전송장치 3가�포함되

어�있습니다 (

다음과�같이�선택할�수�있는�두�가지�모드가�있습니다 (

�( 변동�주파수�%<�및�고정��*(

이�측정을�하면�한�주파수에서�)*�는�잠겨있고�%<는�스위프됩니다 (

�( 고정�주파수�%<�및�변동��*(

이�측정을�하면�한�주파수에서�%<는�잠겨있고�)*�는�스위프됩니다 (
���장장장장 58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고정고정고정고정����변동변동변동변동���������사이드밴드의사이드밴드의사이드밴드의사이드밴드의���	
��모드모드모드모드����

이�모드를�사용하여�설정하는�데�필요한�키의�개요입니다 �이�모드에서는�

�	�측정이�허용되지�않습니다 �

Measurement Mode Form(측정 모드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

니다 �

Mode Setup Form(모드 설정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에�외부����전원�레벨이��	
으로�표시됩니다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에서는�주파수를�������에�대한�입력 ��주파수

로�지정합니다 �

���� �,��
�상향변환상향변환상향변환상향변환 �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

액세스�못함

����������모드모드모드모드 �� ����� !���변동변동변동변동 �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

값�입력

���� �
�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 � ��#�또는���#

���$�
���!���제어제어제어제어 � �
설정설정설정설정 �

%&���
�!����'�����

����!�

외부외부외부외부����전원전원전원전원�레벨레벨레벨레벨 �

값을�입력하고��#��또

는�(를�사용하여�종결

합니다 �
*+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변동변동변동변동����고정고정고정고정���������사이드밴드의사이드밴드의사이드밴드의사이드밴드의���	
��모드모드모드모드����

이�모드를�사용하여�설정하는�데�필요한�키의�개요입니다 �이�모드에서는�

�	�측정이�허용되지�않습니다 �

Measurement Mode Form(측정 모드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

니다 �

Mode Setup Form(모드 설정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에�외부����전원�레벨이��	
으로�표시됩니다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에서는�주파수를�������의�출력 ��주파수로�지

정합니다 �

���� �,��
������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

액세스�못함

����������모드모드모드모드 �� ��&��고정고정고정고정 �

��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

값�입력

���� �
�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 � ��#�또는���#

���$�
���!���제어제어제어제어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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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외부외부외부����전원전원전원전원�레벨레벨레벨레벨 �

값을�입력하고��#��또

는�(를�사용하여�종결

합니다 �
���장장장장 *-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7&4는�주파수를�변환하지�않는�장치 '예 ��증폭기 #�필터 3이며�7&4의�주

파수는�)*�의�측정�범위보다�더�높습니다 (해당�신호를�)*�의�주파수�범

위로�변환하려면�7&4에�대해서는�외부�장치인�믹서를�사용하여�측정�시스

템�내에서�주파수�하향�변환을�해야�합니다 (

다음과�같이�선택할�수�있는�두�가지�모드가�있습니다 (

�( 변동�주파수�%<�및�고정��*(

이�측정을�하면�한�주파수에서�)*�는�잠겨있고�%<는�스위프됩니다 (

�( 고정�주파수�%<�및�변동��*(

이�측정을�하면�한�주파수에서�%<는�잠겨있고�)*�는�스위프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두�가지�모드에서�싱글�사이드밴드�측정을�할�경우�원치않는�사이드밴드를�

제거하려면�필터�장치가�필요합니다 (가장�좋은�방법은�교정�경로와�측정�경

로에�이�필터들을�포함시키는�것입니다 (그러나�경로에�필터가�없으면�다른�

오류를�고려하여�손실�보정을�입력할�수�있습니다 (
8�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변동변동변동변동����고정고정고정고정�������	
��모드모드모드모드����

이�모드를�사용하여�설정하는�데�필요한�키의�개요입니다 �

Measurement Mode Form(측정 모드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

니다 �

Mode Setup Form(모드 설정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에�외부����전원�레벨이��	
으로�표시됩니다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에서는�주파수를�������에�대한�입력 ��주파수

로�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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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

값�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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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입력하고��#��또

는�(를�사용하여�종결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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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주파수�측정

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고정고정고정고정����변동변동변동변동�������	
��모드모드모드모드����

이�모드를�사용하여�설정하는�데�필요한�키의�개요입니다 ��

Measurement Mode Form(측정 모드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

니다 �

Mode Setup Form(모드 설정 양식 )에서�다음을�설정합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에�외부����전원�레벨이��	
으로�표시됩니다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메뉴에서는�주파수를�������에�대한�입력 ��주파수

로�지정합니다 �

��� 0�,!�)���증폭기증폭기증폭기증폭기 �

�������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 �

�
설정설정설정설정 �

����������모드모드모드모드 � ��&��고정고정고정고정 �

�� ����	�
��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

값�입력

���� �
�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사이드밴드 � ��#�또는���#

���$�
���!���제어제어제어제어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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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외부외부외부����전원전원전원전원�레벨레벨레벨레벨 �

값을�입력하고��#��또

는�(를�사용하여�종결

합니다 �
*� ���장장장장�



확장된�주파수�측정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연결연결연결연결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연결연결연결연결

그림 0���및�그림 0�-에서는�)*�를�교정하고�교정�후�하향�변환기�믹서 #�

상향�변환기�믹서 #�증폭기 #�또는�필터인지�상관없이�7&4를�측정하는�데�사

용할�수�있는�연결�다이어그램�옵션을�보여줍니다 (원치않는�사이드밴드나�

입력�노이즈를�제거하기�위해�필터를�배치하는�장소는�표시하지�않았습니

다 .

���������	
��������
�설정설정설정설정

측정하기�위해�)*�를�연결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 (

단계단계단계단계��� )*�의�%< .��8�후면판�커넥터와�로컬�발진기의�.��8�커넥터�사이에�

.��8�케이블을�연결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두�계측기를�켜고����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키를�눌러�)*�를�알려진�상태로�되돌

립니다 (

)*�는�외부�제어기�없이도�%< .��8를�통해�로컬�발진기를�제어할�수�있

습니다 (�)*�는�자신의�주�.��8를�통해�%<�제어�명령을�전송하지�않습니

다 (�%<�제어는�%<의�%< .��8를�통해서만�이루어집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에��)��값을�입력합니다 (이�절차는�페이지 27의 ?과잉�노이즈�비율

'�)�3�데이터�입력 ?을�참조하십시오 (

단계단계단계단계��� 시스템을�교정하고�사용자의�요구에�맞는�모드에서�7&4를�측정하려면�절

차를�따르십시오 (
���장장장장 8�



확장된�주파수�측정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연결연결연결연결
그림그림그림그림�����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하향하향하향하향�변환기변환기변환기변환기�모드모드모드모드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교정교정교정교정�설정설정설정설정

측정측정측정측정�설정설정설정설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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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주파수�측정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연결연결연결연결
그림그림그림그림�����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변환변환변환변환�/0#�측정측정측정측정�모드모드모드모드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소스소스소스소스

교정교정교정교정�설정설정설정설정

측정측정측정측정�설정설정설정설정
��� !"��제어

�	
���장장장장 82



확장된�주파수�측정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연결연결연결연결
85 ���장장장장�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작업작업작업작업�수행수행수행수행

이�장에서는�)	 ��*	+���������,��의�.��8�주소�구성 #�사전설정�조건�

정의�등과�같은�시스템�수준의�작업�수행�방법을�설명합니다 (
88



시스템�작업�수행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이이이�장의장의장의장의�내용내용내용내용

이�장에서는�다음�사항을�설명합니다 (

; .��8�주소�설정

; 직렬�포트�구성

; 내부�정렬�구성

; 오류 #�시스템�및�하드웨어�정보�표시

; )	 ��*	+���������,���사전설정

; 전원�켜기 :사전설정�조건�정의

; 시스템�기본값�복원

; 시간과�날짜�설정

; )*�로�프린터�구성
�66 ���장장장장�



시스템�작업�수행

�513�주소주소주소주소�설정설정설정설정
�513�주소주소주소주소�설정설정설정설정

�513�주소를주소를주소를주소를�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9�+!�메뉴�키를�누릅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513�양식양식양식양식

단계단계단계단계��� /�'�키로�양식을�이동하여�필요에�따라�.��8�파라미터를�구성합니다 (

.��8�파라미터의�설명을�보려면 #�분석기�온라인�도움말이나�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안내서안내서안내서안내서

를�참조하십시오 (

참고참고참고참고 ��>���������원격원격원격원격 포트포트포트포트 ��메뉴�키를���>���������9�+!��원격원격원격원격 포트포트포트포트 �9�+!��

로�설정합니다 (
���장장장장 �6�



시스템�작업�수행

직렬직렬직렬직렬�포트포트포트포트�구성구성구성구성
직렬직렬직렬직렬�포트포트포트포트�구성구성구성구성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직렬직렬직렬직렬 ��메뉴�키를�누릅니다 (

System Serial Form(시스템 직렬 양식 )이�나타납니다 (그림 6��

를�참조하십시오 (

그림그림그림그림�����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직렬직렬직렬직렬�양식양식양식양식

단계단계단계단계��� 양식을�이동하기�위한�/�'�키와�메뉴�키를�사용하여�필요에�따라�직렬�파라

미터를�구성합니다 (

직렬�파라미터의�설명을�보려면 #�분석기�온라인�도움말이나�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안내서안내서안내서안내서

를�참조하십시오 (
�6� ���장장장장�



시스템�작업�수행

직렬직렬직렬직렬�포트포트포트포트�구성구성구성구성
참고참고참고참고 ��>����������원격원격원격원격 포트포트포트포트 ��메뉴�키를���>���������������&���원격원격원격원격 포트포트포트포트 � 직직직직

렬렬렬렬 ��로�설정합니다 (���>��� �����9�+!��원격원격원격원격�포트포트포트포트 �9�+!��에서�변경한�경

우�변경�사항을�적용하려면�)*�를�껐다가�켜야�합니다 (
���장장장장 �6�



시스템�작업�수행

내부내부내부내부�정렬정렬정렬정렬�구성구성구성구성
내부내부내부내부�정렬정렬정렬정렬�구성구성구성구성

)*�가�정확하게�작동하려면�내부�정렬�루틴의�데이터가�필요합니다 (내부�

정렬�루틴이�설정되어�있으면�계속�실행되어�)*�의�정확도를�향상시켜주

는�현재�정렬�데이터를�사용하게�합니다 (

정렬정렬정렬정렬�설정설정설정설정�및및및및�해제해제해제해제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정렬�메뉴를�액세스하려면��&� �>����정렬정렬정렬정렬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정렬정렬정렬정렬 ��메뉴�키를�눌러�필요에�따라��&� �>����.���정렬정렬정렬정렬 �설정설정설정설정 ��

이나��&� �>����.==��정렬정렬정렬정렬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선택합니다 (

기본�설정은��&� �>����.���정렬정렬정렬정렬 �설정설정설정설정 ��입니다 (

정렬정렬정렬정렬�모드모드모드모드�변경변경변경변경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정렬�메뉴를�액세스하려면��&� �>����정렬정렬정렬정렬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정렬정렬정렬정렬�모드모드모드모드 ��메뉴�키를�눌러�필요에�따라�

�&� �>�� �"���������정렬정렬정렬정렬�모드모드모드모드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나��&� �>�� �"���#��)��정정정정

렬렬렬렬�모드모드모드모드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 ��를�선택합니다 (

기본�모드�설정은��&� �>����#��)��정렬정렬정렬정렬 �스위프스위프스위프스위프 ��입니다 (
�6� ���장장장장�



시스템�작업�수행

내부내부내부내부�정렬정렬정렬정렬�구성구성구성구성
6#���61��#	��(����%�
 의의의의�정렬정렬정렬정렬

참고참고참고참고 94*�정렬�기능은�)1�20��모델과�)1�26��모델에만�적용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정렬�메뉴를�액세스하려면��&� �>����정렬정렬정렬정렬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정렬정렬정렬정렬 ��메뉴�키를�눌러�94*�정렬을�설정합니다 (

이�키를�다시�누르라는�프롬프트가�표시됩니다 (이것은�실수로�현재의�94*�

정렬�데이터를�지우지�못하게�하는�기능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정렬�루틴이�완료될�때까지�기다립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 �>����-/��정렬정렬정렬정렬�저장저장저장저장 ��메뉴�키를�눌러�정렬�데이터를�저장합

니다 (
���장장장장 �6�



시스템�작업�수행

오류오류오류오류 7�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및및및및�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정보정보정보정보�표시표시표시표시
오류오류오류오류 7�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및및및및�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정보정보정보정보�표시표시표시표시

오류오류오류오류�기록기록기록기록�표시표시표시표시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와����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오류�대기열을�보려면��$�#�	����
�오류오류오류오류�표시표시표시표시 ��메뉴�키를�누릅니다 (

오류�화면을�지우려면�%&����	�����B������오류오류오류오류�대기열대기열대기열대기열�삭제삭제삭제삭제 �를�누릅니다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정보정보정보정보�표시표시표시표시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와����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시스템�정보를�보려면��$�#���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표시표시표시표시 ��메뉴�키를�누릅니다 (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정보정보정보정보�표시표시표시표시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와����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하드웨어�정보를�보려면��$�#�7"#��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표시표시표시표시 ��메뉴�키를�누릅니다 (
�60 ���장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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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분석기의�공장�기본값을�사용하여�분석기를�사전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켜기켜기켜기켜기 ��키를�눌러�)*�를�켜고�전원�켜기�프로세스가�완료될�때까지�기

다립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공장공장공장공장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녹색의����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키를�누릅니다 (�

참고참고참고참고 분석기를�켜면�계측기�사전설정을�수행합니다 (분석기를�켜면�정렬�데이터

를�반입하고 #�입력�버퍼와�출력�버퍼를�모두�지우고 #�상태�바이트를��으로�

설정합니다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아래�있는���#���.��,�
����전원전원전원전원 켜기켜기켜기켜기 � 마마마마

지막지막지막지막 ��을�선택하면�분석기가�꺼지기�전의�마지막�상태가�호출됩니다 (�
���장장장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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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8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조건조건조건조건�정의정의정의정의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8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조건조건조건조건�정의정의정의정의

필요하면�전원�켜기와�사전설정�조건은�서로�다르게�할�수�있습니다 (전원�켜

기나�사전�설정�후�사용자가�정의한�상태로�)*�가�되돌아가도록�설정할�수�

있습니다 (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조건조건조건조건�설정설정설정설정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와����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필요에�따라����#���.��전원전원전원전원 켜기켜기켜기켜기 �를����#���.��,�
���전원전원전원전원 켜기켜기켜기켜기 �마지막마지막마지막마지막 ��

이나���#���������
����전원전원전원전원 켜기켜기켜기켜기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으로�설정합니다 (

?%� �'마지막 3?은�전원을�켜면�계측기가�전원을�껐을�때의�상태로�돌아간

다는�뜻입니다 (

?��� ��'사전설정 3?이란�정의한�사전설정�상태로�계측기가�되돌아가는�것

을�의미합니다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조건조건조건조건�설정설정설정설정

)*�가�공장�기본�상태로�돌아가거나�사전�설정시�사용자가�정의한�상태로�

돌아가도록�설정할�수�있습니다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저장저장저장저장 ��

메뉴�키를�눌러�현재�)*��상태를�저장함으로써�구성한�사용자�정의�상태가�

제공됩니다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조건을조건을조건을조건을�공장공장공장공장�기본값으로기본값으로기본값으로기본값으로�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와����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공장공장공장공장 ���메뉴�키를�사용합니다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조건을조건을조건을조건을�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조건으로조건으로조건으로조건으로�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를�원하는�상태로�구성합니다 (
�65 ���장장장장�



시스템�작업�수행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8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조건조건조건조건�정의정의정의정의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와���� � �= ���개중개중개중개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전원전원전원전원�켜기켜기켜기켜기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메뉴�키를�사용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사전설정�저장저장저장저장 ��메뉴�키를�눌러�현재�)*��상태를�

저장합니다 (
���장장장장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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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기본값기본값기본값기본값�복원복원복원복원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기본값기본값기본값기본값�복원복원복원복원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개개개개�중중중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
�������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기본값기본값기본값기본값�복원복원복원복원 ��메뉴�키를�다시�누릅니다 (
��6 ���장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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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시간과시간과시간과�날짜날짜날짜날짜�설정설정설정설정
시간과시간과시간과시간과�날짜날짜날짜날짜�설정설정설정설정

시간과시간과시간과시간과�날짜를날짜를날짜를날짜를�켜고켜고켜고켜고�끄려면끄려면끄려면끄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개개개개�중중중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시간시간시간시간 �날짜날짜날짜날짜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시간시간시간시간 �날짜날짜날짜날짜 ��메뉴�키를�눌러�필요에�따라�/�>��*����.����시간시간시간시간 �

날짜날짜날짜날짜 �설정설정설정설정 ���또는�/�>��*����.==���시간시간시간시간 �날짜날짜날짜날짜 �해제해제해제해제 ��를�선택합니다 (

시간과시간과시간과시간과�날짜를날짜를날짜를날짜를�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설정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개개개개�중중중중�하나하나하나하나�이상이상이상이상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시간시간시간시간 �날짜날짜날짜날짜 ��메뉴�키를�누릅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날짜날짜날짜날짜�모드모드모드모드 �를�미국�포맷�*-'월 :일 :년 3이나�유럽�포맷�

*-'일 :월 :년 3으로�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시간을�55��  �'시 #�분 #�초 3�포맷으로�설정합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날짜를�������$$�'년 #�월 #�일 3�포맷으로�설정합니다 (
���장장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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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로로�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구성구성구성구성
���로로로로�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구성구성구성구성

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연결연결연결연결 프린터를�)*�에�연결하려면����� ��10�규격�병렬�프린터�케이블을�사용

하여�)*�의�병렬��:<�인터페이스�커넥터에�프린터를�연결합니다 (

해당할�경우�프린터를�구성합니다 (�프린터�구성에�관한�자세한�내용은�프린

터�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로로로로�프린터를프린터를프린터를프린터를�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단계단계단계단계��� )*�와�프린터의�전원을�켭니다 (�

단계단계단계단계��� ����������)�인쇄인쇄인쇄인쇄�설정설정설정설정 ��키를�누른�다음���������/�)��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종류종류종류종류 ��메뉴�키를�

누릅니다 (�옵션에�대한�설명은�분석기�온라인�도움말이나�사용자�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

단계단계단계단계��� ��������/�)��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종류종류종류종류 ��메뉴�키를�액세스하려면���������/�)��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종종종종

류류류류 �를�누릅니다 (�연결된�프린터를�)*�에서�확인하도록�하려면������ 자자자자

동동동동 �을�누릅니다 (

프린터가�이제�)*�에�의해서�자동으로�인식되어야�합니다 (�프린터가�자동

으로�인식되지�않을�경우 #�프린터�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안내서안내서안내서안내서

를�참조하십시오 (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프린터프린터프린터프린터�작동작동작동작동�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프린터�설정이�완료되면�����������)�인쇄인쇄인쇄인쇄�설정설정설정설정 �#���������������인쇄인쇄인쇄인쇄 � 화화화화

면 ))면 ))면 ))면 ))을�눌러�프린터�작동이�제대로�되는지�테스트한�다음�������인쇄인쇄인쇄인쇄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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