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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720C 시리즈 개요
모바일 네트워크에 문제의 대부분은에서 발생안테나 시스템, 케이블 및 커
넥터로 구성되어 기지국 인프라입니다. 제대로 셀 사이트를 수리하거나 설
치를위한 최적의 장비를 가지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D720C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셀 사이트의 그것의 경량 소형 디자인으
로 인해 인프라, 사용 편의성, 풍부한 기능의 특성을 최적의 테스트 솔루션
입니다.

JD720C 시리즈가 모든 측정은 정확하게 RF 또는 광학 전송 전력 신호 반
사 (VSWR 또는 Return 손실)에서 사이트의 전송 라인과 안테나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또한, JD720C 시리즈 제공 DTF (결함까지의 거리) 정확한 결함 위치를 정
확하게 측정 기능.



JD723C : 100 MHz에서 2,700 MHz의



JD724C : 5 MHz에서 4000 MHz의



휴대용 경량 악기 <배터리 2.35 kg (5.18 파운드)



단일 측정 화면에서 4 흔적까지 비교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하이라이트

추적


최대 6 마커와 3 미량 분석을위한 영역 확대 된



자동 패스에 대한 사용자 정의 가능한 한계선 / 실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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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치 투과형 컬러 디스플레이 (일광에서 볼 수)



어두운 환경에 이상적 백라이트 하드 키



터치 스크린 빠르고 쉬운 작동을위한 인터페이스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전송 시스템을 특성화하는 데 도움이 수평
또는 수직 모드에서 듀얼 디스플레이 배치



두 (2) USB 동시에 외부 USB 메모리 및 외부 전원 센서와의 연결을
허용 호스트 포트



빠른 오픈 단기 하중 교정



긴 7.5 시간 이상 현장 작업을 확장 충전 및 현장 교체 리튬 이온
배터리



MIL-PRF-28800F 클래스 2 충격 및 진동 준수

응용 프로그램



VSWR 또는 Return 손실에 반사 측정



VSWR 또는 Return 손실 DTF (결함까지의 거리) 측정



케이블 손실 측정



1 포트 위상 측정



스미스 차트 측정



외부 전원 센서 (옵션) RF 파워 미터



외부 전원 센서 (옵션) 광 파워 미터



데이터 포인트 당 약 0.7 밀리 초 (최대 2001 데이터 포인트)의 빠른

주요 특징

스위프 속도

13ERROR! USE THE HOME TAB TO APPLY 제목 1,CHAPTERTITLE TO THE TEX

JD720C Cable and Antenna Analyzers



스미스 차트 디스플레이 벡터 성능 측정



최대 9 즐겨 찾기에 좋아 측정 셋업과 구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즐겨
찾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쉽게 비교 분석 측정을하고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JDViewer)



저장 최대 4800 추적 1400 측정 스크린, 550 사용자 설정 및 100000
MSLs에



편리한 케이블 RS-232C, USB, 및 10 / 100 Base-T LAN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안전 정보
안전 기호

다음 안전기호는이 악기의 적절한 작동을 위해 준수해야합니다.

경고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상을 초래
할 수있는 절차 나 방법에 관심을 호출합니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
여 해결하기 전에는 경고 표시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주의 을 나타냅니다 주의. 그것은 호출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이 기
기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있는 절차 나 방법에주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여 해결하기 전에는주의 표시 이상 진행하지 마
십시오.

통지 본 기기의 작동 추가 정보 또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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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려 사항

이 제품은 안전 등급 I 제품입니다. 주 전원 플러그는 보호 접지 단자와 함
께 제공되는 전원 소켓 콘센트에 삽입해야한다.

공급 된 AC / DC 전원 어댑터가 사용되어야한다. JDSU는 다른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으로 인한 부상이나 제품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 보호 커버를 제거하면 부상 또는 기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JDSU 는 보호 부품의 무단 제거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입력 전원

허용 입력 라인 전압 범위 (AC에서 입력 전압을 선택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240V). 이 악기는 별도의 줄 보호 퓨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

명세서

어댑터 입력 전압 및 주파수

100-240 VAC, 50-60 Hz에서

소비 전력

작동 : 12 W
37.5 W : 배터리 충전과 조작

!

만이 본 악기와 함께 제공되는 AC / DC 전원 어댑터가 사용되어야한다. JDSU 는
다른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으로 인한 제품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항상 본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세 개의 단자 AC 전원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
전원 코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접지를 보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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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거나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배터리 팩은 리튬 이온과 정확하게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 또는 호환되는 것들 중 하나 여야합니다. 배터리의 폐기는 지역의 안
전 및 환경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안전 가이드


화재, 열, 직사광선 등의 고온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전선 등의 금속 물질, 종이 클립 등으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단자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같은 젖지 않도록하는 비, 물과 소금을 물과 같은 액체의 모든 유형의
배터리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저장 가이드
잠시 동안 사용 보관하거나하지 않을 경우 리튬 이온 배터리 (자기 방전)을
천천히 방전을 계속합니다. 이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


배터리 팩을 제거하고 팩 또는 판지 상자에 직사광선이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제품을 별도로 저장합니다.



10 ° C에서 30 사이의 온도에서 배터리를 보관 ° C (50 ° F ~ 86 ° F)
배터리의 비활성화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에 저장 30 ° C 또는 86 이상의 온도 ° F 배터리 저장 수명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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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방지 6 달 당 적어도 한 번 충전누설자가 방전에 의한 성능 저하.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 등
당신은 당신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배터리 팩 배터리 충전 표시기를 찾을 수 있습
니다.

오프
지시자

깜박임

에

기술
필요한 전압 <9.0V, 즉시 충전
필요 남은 용량 알람, 즉시 충전
저장하기 전에 1-19% 남은 충전
저장하기 전에 21-40% 남은 충전
저장하기 전에 41-60% 남은 충전
남은 61-80%
남은 81-100%

정전기 방전주의 사항 (ESD)

이 기기는 ESD 보호 환경에서 제작되었다. 이 제품에 사용 된 반도체 디바
이스는 정전기에 의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방전의 크기에 따라, 반도체
장치는 직접 접촉이나 정전기의 단순한 근접에 의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능 저하, 조기 실패 또는 즉시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SD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단락 외부 금속 방패 케이블의 중심이 기기의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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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중앙 핀과 접촉 얻기 전에, 1 MΩ 접지
저항 손목 띠를 착용하십시오.



모든 장비는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에 연결해야합니다.

자동차 담배 라이터 12VDC 어댑터

자동차 담배 라이터 12VDC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공급의 최소 정
격되어 있는지 확인 60 와트 @ 12 VDC 및 소켓이 먼지 나 부스러기입니
다. 경우 어댑터 플러그 도착 작동 중에 뜨거워,를 중단사용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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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장 시작과 장비에 익숙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JD720C 풀기................................................................................................................................................. 20
손상 검사 .............................................................................................................................................. 20
JD720C 시리즈 표준 액세서리 ............................................................................................................ 20
전면 패널 개요 ............................................................................................................................................. 21
전면 패널보기 ....................................................................................................................................... 21
전면 패널 키를 사용하여 ..................................................................................................................... 22
상단 패널 ...................................................................................................................................................... 25
상단 패널보기 ....................................................................................................................................... 25
상단 패널 포트를 사용 ......................................................................................................................... 25
화면을 표시 ................................................................................................................................................... 27
화면보기를 표시 .................................................................................................................................... 27
이해 표시기 및 아이콘 ......................................................................................................................... 28
배터리 팩 설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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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720C 풀기
손상 검사

포장을 풀고 아무 것도 운송 중에 손상되지 않았 확인하기 위해 철저하게
선적 컨테이너를 검사합니다. 내용이 손상되거나 결함이있는 경우, 가까운
JDSU의 공인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사업자의 검사를위
한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모든 부품은 선적 컨테이너에 포함 된 경우 확인합니다. 이 악기의 기본 테
스트 세트 패키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항목이없는 경우, 가까운 JDSU의
공인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JD720C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JD723C 또는 JD724C)



JD720C 표준 부속품

JD720C 시리즈 표준 액세서리

상품

양

부품 번호

소프트 운반 케이스

1

JD72050541

AC / DC 전원 어댑터

1

GC72450522

크로스 LAN 케이블 (1.5 M)

1

G710550335

에 USB 미니 B 케이블 (1.8 M)

1

GC72450536

>1G 바이트 USB 메모리

1

GC72450518

재충전 용 리튬 이온 건전지

1

GC72450521

자동차 담배 라이터 12 VDC 어댑터

1

G7105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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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스 펜

1

G710550316

사용 설명서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CD

1

JD72050561

참고 :이러한 표준 부속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부록
E- 주문 정보"옵션 액세서리.

전면 패널 개요
전면 패널보기

아니오.

기술
전원 버튼 및 LED
측정 키 - 모드 설정, 즐겨 찾기, 빠른 저장은 저장 /로드 및 칼
분석 키- 마커, 피크, 추적, 제한, 홀드 및 자동 저울
데이터 입력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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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키
키를 입력 로타리 노브
LCD 디스플레이 화면 - 투과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스피커

전면 패널 키를 사용하여

전원 버튼 및 LED
전원 버튼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 JD720C 끄십시오. 외부 전원이
포함 된 AC / DC 전원 어댑터, 외부 전원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입니다
왼쪽 LED를 통해 연결됩니다.


POWER ON : 오른쪽 녹색 LED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POWER OFF : 오른쪽 녹색 LED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측정 키
왼쪽이 6 하드 키는 측정에 빠르게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MODE : 모든 측정 아이콘과 세 가지 다른 레이아웃 옵션에서 시스템
아이콘 측정 모드 화면을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SETUP : 이 같은 주파수, 진폭, 거리, 케이블 정의, 데이터 포인트,
간섭 제거, 줌, 대체 청소 등 매개 변수 및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설정 화면을 불러옵니다 눌러



FAVORITE :저장된 즐겨 찾기를로드하려면를 누르십시오. 누르면 최대
9 즐겨 찾기에 자주 사용하는 측정 설정을 저장십시오.



QUICK SAVE : 나중에 데이터를로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캡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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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들) 또는 전류 측정 디스플레이 화면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LOAD / SAVE : 당신이 저장하고로드 측정 사용자 설정, 추적 화면과
한계를하고 파일 관리자에서 파일을 관리 할 수있는 저장 /로드 화면을
불러옵니다 누르십시오.



CAL : 전체 OSL 또는 화면의 명령으로 빠른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
누르십시오.

분석 키
오른쪽이 6 하드 키는 분석 도구에 신속하게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MARKER : 마커 메뉴 세트를 표시하고 측정 화면 표시를 제어하려면
누릅니다.



PEAK : 피크 검색 메뉴의 집합을 표시하려면을 누르 피크 검색하거나
필요로 계곡 검색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TRACE : 추적 메뉴 집합을 표시하고 추적을 제어하는 키를 누릅니다.
여기에로드 메뉴를 사용하여 추적을 오버레이 할 때, 이러한 측정
모드와 주파수 대역으로 모든 측정 설정 전류 측정의 것과
동일해야합니다.



LIMIT : 제한 메뉴의 집합을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제한 매개 변수를
구성하려면을 누릅니다.



HOLD : 전류 측정 디스플레이를 개최 누르십시오. 레드 HOLD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가입 나타냅니다 장비는 전류 측정을 보유하고
청소 일시 중지합니다. 보유를 해제하고 광범위 계속하려면이 키를
다시 누릅니다.



자동 SCALE : 기기가 자동으로 Y를 설정할 눌러 트레이스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그래프의 Y 축에 대한 측정의 최소
및 최대 값을 스케일. 자동 SCALE 키를 누를 때마다, 상단과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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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은 화면 디스플레이의 Y 축 여백 최소값과 최대 값으로
설정됩니다.

데이터 입력 키


숫자 키 : 측정 매개 변수 설정에 대해
수동으로 입력 값이 숫자 키를
사용합니다.



ESC : 활성 기능을 중지를 눌러 값을
변경하지 않고 이전 메뉴 또는 종료
데이터 항목으로 돌아갑니다.



백 스페이스 () 하나의 입력 항목을 삭제 누르십시오.



입력 : 입력 항목을 완료를 누르십시오. 회전 노브를 누르면이 키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와 화살표 키 및 로타리 노브 버튼 입력


화살표 키 : 위쪽 및 아래쪽으로 필요한
선택을 이동하려면을 누르십시오.



회전하는 손잡이 :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증가 또는 감소 선택한 값을하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마커 선택을 이동하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입력 항목을 완료 누르거나 선택한 메뉴를 확인합니다.

백라이트
조명 키 패널은 어두운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백라
이트가 장비 설정에 대한 설정하면 누르거나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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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도 몇 초 동안 모든 전면 패널 키 백라이트가 켜집니다.

스피커
소리가 악기 설정에서 ON으로 설정하면 알람 및 키 스트로크 소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단 패널
상단 패널보기

아니오.

기술
15V DC 포트
RF 출력 및 반사 포트
LAN 포트
USB 호스트 포트 - USB 메모리, RF 파워 센서, 광 센서
USB 클라이언트 포트 - JDViewer
RS-232C 시리얼 포트 - RF 파워 센서

상단 패널 포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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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V DC 포트
벽 유닛과 주황색 LED로부터 공급되는 외부 전원 기기를 실행하는 포함
된 AC / DC 전원 어댑터 플러그가 켜집니다.

RF 출력 / 반사 포트
RF 출력 / 반사 포트이다 정확한 50 옴 N 형 암 커넥터 그는 로 사용 산
출 신호 포트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측정. 포트의 최대 전력 레벨은
+25 dBm의입니다.

LAN 포트
PC에 설치 JDView 또는 JDRemote와 인터페이스에 대한이 LAN 포트를
사용합니다. 포트의 각 측면에 두 개의 LED는 이더넷 연결 상태를 나타냅
니다.


활동 : 황색 LED는 데이터 전송 작업 동안 켜집니다.



LINK : 녹색 LED는 유효한 통신 연결시 점등됩니다.

USB 포트


HOST : 다음을 사용하여 USB 메모리 장치 및 RF 또는 광 센서 용
USB 2.0 호스트 포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는 32 비트 파일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USB 메모리 장치를 지원합니다.



CLIENT : JDViewer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연결하는
USB 클라이언트 포트를 사용합니다.

직렬 포트
이러한 JD72450551와 JD72450552 같은 파워 센서에 대한 RS-232C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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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포트를 사용합니다. 기기는 자동으로이 힘 센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화면을 표시
화면보기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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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기술
모델 번호
날짜 및 시간
교정 상태 표시

CAL ON, CAL ON (I), CAL ON (Q)
CAL OFF (T), CAL OFF

포트 연결 표시
전원 및 배터리 상태 표시 등
측정 디스플레이 창 - 단일 수평 또는 수직 모드에서 편리한 화면 배치
추적 및 측정 설정 정보 모음
화면 메뉴 바 -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는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외부 경계선과 측정 디스플레이 창은 운영 및
분석을 위해 선택한 활성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단순히 활동의 선택을 변경
하려면 화면에 다른 측정 디스플레이 창을 터치하여 측정.

이해 표시기 및 아이콘

화면의 상단에 표시되고 상태 표시 줄에 아이콘이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모델 번호
기기의 모델 번호 (JD723C 또는 JD724C)가 표시됩니다.

날짜 및 시간
시스템 메뉴에 설정되어있는 기기의 시스템 클럭 설정이 표시됩니다. "참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페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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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상태 표시
신뢰할 수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교정 상태를 나타
냅니다. 교정 상태는 CAL ON (Q), CAL OFF (T) 및 CAL OFF는, (I) ON, CAL
ON CA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L ON : OSL 보정을 수행하고 기기가 측정을 할 준비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CAL ON (I) : 주파수 설정이 OSL 교정에 등록 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변경할 그래서 교정이 여전히 유효 함을 나타냅니다. ON CAL을 ON
CAL의 교정 상태 변경 (I), 재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CAL ON (Q) 그 빠른 교정 (빠른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케이블 길이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CAL OFF (T) : 교정시 등록 된 온도는 + / -10 ° C 이상에 의해
변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OSL 교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등록 된
범위 내에서 돌아 오면, 상태가 ON CAL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AL OFF : 주파수 설정에 등록 된 주파수 범위를 변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정. 교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포트 연결 표시
USB 포트 연결 상태를 보여줍니다.


메모리 드라이브 : USB 메모리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파워 센서 : 외부 RF 또는 광 전력 센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PC : PC가 JDViewer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29ERROR! USE THE HOME TAB TO APPLY 제목 1,CHAPTERTITLE TO THE TEX

JD720C Cable and Antenna Analyzers

전원 및 배터리 표시 등
배터리 충전 표시 등 전원 공급 방식을 보여줍니다.


DC 공급 : 그 나타냅니다 외부 전원이 기기에 공급된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어있는 경우 설치 한 전지가 청구됩니다.



배터리 : 악기가있는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 잔량 또는
비율의 충전 상태를 표시 함을 나타냅니다.

측정 디스플레이 창
사용 가능한 세 개의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있다 : 이중 하나 수평 및 수직
이중. 이중 레이아웃 모드의 화면이 가로 또는 세로로 두 개의 측정 창을
표시합니다.

자취 및 측정 설정 정보 바를
이 막대가 표시 측정 추적 및 측정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참고 : 화면이 가로 또는 세로로 두 개의 측정 디스플레이 창을 표시 할 때,
활성 측정 디스플레이 패널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화면 메뉴 바
당신이 키를 누르면 화면 메뉴 바는 화면 하단에 화면 키 세트를 표시 마
커, PEAK, TRACE, 또는 LIMIT 하드 키를 누릅니다.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 화면 키를 누릅니다.

참고 : 화면이 가로 또는 세로로 두 개의 측정 디스플레이 창을 표시 할 때,
이 줄은 활성 측정 표시와 함께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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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팩 설치
당신 온다 포함 된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을 설치해야선적 컨테이너합니다.
배터리를 제거하면 그냥 역순입니다 당신이 지시하는 어떤 여기에 를 설치
합니다.

배터리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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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배터리 커버 래치 나사를 풉니 다.

2.

배터리 커버를 밀어서 엽니 다.

3.

악기의 뒤쪽 커넥터 단자면 배터리 팩을 삽입하고 멈출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4.

배터리 커버를 닫으십시오.

5.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배터리 커버 래치 나사를 조입니다.

!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배터리 팩은 리튬 이온과 정확하게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
또는 호환되는 것들 중 하나 여야합니다. 배터리의 폐기는 안전 및 환경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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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
이 장에서는 장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시스템 정보 ................................................................................................................................................... 34
시스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정보 확인 ................................................................................................ 34
시스템 하드웨어 상태 및 정보............................................................................................................. 34
펌웨어 버전 ........................................................................................................................................... 35
기기 설정 ...................................................................................................................................................... 35
변경 기본 설정 또는 속성.................................................................................................................... 35
언어 ....................................................................................................................................................... 36
전원 켜기 .............................................................................................................................................. 37
소리 ....................................................................................................................................................... 37
디스플레이 모드 .................................................................................................................................... 37
절전 시간 .............................................................................................................................................. 39
백라이트 키패드 .................................................................................................................................... 39
LCD 밝기 .............................................................................................................................................. 40
라이센스 ................................................................................................................................................ 40
날짜 / 시간............................................................................................................................................ 41
LAN........................................................................................................................................................ 42
업그레이드 ............................................................................................................................................. 42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43
서비스 진단 ................................................................................................................................................... 44
서비스 진단을 사용하여 ....................................................................................................................... 44
자가 테스트 ........................................................................................................................................... 44
공장 초기화 ........................................................................................................................................... 45
터치 스크린 정렬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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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System Information (시스템 정보) 탭은 현재 하드웨어 및 펌웨어 상태와 기
기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스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정보 확인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ESC 하드 키를 누르거나 필요한 경우 먼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있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2.

시스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3.

적용 버튼을 누르하거나 회전 노브를 누르십시오 시스템 화면이 열려있다.

4.

현재 하드웨어 상태 또는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시스템 정보 탭을 누릅니다.

5.

버튼을 적용 또는 종료를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을 닫고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시스템 하드웨어 상태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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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정보 창기기의 하드웨어 상태 정보를 보여줍니다.


모델 번호



일련 번호



주요 온도 - 섭씨 메인 보드 온도



RF 온도 - 섭씨의 RF 모듈 온도



내부 메모리 - 공간의 비율은 무료 남아



배터리 상태 - 배터리 잔량의 백분율



IP 주소 - 현재 IP 주소 설정 악기 설정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버전

버전 정보 창에서 설치된 펌웨어를 보여줍니다. 펌웨어에서 사용 가능한 최
신 버전의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www.jdsu.com. "참조업그레이드"페이지 42.

기기 설정
악기 설정 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경 설정 및 기기에
대한 속성.

변경 기본 설정 또는 속성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ESC 하드 키를 누르거나 필요한 경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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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있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2.

시스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3.

적용 버튼을 누르하거나 회전 노브를 누르십시오 시스템 화면이 열려있다.

4.

악기 설정 탭을 누릅니다.

5.

언어, 사운드, 전원 켜기, 디스플레이 모드, 절전 시간, 키패드 백라이트, LCD 밝기, 라
이센스, 날짜 / 시간, LAN, 업그레이드, 인터페이스 등 필요에 따라 기본 설정 또는 악기
속성을 변경 및 위치를 추적합니다.

6.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변화 (들)을 저장하고 측정 화면으
로 돌아갑니다.

언어

기본 설정은 영어입니다. 메뉴, 메시지와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
템 언어를 변경하려면 드롭 다운 목록에서 다른 언어를 선택한 언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른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는 지역 위치 악기를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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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

당신은 악기의 전원 켜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
에있는 적용을 누른 다음 사전 또는 필요에 따라 마지막으로 버튼을 선택
합니다. 기본 설정은 마지막이다.


프리셋 : 공장에서 사전 설정의 기본 설정으로 장비 업 부츠. 설정이
심하게 잘못 조정받을 때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 기기의 전원이 꺼진 마지막 또는 셧다운 직전에왔다 이전
모드와 장비 업 부츠.

소리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당신은 1에서 10 사이의 사운드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키 스트로크 및 경보 신호음을 끄려면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른 다음 끄기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 실내 옥외, 밤 등 세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악기는 최고의 각
각의 선택에 맞게 자사의 디스플레이 배경 및 차트 색상 속성을 조정합니
다.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하려면 필요에 따라 실내 옥외 나 야간 선택한
후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설정은 실내입니
다.

옥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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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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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절전 시간

기본 설정은 절전 모드를 해제 및 화면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음을 나타
냅니다하는 영 (0)입니다. 당신은 악기가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화면 백라이
트를 끄고 키를 누르거나 건드리지 않고 그 기간 후 절전 모드로 진입하는
60 분까지 그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누른 다음 시간을 입력하고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
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버
튼을 적용하고로 돌아 가기 측정 화면.

백라이트 키패드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키패드 백라이트 옵션 변경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항상 켜짐을 선택 또는 해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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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ON : 악기에 그대로 백라이트는 항상 오래 켜집니다.



ON : 키를 누르면 백라이트가 몇 초 동안 만 켜져 있습니다.



OFF : 백라이트는 항상 꺼져 있습니다.

LCD 밝기

기본 설정은 칠 (7)입니다. 당신은 1에서 10 사이의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큰 당신이 번호를 설정,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져옵니
다. LCD 밝기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밝기 레벨을 입력하는 숫자 키, 화살표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라이센스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이 기기에 설치 될 수있는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설치 옵션 : 설치된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번호 및 설명을
포함하는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종료하려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옵션 : 설치할 수있는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이
옵션을 활성화 할 수있는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옵션을
설치하려면 옵션 이름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설치하지 않고 창을 닫으려면 설치 또는 취소 버튼을
계속하려면 적용 단추를 당신이 라이센스 번호를 입력 한 후 탭을 숫자
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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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시간

기기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거나 시스템 전원이 연결되
어 있어도 타이밍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장 배터리에 의해
구동 실시간 클럭을 제공한다. 시스
템 클럭의 형식은 YYMMDD에서
한국의 시간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날짜 형식 : 당신이 필요 DDMMYY 날짜 형식, YYMMDD, MMDDYY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짜 형식을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표준 시간 ZONE :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도시 또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시간대의 드롭 다운 화살표를
터치, 세계의 주요 도시 및 시간대 목록에서 시간대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자동 도시 및 시간대를 설정하면 미터에 날짜와 시간뿐만 아니라,
DTF 설정에서 거리의 단위뿐만 아니라 변경 표준 체제에 해당하거나
발.



DATE : 수동으로 날짜를 설정하려는 경우, 년, 월, 일의 각 셀을
선택하고 번호를 입력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TIME : 수동으로 시간을 설정하고자 할 때, 분, 초, 시간에 대한 각
셀을 선택 번호를 입력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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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당신을위한 정적 또는 DHCP 모드,
IP 주소, 넷 마스크 또는 게이트웨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 와

JDViewer 설치된

PC. LAN 옆의 버튼을 변경하려면
클릭을 누릅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하면 LAN 설정이 완료됩니다.

업그레이드

이 기기의 최상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의 기기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JDSU의 웹 사이트로 이동www.jdsu.com,
기기에 사용할 펌웨어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현재의 펌웨어가 최신의 것
이 아닌 경우에 USB 메모리 드라이브로 다운로드합니다. "참조시스템 하드
웨어 및 펌웨어 정보 확인"페이지 34.

순서
1.

USB 메모리 드라이브로 기기에 최신 버전의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2.

USB 호스트 포트 중 하나에 USB 메모리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3.

업그레이드 옆에있는 버튼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클릭을 누릅니다. 가 나타납니다 파일
관리자 창과 유사 업그레이드 창입니다.

4.

다운로드 한 펌웨어 파일을 선택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려면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릅
니다. 진행률 표시 줄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을 재부팅"이 표시 될 때까지 USB 메모리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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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는 기기를 재부팅해야합니다. 누르고 전원 버튼을 오른쪽
녹색 LED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오른쪽 녹색 LED 표시등이 켜져있을 때까지 전원 버
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

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중에 전원을 끄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전원 공급을 중단하지 않도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당신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JDViewer, 이외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뷰어, 기타, 또는 SCPI가 필요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합니다.


VIEWER : 당신이 LAN 또는 USB 클라이언트 연결을 통해 기기와
인터페이스 JDSU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JDViewer를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기타 : 당신이 사용하는 경우에 선택 RS-232C 연결을 통해 기기와
인터페이스 JDViewer 이외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CPI : 당신은 LAN, USB 클라이언트, 또는 RS-232C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SCPI) 프로그램 계측 표준 명령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위치 추적
기본 설정은 "/ 내부"입니다. 당신
이 JDView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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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추적 데이터 (*. TRA)로드 할 초기에 지정된 위
치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부 메모리에있는 폴더 나 USB 메모리
드라이브 추적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적 위치 옆에 줄을 터치
폴더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서비스 진단
서비스 진단 탭, 송신 및 수신 모듈에서 자체 테스트를 실행 초기 설정으로
기기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며 수행되는화면에 맞춤을 누릅니다.

서비스 진단을 사용하여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ESC 하드 키를 누르거나 필요한 경우 먼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있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2.

시스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3.

적용 버튼을 누르하거나 회전 노브를 누르십시오 시스템 화면이 열려있다.

4.

서비스 진단 탭을 누릅니다.

5.

필요한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려면 실행 자체 테스트, 공장 초기화, 또는 터치 정렬 버
튼을 누릅니다.

6.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합니다.

자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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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에서 자체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TX와 RX는 전체 주파수
범위 모듈.

순서
1.

실행 자체 테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2.

출력 RF / 반사 포트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확인 팝업 창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진행 표시 줄 자체 테스트 창이 통과 또는 실
패와 함께 다음 테스트 결과를 표시합니다. FAILED가 표시되면, 가까운 JDSU의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4.

종료 버튼을 눌러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있는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공장 초기화

악기를 재설정하고 모든 공장 출하시 설정으로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공장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2.

공장 초기화 메시지를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3.

당신은 공장 초기화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확인 팝업 창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 공장 초기화 삭제 모든 흔적 설정, 화면 및 제한 기기 내부에 저장
하고 외부 USB 메모리에 복사하지 않는 한이 복원 할 수 없습니다 확인.

터치 스크린 정렬

당신이 지속적으로 기기 화면에 터치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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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신은 터치 스크린 정렬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터치 정렬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누르고 CAL 하드 키를 누릅니다. 5 번 정렬하는 동안
흰색 스크린에 더하기 기호 (+)가 나타납니다.

2.

제대로 더하기 기호 (+)를 터치하면 시스템 화면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를 반복합니다.

3.

종료 버튼을 눌러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있는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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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측정
이 장에서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이해 교정 ...................................................................................................................................................... 48
교정 상태 표시...................................................................................................................................... 48
O-S-L 교정을 수행 ....................................................................................................................................... 48
교정 연결 .............................................................................................................................................. 49
교정 절차 .............................................................................................................................................. 49
빠른 교정을 수행 .......................................................................................................................................... 53
교정 연결 .............................................................................................................................................. 53
교정 절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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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교정
기기는 얻을 수 보정해야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측량 결과. 당신은 측정을
하기 전에 주파수와 권리를 설정 한 후 OSL 또는 빠른 교정을 수행해야합
니다.

교정 상태 표시

악기가 표시됩니다 중요한 교정 상태 지표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측정 결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정 상태는 CAL ON (Q), CAL OFF (T) 및 CAL OFF
는, (I) ON, CAL ON CA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시자

기술

CAL ON

OSL 보정을 수행하고 기기가 측정을 할 준비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CAL ON (I)

주파수 설정이 OSL 교정에 등록 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변경할 그래서 교
정이 여전히 유효 함을 나타냅니다. ON CAL을 ON CAL의 교정 상태 변경
(I), 재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CAL ON (Q)

그 빠른 교정 (빠른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케이블 길
이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CAL OFF (T)

교정시 등록 된 온도는 + / -10 ° C 이상에 의해 변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OSL 교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등록 된 범위 내에서 돌아 오면, 상태가 ON CAL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AL OFF

주파수 설정이 교정에 등록 된 주파수 범위를 변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정은 더 이상 유효.

O-S-L 교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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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연결

그것은 당신이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출력 RF / 장비의 반사 포트에서 OSL 교정을 바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
다.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피할 수, 당신은 위상 안정 케이블을 사
용하여 확장 케이블의 끝에서 OSL 보정을 수행해야합니다.

다음 그림 설명

연결 방법 그 포트 확장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교정. 로 인

한 오류를 보정하려면 포트 확장 케이블 또는 어댑터, 당신은 필요 오픈 짧
은 부하 교정을 수행 의 끝 포트 확장 케이블.

JD720C 시리즈 교정 결선도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불필요한 연장 케이블이나 어댑터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합니다.
구부리거나 이동 확장 측정을하는 동안 케이블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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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 보정을 수행해야합니다 주파수 설정 및 테스트 케이블을 연결 한 후.
RF 연결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입 / 출력 반사 포트, 교정 키트는
연장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해야합니다.

순서
1.

RF 입 / 출력 기기의 반사 포트에 필요한 경우 연장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를 누르십시오CAL 하드 키를 누릅니다. 지시 화면이 OSL 교정을 통해 당신을 안내하
는이 나타납니다.

3.

기기의 교정 키트의 개방형 표준을 연결하면 RF 출력 / 반사 포트의 나에 사용하는 경
우 확장 케이블.

4.

화면의 왼쪽 하단에있는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열린 교정 프로세스 막대가 나타납니다.

5.

교정 키트를 분리하고 기기의 교정 키트의 짧은 표준을 연결하여 RF 출력 / 반사 포트
의 나에 사용하는 경우 확장 케이블.

6.

화면의 왼쪽 하단에있는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짧은 교정 프로세스 막대가 나타납니다.

7.

교정 키트를 분리하고 기기의 교정 키트의 LOAD (50Ω) 표준을 연결하여 RF 출력 / 반
사 포트의 나에 사용하는 경우 확장 케이블.

8.

화면의 왼쪽 하단에있는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부하 교정을위한 프로세스 막대가 나타
납니다.

9.

교정 상태가 현재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확인 CAL ON.

오픈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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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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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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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교정을 수행
빠른 교정이 케이블 길이를 측정 할 때 유용합니다. 빠른 칼 버튼 DTF 측
정을위한 하나의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 연결

그것은 당신이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입 / 출력 기기의 반사 포트 RF에서 빠른 교정을 바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
니다.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피할 수, 당신은 위상 안정 케이블을
사용하여 확장 케이블의 끝에서 빠른 교정을 수행해야합니다.

다음 그림 설명

연결 방법 그 포트 확장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교정. 당신

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행 빨리 구경 측정 의 끝 포트 확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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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720C 시리즈 교정 결선도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불필요한 연장 케이블이나 어댑터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합니다.
구부리거나 이동 확장 측정을하는 동안 케이블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정 절차

당신은 VSWR 또는 Return 손실이 DTF 측정을 선택하면, 당신은 대신 전
체 OSL 교정의 빠른 교정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RF 입 / 출력 기기의 반사 포트에 연장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를 누르십시오CAL 하드 키를 누릅니다. 거기에 사용할 빠른 칼 버튼으로 지시 화면이
나타납니다.

3.

기기의 교정 키트의 개방형 표준을 연결하면 RF 출력 / 반사 포트의 나에 사용하는 경
우 확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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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의 왼쪽 하단에있는 빠른 교정 버튼을 누릅니다. 열린 교정 프로세스 막대가 나타
납니다.

5.

교정 상태가 현재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확인 CAL ON (Q).

참고 :CAL (Q)은 하나의 레이아웃에서 DTF 측정을 위해 유효합니다. 이 같
은 이중 레이아웃으로 다른 사람에게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하는 경우, 교
정 상태는 다시 이전으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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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이 장에서는 VSWR 또는 Return 손실에 반사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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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VSWR 또는 Return 손실에 반사 측정 셀 사이트의 임피던스 정합 및 신호
반사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과 안테나 시스템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
됩니다.

셀 사이트에서 적절한 RF 방출은에서 최대 전력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송신기 안테나 여기서 모든 전송 매체는 임피던스 일치해야한다. 안테나
시스템에서의 불일치는 입사 파의 반대 방향으로가는 반사 '여행 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여행 파도 반대 방향으로 서로 교차으로,
그것은 "정상파"라는 간섭 패턴을 생성합니다. VSWR은 케이블 및 / 또는
안테나와 송신기로 다시 반사되는 전력의 양 앞으로 전송되는 전력의
비율이다.

이동 전화 서비스에 높은 VSWR 상태를 갖는 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떨어 통화, 가난한 리셉션과 (셀 또는 섹션) 세포의 전반적인
받아 들일 수없는 성능 적용 범위 기지국 안테나에 의해 덮여. 따라서,
공급 라인을 포함하여 안테나 시스템의 VSWR은 RF 송신기 시스템의
서비스 및 유지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VSWR

통신에 파 비율 (SWR)를 서 전기 전송 라인에서 최대 진폭 및 최소 부분
정재파의 진폭의 비율입니다. SWR은 일반적으로 전압 정재파 비를 위해,
VSWR이라고 전압 비율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VSWR 값 1.2시 1분 최소
정재파 값보다 1.2 배 이상 최대 서 파 진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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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손실

통신에서 반사 손실은 전기 또는 광 통신 링크의 결함에서 반사 전력을
측정하기위한 한 방법입니다. 비 (PR / PT)는 사건 또는 전송, 파, (PT)의에
불완전 (PR)에서 반사 된 파동 힘을 나타냅니다. 최대 전송 전력, 반사
손실 PR / PT 가능한 한 작아야 비율을 의미, 가능한 한 작아야한다.

반사 손실은 일반적으로 dB로 표시되며 앞으로 에너지에 비해 반사 손실
값은 반사 에너지의 진폭의 감소를 설명합니다. 항상 손실 때문에 부정적인
dB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음의 부호를 삭제하고 손실을 추가 손실
3dB 단순히 -3 dB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반사 손실 15dB가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장치 (PR)에서 반사 된 에너지는 항상 전송 에너지
(PT)보다 15dB 낮습니다. dB로 표현하면, 더 큰 (크기)에 음수 큰 수익
손실되므로 작은 반사 전력 (PR)를 나타냅니다.

전기 시스템에, 반환 손실은 종종 전송 라인 및 종료 임피던스 사이의 접합
에서 발생합니다. 메탈릭 전송 라인과 부하의 임피던스 사이의 유사성을 측
정하기위한 한 방법입니다. 완벽한 전송 라인이나 순수 저항 부하없는 장치
의 반사 손실 값은 전송 된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 반사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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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이름
측정 차트
추적 (들) - 최대 4 흔적
마커 (들) - 최대 6 마커
활성 마커 판독
한계선 (들) - 지정된 범위 밖으로 흔적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추적 전설 - "실내"디스플레이 모드로 여기에 표시된
1 추적

활성 마커

C

캡처 한 추적

2 추적

각각의 트레이스

W

현재 추적 (일반 쓰기)

3 추적

엘

로드 추적

4 추적

에

오프 추적

프
측정 설정 정보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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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반사 VSWR 또는 필요로 반사 반사 손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이중 측정 한 화면에 표시 할 경우 가로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아웃] 탭의 각 창에서 두 개의 측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설정
당신은 수동으로 시작을 입력하여 측정 할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주파수
또는 중심 주파수 스팬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기기에 저장된
밴드 목록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진 측정의 정
상적인 범위를 커버 값으로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파수를 시작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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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정지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중심 주파수 및 스팬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중심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중심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스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범위 값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
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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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사용자 정의 밴드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터치

밴드 목록 필드 옆에. 밴드 목록 창은 악기와 JDViewer에서 만든 사용자 지정

대역에 저장된 표준 밴드를 보여주는이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선택할 수있는 밴드를 선택하고 밴드 목록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
기가 자동으로 시작 주파수의 값을 변경하고 선택한 밴드의 시작 및 정지 주파수에 해
당하는 주파수 세포를 중지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보정 후 주파수 변화는 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 된 대역 내에서 변경
한 경우, 상태 (I) ON CAL 로 변신 해 재 교정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등록 된
대역을 변경 한 경우, 상태가 CAL 로 꺼지고 재 교정이 필요합니다.

진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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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상단과 하단 진폭을 설정하여 수동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설정하거나 각 측정 모드에 대해 정의 된 악기의 기본 전체 규모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
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Y-스케일을 조정하면 교
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위쪽 및 아래쪽 진폭

당신은 필요에 따라 진폭의 Y 스케일을 변경하려면 수동으로 상하 진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2.

정상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대 값입니다 최고 진폭 값
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바닥에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소값 아래 진폭 값을 변
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풀 스케일

VSWR의 1-65dB 및 반환 손실 -60 ~ 0dB : 당신은 각각의 측정 모드에 대
해 정의 된 풀 스케일의 기본값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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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배율 버튼이 자동으로 Y-스케일 기기의 기본 진폭 범위를 복원을 누릅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배율

기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최적화합니다. 자동 배율 하드 키에게 당신이 필요로
측정 차트에서 전체 추적을 표시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
과 최소값을 조정하는 시간을 누르십시오.

일반 매개 변수 설정
데이터 포인트

당신은 측정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 126, 251, 501, 1001 년과 2001 년 사
이에 수행 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1001. 당신이 선택한 숫자가 클수록 더 높은 해상도는 당신이 얻을 더 이
상 악기는 결과를 청소하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01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251와 같은 많은 측정 포인트로 두 번 제공하지만 251 데이터 포
인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추적을 청소하고 표시를 두 번 이상 걸릴 수 있습
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변경하면 교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일반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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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을 수행 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합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측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불필
요하게 긴 스위프 시간을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거나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고해상도 데
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섭 제거

당신은 on 또는 off 간섭 거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에 그것을 설정하면 측정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에서 간섭 신호를 용의자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을 수행
CAL 하드 키를 눌러 OSL 교정을 수행합니다. 악기는 따라 할 화면의 지시
를 표시합니다. "참조구경 측정"페이지 47.

측정을
OSL 교정이 완료되면, 기기는 이제 VSWR 또는 Return 손실에 반사 측정
을 수행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65ERROR! USE THE HOME TAB TO APPLY 제목 1,CHAPTERTITLE TO THE TEX

JD720C Cable and Antenna Analyzers

순서
1.

보정 포인트에서 보정 키트를 분리합니다.

2.

사용하는 경우 연장 케이블 끝에서 일반적으로 보정 포인트와 안테나 또는 공급 라인을
연결합니다. 다음의 케이블 연결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3.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

출력 RF / 반사 포트에 +25 dBm 의를 초과하는 전원을 적용하거나 연결하지
마십시오. 입력 신호 전력은 +25 dBm 의보다 큰 경우, 입력 전원 보호에
트리거됩니다 악기를 보호하고 측정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케이블 연결도

연결 포트 확장 케이블 또는 주파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개의 위험이있을 때 안테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오동작이나 기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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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피크, 추적, 제한 보유 및 자동 설정하기

결과의 분석을위한 하드 키를 사용합니다. 또한, 줌 등의 운영 도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즐겨 찾기, 빠른 저장 및 불러 오기 / 저장합니다. "참
조운영 및 분석"페이지 143.

반사 VSWR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반사 VSWR 영역 확대 -에와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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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반사 손실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반사 반사 손실 영역 확대 -에와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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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VSWR 및 DTF 반사 손실 측정 화면 (가로 레이아웃)

반사 반사 손실 및 스미스 차트 측정 화면 (세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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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까지의 거리 (DTF)
이 장에서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VSWR 또는 Return 손실
DTF 측정.

이 장에서
소개 ............................................................................................................................................................... 72
DTF........................................................................................................................................................ 72
개요를 표시 ................................................................................................................................................... 73
측정 모드 선택 ............................................................................................................................................. 74
주파수 설정 ................................................................................................................................................... 74
주파수를 시작 및 중지 ......................................................................................................................... 76
중심 주파수 및 스팬............................................................................................................................. 76
표준 및 사용자 정의 밴드.................................................................................................................... 76
거리 설정 ...................................................................................................................................................... 77
진폭 설정 ...................................................................................................................................................... 78
위쪽 및 아래쪽 진폭............................................................................................................................. 78
풀 스케일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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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손실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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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단위 (메트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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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도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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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예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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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VSWR은 셀 사이트 에너지 전송의 효율성을 표현하는 지표이지만, DTF는
안테나 선 시스템의 고장 위치를 식별하는 측정이다. 안테나 선 시스템의
대부분은 동축 케이블, 커넥터와 같은 분할 및 서지 방지기와 같은 장치의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SWR은 전체 공급 라인 시스템의 임피던스 불연속을 확인하는 측정이기
때문에 성능에 기여하고 정확한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DTF 측정을 수행
할 필요가 하락 라인 시스템. DTF 측정은 전송 시스템의 여러 지점에서 신
호 반사 또는 불연속의 상대적 거리를 표시하여 고장 위치를 쉽게 식별 할
수 있습니다.

DTF

DTF 측정에서, 기기는 도체 또는 전송 매체에 따라 테스트 신호를
전송합니다. 컨덕터의 임피던스가 균일하고 적절히 종료 된 경우, 전체
전송 된신호 상대편 종단에 흡수되고 신호는 장비를 향해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떤 임피던스 불연속는 소스쪽으로 보내지는 입사 신호의
일부를 발생합니다.

높은 임피던스는 낮은 임피던스가 원래의 신호를 반대 반사를 생성하는
동안 원래의 신호를 강화 반사를 만듭니다.

신호 전파 속도가 주어진 전송 매체에 대한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출력 /
악기 입력에서 측정 결과 반사 된 신호가 표시 또는 시간의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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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되고, 그것은 케이블의 함수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길이 또는 거리 위치.

때문에 임피던스 변동이 감도는 기기는 케이블 임피던스 특성, 스플 라이스
및 커넥터 위치와 관련 손실 및 견적 케이블 길이 또는 잘못된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은 DTF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기기에서의 거리가 X 축에 표시
되는 Y-축에서 불연속의 상대적인 크기 동안.이

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이름
측정 차트
추적 (들) - 최대 4 흔적
마커 (들) - 최대 6 마커
활성 마커 판독
한계선 (들) - 지정된 범위 밖으로 흔적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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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전설 - "실내"디스플레이 모드로 여기에 표시된
1 추적

활성 마커

C

캡처 한 추적

2 추적

각각의 트레이스

W

현재 추적 (일반 쓰기)

3 추적

엘

로드 추적

4 추적

에

오프 추적

프
측정 설정 정보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순서
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DTF VSWR 또는 필요로 DTF 반사 손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이중 측정 한 화면에 표시 할 경우 가로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아웃] 탭의 각 창에서 두 개의 측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설정
당신은 시작을 입력하여 수동으로 측정 할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주파수
또는 중심 주파수 스팬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기기에 저장된
밴드 목록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진 측정의 정
상적인 범위를 커버 값으로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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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시작 및 중지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 거리 탭을 누릅니다.

2.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정지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중심 주파수 및 스팬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 거리 탭을 누릅니다.

2.

중심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중심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스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범위 값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
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표준 및 사용자 정의 밴드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 거리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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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치

밴드 목록 필드 옆에. 밴드 목록 창은 악기와 JDViewer에서 만든 사용자 지정

대역에 저장된 표준 밴드를 보여주는이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선택할 수있는 밴드를 선택하고 밴드 목록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
기가 자동으로 시작 주파수의 값을 변경하고 선택한 밴드의 시작 및 정지 주파수에 해
당하는 주파수 세포를 중지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보정 후 주파수 변화는 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 된 대역 내에서 변경
한 경우, 상태 (I) ON CAL 로 변신 해 재 교정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등록 된
대역을 변경 한 경우, 상태가 CAL 로 꺼지고 재 교정이 필요합니다.

거리 설정
당신은 수동으로 시작 및 중지 거리를 입력하여 측정 할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측정 거리 설정 한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최대
측정 거리 내의 모든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신은 측정 화면의
하단에 측정 설정 정보 표시 줄에 표시되는 최대 측정 거리와 같은 거리를
설정하면 최적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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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 거리 탭을 누릅니다.

2.

시작 거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거리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정지 거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정지 거리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3.

노브를 사용합니다.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4.

진폭 설정
당신은 상단과 하단 진폭을 설정하여 수동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설정하거나 각 측정 모드에 대해 정의 된 악기의 기본 전체 규모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
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Y-스케일을 조정하면 교
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위쪽 및 아래쪽 진폭

당신은 필요에 따라 진폭의 Y 스케일을 변경하려면 수동으로 상하 진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2.

정상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대 값입니다 최고 진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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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바닥에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소값 아래 진폭 값을 변
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풀 스케일

VSWR의 1-65dB 및 반환 손실 -60 ~ 0dB : 당신은 각각의 측정 모드에 대
해 정의 된 풀 스케일의 기본값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2.

전체 배율 버튼이 자동으로 Y-스케일 기기의 기본 진폭 범위를 복원을 누릅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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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배율

기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최적화합니다. 자동 배율 하드 키에게 당신이 필요로
측정 차트에서 전체 추적을 표시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
과 최소값을 조정하는 시간을 누르십시오.

케이블 정의
당신은에 저장된 케이블 이름 목록에서 케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또는 전파 속도와 케이블 손실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사용자 정의 케이블
로 케이블을 정의합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케이블 정의 탭을 누릅니다.

2.

터치

케이블 이름 필드 옆에. 케이블 목록 창은 악기와 JDViewer에서 만든 사용자

정의 케이블에 저장된 표준 케이블을 보여주는이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선택할 수있는 케이블을 선택하고 케이블 목록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기는 자동으로 선택한 케이블의 전파 속도와 케이블 손실에 전파 속도 및 케이블 손
실 값 특파원을 변경합니다. 기본 설정은 HFC-12D (1 / 2 ")입니다.

4.

사용자 정의 케이블을 정의하려면, 사용 후 전파 속도 옆의 셀을 선택하고 숫자 키 또
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 그리고 케이블 손실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입력 값에 숫
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당신은 케이블 이름 필드에 "사용자
정의 케이블"을해야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전파 속도"와"케이블 손실".

5.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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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당신이 내부 목록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은 JDViewer에서 사용자 정의 케이블을 만들고 악기 목록을 다
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파 속도

당신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의하고자하는 케이블의 상대 전파 지
연. 그것은 DTF 측정에서 거리의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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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손실

당신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의하고자하는 케이블의 케이블 손실.
그것은 DTF 측정에서 불연속의 피크 레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목록
에서 케이블을 선택하는 경우, 케이블 손실 값은 "@ 1 GHz의"로 표시됩니
다. 수동 케이블을 정의하면, 그 값은 "@ 지정 주파수"로 표시됩니다.

일반 매개 변수 설정
윈도우

당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블랙맨, NSL (공칭 사이드 로
브), LSL (낮은 사이드 로브) 및 MSL (최소 사이드 로브) 사이에 트레이스의
디스플레이로 필터링 비디오입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일반 탭을 누릅니다.

2.

윈도우 창에서 선택하는 좋아하는 비디오 필터링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비디오 필터가 활성화 된 경우 선택 윈도우 필터, 직사각형 또는 블랙맨,
다른 유형의추적 오버 슈트는 날카로운 전환을 부드럽게하여 감소 당신은
쉽게 구별 할 수 있도록 소리와 봉우리. 당신이 블랙맨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피크 주변에 소음이 감소되고 그 도움 당신은 DTF를 확인 명확하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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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포인트

당신은 측정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 126, 251, 501, 1001 년과 2001 년 사
이에 수행 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1001. 당신이 선택하는 큰 숫자, 당신은 당신이 측정하는 이상 최대 거리를
가질 수 있더라도 얻을 낮은 해상도. 데이터 포인트를 변경하면 교정 상태
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일반 탭을 누릅니다.

2.

측정을 수행 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합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측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발생
합니다 낮은 해상도.

거리 단위 (메트릭)

자동 도시 및 시간대를 설정하면 미터에 DTF 설정에서 날짜와 시간뿐만
아니라 거리 단위뿐만 아니라 변경 표준 체제에 해당하거나 발. 수동으로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표시 할 단위를 선택한 다음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간섭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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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on 또는 off 간섭 거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에 그것을 설정하면 측정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에서 간섭 신호를 용의자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을 수행
CAL 하드 키를 눌러 OSL 교정 또는 빠른 교정을 수행합니다. 악기는 따라
할 화면의 지시를 표시합니다. "참조구경 측정"페이지 47.

측정을
O-S-L 회 또는 빠른 보정이 완료되면, 기기는 이제 만들 준비가되어 있습
니다DTF VSWR 또는 반사 손실의 측정. 당신은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케이블 길이가 좋아하는 경우에, 당신은 전체 OSL
보정을 수행해야합니다.

순서
1.

보정 포인트에서 보정 키트를 분리합니다.

2.

사용하는 경우 연장 케이블 끝에서 일반적으로 보정 포인트와 안테나 또는 공급 라인을
연결합니다. 다음의 케이블 연결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3.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

출력 RF / 반사 포트에 +25 dBm 의를 초과하는 전원을 적용하거나 연결하지
마십시오. 입력 신호 전력은 +25 dBm 의보다 큰 경우, 입력 전원 보호에
트리거됩니다 악기를 보호하고 측정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ERROR! USE THE HOME TAB TO APPLY 제목 1,CHAPTERTITLE TO THE TEXT THAT YOU WANT TO APPEAR HERE.
84

JD720C Cable and Antenna Analyzers

케이블 연결도

O-S-L 경우 또는 빠른 보정은 자동 보정 및 불연속 점까지의 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TF 측정, 포트 확장 케이블의 길이에 대한 포트 확장 케이블의 끝에
완료되었습니다.
연결 포트 확장 케이블 또는 주파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개의 위험이있을 때 안테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오동작이나 기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피크, 추적, 제한 보유 및 자동 설정하기

결과의 분석을위한 하드 키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또한을 포함하여 운영 도
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청소, 즐겨 찾기, 빠른 저장 및 불러 오기 /
저장합니다. "참조운영 및 분석"페이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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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VSWR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DTF 반사 손실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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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반사 손실 에 대체 소인 측정 화면

반사 VSWR 및 DTF 반사 손실 측정 화면 (가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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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VSWR & 스미스 차트 측정 화면 (세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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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손실
이 장에서는 케이블 손실 (1 포트) 장비에 케이블 또는 장치의 양쪽 끝을
연결하지 않고 케이블이나 다른 장치에서 신호 손실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
되는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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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케이블 손실 측정 기능은 케이블의 신호 감쇠 레벨을 확인합니다. 케이블의
특성을 측정하는 주파수 대역은 케이블 손실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보정해
야합니다. 이 측정은 안테나에 연결된 공급 라인의 손실을 측정하는 데 유
용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끝에서 짧은 배치하여 또는 개방으로 남겨 신호는 다시 반사되어
케이블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계산 될 수있다. 일반적으로 큰 직경을 가진
케이블 적은 삽입 손실과 작은 직경을 가진 케이블보다 더 나은 전력 처리
기능을 수 있습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은 1 포트 케이블 손실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전력 손실은 Y 축
에 표시되어있는 동안, 주파수 범위는 X 축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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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이름
측정 차트
추적 (들) - 최대 4 흔적
마커 (들) - 최대 6 마커
활성 마커 판독
한계선 (들) - 지정된 범위 밖으로 흔적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추적 전설 - "실내"디스플레이 모드로 여기에 표시된
1 추적

활성 마커

C

캡처 한 추적

2 추적

각각의 트레이스

W

현재 추적 (일반 쓰기)

3 추적

엘

로드 추적

4 추적

에

오프 추적

프
측정 설정 정보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순서
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케이블 손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이중 측정 한 화면에 표시 할 경우 가로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아웃] 탭의 각 창에서 두 개의 측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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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설정
당신은 수동으로 시작을 입력하여 측정 할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주파수
또는 중심 주파수 스팬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기기에 저장된
밴드 목록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진 측정의 정
상적인 범위를 커버 값으로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파수를 시작 및 중지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정지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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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주파수 및 스팬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중심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중심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스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범위 값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
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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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사용자 정의 밴드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터치

밴드 목록 필드 옆에. 밴드 목록 창은 악기와 JDViewer에서 만든 사용자 지정

대역에 저장된 표준 밴드를 보여주는이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선택할 수있는 밴드를 선택하고 밴드 목록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
기가 자동으로 시작 주파수의 값을 변경하고 선택한 밴드의 시작 및 정지 주파수에 해
당하는 주파수 세포를 중지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보정 후 주파수 변화는 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 된 대역 내에서 변경
한 경우, 상태 (I) ON CAL 로 변신 해 재 교정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등록 된
대역을 변경 한 경우, 상태가 CAL 로 꺼지고 재 교정이 필요합니다.

진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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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상단과 하단 진폭을 설정하여 수동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설정하거나 각 측정 모드에 대해 정의 된 악기의 기본 전체 규모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
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Y-스케일을 조정하면 교
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위쪽 및 아래쪽 진폭

당신은 필요에 따라 진폭의 Y 스케일을 변경하려면 수동으로 상하 진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2.

정상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대 값입니다 최고 진폭 값
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바닥에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소값 아래 진폭 값을 변
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풀 스케일

0-30데시벨 : 당신이 측정 모드에 대해 정의 된 풀 스케일의 기본값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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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배율 버튼이 자동으로 Y-스케일 기기의 기본 진폭 범위를 복원을 누릅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배율

기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최적화합니다. 자동 배율 하드 키에게 당신이 필요로
측정 차트에서 전체 추적을 표시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
과 최소값을 조정하는 시간을 누르십시오.

일반 매개 변수 설정
데이터 포인트

당신은 측정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 126, 251, 501, 1001 년과 2001 년 사
이에 수행 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1001. 당신이 선택한 숫자가 클수록 더 높은 해상도는 당신이 얻을 더 이
상 악기는 결과를 청소하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01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251와 같은 많은 측정 포인트로 두 번 제공하지만 251 데이터 포
인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추적을 청소하고 표시를 두 번 이상 걸릴 수 있습
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변경하면 교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일반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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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을 수행 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합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측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불필
요하게 긴 스위프 시간을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거나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고해상도 데
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섭 제거

당신은 on 또는 off 간섭 거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에 그것을 설정하면 측정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에서 간섭 신호를 용의자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을 수행
CAL 하드 키를 눌러 OSL 교정을 수행합니다. 악기는 따라 할 화면의 지시
를 표시합니다. "참조구경 측정"페이지 47.

측정을
OSL 교정이 완료되면, 기기는 이제 만들 준비가되어 있습니다케이블 손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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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교정 점에서 교정 키트를 분리 열어 둡니다. 또는 교정 키트의 짧은 표준 연결합니다.
다음의 케이블 연결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2.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케이블 연결도

연결 포트 확장 케이블 또는 주파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피크, 추적, 제한 보유 및 자동 설정하기

결과의 분석을위한 하드 키를 사용합니다. 또한, 줌 등의 운영 도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즐겨 찾기, 빠른 저장 및 불러 오기 / 저장합니다. "참
조운영 및 분석"페이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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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트 케이블 손실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1 포트 케이블 손실 영역 확대 -에와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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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트 상
이 장에서는 DUT의 임피던스 정합 및 위상 일치 케이블을 설정하는 1 포
트 위상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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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당신은 안테나와 위상 일치 케이블을 조정하기 위해 측정하는 S11 단계 1
포트 위상 측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은 1 포트 위상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측정 차트
추적 (들) - 최대 4 흔적
마커 (들) - 최대 6 마커
활성 마커 판독
추적 전설 - "실내"디스플레이 모드로 여기에 표시된
1 추적

활성 마커

C

캡처 한 추적

2 추적

각각의 트레이스

W

현재 추적 (일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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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적

엘

로드 추적

4 추적

에

오프 추적

프
측정 설정 정보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순서
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단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이중 측정 한 화면에 표시 할 경우 가로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아웃] 탭의 각 창에서 두 개의 측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설정
당신은 시작을 입력하여 수동으로 측정 할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주파수
또는 중심 주파수 스팬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기기에 저장된
밴드 목록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진 측정의 정
상적인 범위를 커버 값으로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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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시작 및 중지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정지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중심 주파수 및 스팬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중심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중심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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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범위 값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
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표준 및 사용자 정의 밴드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터치

밴드 목록 필드 옆에. 밴드 목록 창은 악기와 JDViewer에서 만든 사용자 지정

대역에 저장된 표준 밴드를 보여주는이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선택할 수있는 밴드를 선택하고 밴드 목록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
기가 자동으로 시작 주파수의 값을 변경하고 선택한 밴드의 시작 및 정지 주파수에 해
당하는 주파수 세포를 중지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보정 후 주파수 변화는 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 된 대역 내에서 변경
한 경우, 상태 (I) ON CAL 로 변신 해 재 교정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등록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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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을 변경 한 경우, 상태가 CAL 로 꺼지고 재 교정이 필요합니다.

진폭 설정
당신은 상단과 하단 진폭을 설정하여 수동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설정하거나 각 측정 모드에 대해 정의 된 악기의 기본 전체 규모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
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Y-스케일을 조정하면 교
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위쪽 및 아래쪽 진폭

당신은 필요에 따라 진폭의 Y 스케일을 변경하려면 수동으로 상하 진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2.

정상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대 값입니다 최고 진폭 값
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바닥에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Y 스케일의 최소값 아래 진폭 값을 변
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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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80dB :이 측정 모드에 대해 정의 된 풀 스케일의 기본값을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면 진폭 탭을 누릅니다.

2.

전체 배율 버튼이 자동으로 Y-스케일 기기의 기본 진폭 범위를 복원을 누릅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배율

기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최적화합니다. 자동 배율 하드 키에게 당신이 필요로
측정 차트에서 전체 추적을 표시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
과 최소값을 조정하는 시간을 누르십시오.

일반 매개 변수 설정
데이터 포인트

당신은 측정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 126, 251, 501, 1001 년과 2001 년 사
이에 수행 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1001. 당신이 선택한 숫자가 클수록 더 높은 해상도는 당신이 얻을 더 이
상 악기는 결과를 청소하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01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251와 같은 많은 측정 포인트로 두 번 제공하지만 251 데이터 포
인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추적을 청소하고 표시를 두 번 이상 걸릴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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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변경하면 교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일반 탭을 누릅니다.

2.

측정을 수행 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합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측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불필
요하게 긴 스위프 시간을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거나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고해상도 데
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섭 제거

당신은 on 또는 off 간섭 거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에 그것을 설정하면 측정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에서 간섭 신호를 용의자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을 수행
CAL 하드 키를 눌러 OSL 교정을 수행합니다. 악기는 따라 할 화면의 지시
를 표시합니다. "참조구경 측정"페이지 47.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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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 교정이 완료되면, 기기는 이제 1을 할 준비가되어 포트 위상 측정.

순서
1.

보정 포인트에서 보정 키트를 분리합니다.

2.

사용하는 경우 연장 케이블 끝에서 일반적으로 보정 포인트와 안테나 또는 공급 라인을
연결합니다. 다음의 케이블 연결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3.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

출력 RF / 반사 포트에 +25 dBm 의를 초과하는 전원을 적용하거나 연결하지
마십시오. 입력 신호 전력은 +25 dBm 의보다 큰 경우, 입력 전원 보호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트리거되고 측정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케이블 연결도

연결 포트 확장 케이블 또는 주파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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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의 위험이있을 때 안테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오동작이나 기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피크, 추적, 보류 및 자동 설정하기 결과

의 분석을위한 하드 키를 사용합니다. 또한 줌 영역을 포함한 운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즐겨 찾기, 빠른 저장 및 불러 오기 / 저장합니다. "참
조운영 및 분석"페이지 143.

1 포트 위상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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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트 상 차트 줌 기능과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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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차트
이 장에서는 스미스 차트에서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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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당신은 케이블과 안테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필터 및 듀플렉서 장치의 임피
던스 매칭 특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스미스 차트에서 측정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래픽 전송 라인의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됩
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은 스미스 차트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측정 설정 정보
측정 결과 표
추적 전설 - "실내"디스플레이 모드로 여기에 표시된
1 추적

활성 마커

C

캡처 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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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적

각각의 트레이스

W

현재 추적 (일반 쓰기)

3 추적

엘

로드 추적

4 추적

에

오프 추적

프
측정 차트
추적 (들) - 최대 4 흔적
마커 (들) - 최대 6 마커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순서
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스미스 차트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이중 측정을 나란히 표시보고 싶은 경우에는 수직 레이아웃
탭에서 두 개의 측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설정
당신은 시작을 입력하여 수동으로 측정 할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주파수
또는 중심 주파수 스팬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기기에 저장된
밴드 목록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진 측정의 정
상적인 범위를 커버 값으로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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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시작 및 중지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정지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중심 주파수 및 스팬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중심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중심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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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스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범위 값을 변경하려면 회전 노브를 사용
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표준 및 사용자 정의 밴드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주파수 탭을 누릅니다.

2.

터치

밴드 목록 필드 옆에. 밴드 목록 창은 악기와 JDViewer에서 만든 사용자 지정

대역에 저장된 표준 밴드를 보여주는이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선택할 수있는 밴드를 선택하고 밴드 목록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
기가 자동으로 시작 주파수의 값을 변경하고 선택한 밴드의 시작 및 정지 주파수에 해
당하는 주파수 세포를 중지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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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후 주파수 변화는 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 된 대역 내에서 변경
한 경우, 상태 (I) ON CAL 로 변신 해 재 교정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등록 된
대역을 변경 한 경우, 상태가 CAL 로 꺼지고 재 교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매개 변수 설정
데이터 포인트

당신은 측정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 126, 251, 501, 1001 년과 2001 년 사
이에 수행 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1001. 당신이 선택한 숫자가 클수록 더 높은 해상도는 당신이 얻을 더 이
상 악기는 결과를 청소하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01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251와 같은 많은 측정 포인트로 두 번 제공하지만 251 데이터 포
인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추적을 청소하고 표시를 두 번 이상 걸릴 수 있습
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변경하면 교정 상태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일반 탭을 누릅니다.

2.

측정을 수행 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선택합니다.

3.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측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불필
요하게 긴 스위프 시간을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거나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고해상도 데
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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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제거

당신은 on 또는 off 간섭 거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에 그것을 설정하면 측정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에서 간섭 신호를 용의자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을 수행
CAL 하드 키를 눌러 OSL 교정을 수행합니다. 악기는 따라 할 화면의 지시
를 표시합니다. "참조구경 측정"페이지 47.

측정을
OSL 교정이 완료되면, 기기는 이제 스미스 차트에서 측정을 수행 할 준비
가되어 있습니다.

순서
1.

보정 포인트에서 보정 키트를 분리합니다.

2.

사용하는 경우 연장 케이블 끝에서 일반적으로 보정 포인트와 안테나 또는 공급 라인을
연결합니다. 다음의 케이블 연결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3.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

출력 RF / 반사 포트에 +25 dBm 의를 초과하는 전원을 적용하거나 연결하지
마십시오. 입력 신호 전력보다 큰 +25 dBm 의 것입니다 때, 입력 전원 보호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트리거되고 측정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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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도

연결 포트 확장 케이블 또는 주파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개의 위험이있을 때 안테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오동작이나 기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추적 과 보유 결과의 분석을위한 하드

키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또한 즐겨 찾기, 빠른 저장 및로드 / 저장 등의 운
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운영 및 분석"페이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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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차트 측정 화면 (단일 레이아웃)

DTF VSWR 및 스미스 차트 측정 화면 (세로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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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파워 미터
이 장에서는 JD720C 시리즈에 옵션 001로 제공되는 RF 전력 측정기를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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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JD720C 시리즈의 RF 파워 미터 기능은 별도의 파워 미터 및 추가 도구를
운반하지 않고 전력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JD720C 시리즈는 외부 JD730
시리즈 파워 센서의 사용과 무선 출력 전력 측정을 수행하고 전력 측정의
넓은 범위를 허용하는 매우 정확한 RF 파워 미터 역할을합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은 RF 전력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이름
사용자 - 녹색 색상의 최소 / 최대 범위 내에서 측정 제한 범위정의
측정 표시 범위 (최소 / 최대) - 사용자정의
측정 결과 - 녹색 색상에 합격 붉은 색 실패
측정 트렌드 차트 - 평균 값으로 시간이 지남에 전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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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파워 센서 정보
측정 설정 정보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RF 파워 미터 기능은 하나의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RF 전력을 터치아이콘. "참조파워 센서 연결".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파워 센서 연결
외부 전원 센서를 연결합니다 RF 파워 미터 모드에서의 전력 측정을위한
필수.

사용 가능한 RF 파워 센서

외부 전원 센서, 방향 또는 종료 전원 센서와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 두 종
류의 측정 할 송신 전력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 있습니다.

부품 명

파워 센서 유형

주파수. 범위

전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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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731A

방향의

300-3800MHz의

(USB)

평균 : 21.76-51.76 dBm의
(0.15-150 W)
최고 : 36.02까지 56.02 dBm의
(4-400 W)

JD732A

평균을 종료

20-3800 MHz의

(USB)
JD733A

방향의

(1 uW로 100 mW의까지)
150-3500MHz의

(USB)
JD734A

피크 종료

듀얼 종료

20-3800MHz의

평균을 종료

20-3800 MHz의

피크 종료

평균 / 최고 : +20 dBm의 -30
(1 uW로 100 mW의까지)

40-3000 MHz의

(RS-232C 직렬)
JD72450552

최고 : +20 -30 dBm의
(1 uW로 100 mW의까지)

(USB)
JD72450551

평균 / 최고 : 23-43 dBm의
(0.1-50 W)

(USB)
JD736A

평균 : +20 dBm의 -30

평균 : -30 0 dBm의에
(1 uW로 1 ㎿가에)

40-4000 MHz의

(RS-232C 직렬)

피크 :-40 ~ 0 dBm의
(0.1 uW로 1 MW)

참고 :당신이 나열된 USB 파워 센서 중 하나를 연결하면 기기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화하고 그것의 모델 번호와 화면에 파워 센서 유형을 표시합
니다. 당신은 하나의 연결하는 경우 JD72450551 과 JD72450552전원 센서
가 수 연결 RS-232C를 통해서만, 당신은 수동으로 전원 센서를 초기화해
야합니다. 기기가 초기화 과정에서 센서 유형을 인식 할 수없는 경우, 센서
의 종류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파워 센서 연결

순서
1.

USB 호스트 또는 전원 센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JD720C 시리즈의 시리얼 포트에
외부 전원 센서를 연결합니다.

2.

당신은 시리얼 파워 센서 중 하나를 연결하는 경우, 수동 파워 센서 초기화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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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된 파워 센서 정보

파워 센서를 연결하면, 연결된 파워 센서의 모델 번호와 측정 디스플레이
화면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을 눌러 같은 모델 번호, 종류, 일
련 번호 및 FW 버전과의 장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하드 키를
누른 다음 장치 정보 탭으로 이동.

측정 매개 변수 설정
당신은 같은 주파수로 측정 매개 변수, 외부 오프셋, 해상도, 절대 또는 상
대 모드 및 상대 참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설정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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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주파수 값을로 회전 노브를 사용
합니다.

3.

외부 오프셋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외부 오프셋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당신이 당신의 측량 결과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해상도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5.

절대 또는 상대 모드를 선택합니다.

6.

당신이 상대 모드를 선택하면 활성화되고 상대 참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수동으로 참조 값을 입력하려면, 사용 후 수동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숫자 키 또
는 회전 노브.

7.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주파수

당신은 연결된 파워 센서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 할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사용 가능한 RF 파워 센서"페이지 123.

외부 오프셋

당신은 -100 ~ 100 dB 범위에서 오프셋 외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1, 2 중 해상도. 이 숫자는 측정 결과를 표현
하기 좋아하는 소수 자릿수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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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당신은 절대 또는 상대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적용됩니다 방향 파워 센서의 평균 및 피크 값. 절대는 기본적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상대 참조

이 설정이됩니다 당신이 상대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 당신이 마지
막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참고로 현재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
한 수동 필드에 값을 입력하여 수동으로 참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수동으로 연결된 파워 센서에 따라 화면에 측정 그래프의 최소값과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탭을 누릅니다.

2.

평균, 피크 또는 VSWR에 대한 최소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
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평균, 피크 또는 VSWR에 대한 최대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
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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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한 번 연결된 파워 센서는 초기화됩니다 장비는 지금을 할 준비가되어힘
측정.

순서
1.

전원 센서에 연결 연결"같이 BTS의 RF 출력 포트를 가진 기기케이블 연결도".

2.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케이블 연결도

파워 센서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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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HPA 의 출력 (하이 파워 앰프)에 전원 센서의 종료 유형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20 dBm 의보다 큰 출력 전력을 직접 공급되면 전원 센서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방향 파워 센서

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LD 하드 키 에 일시 청소 결과의 분석을

위해 측정. 를 누르십시오 HOLD 하드 키와 단어 HOLD 붉은 색의 측정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나타납니다. 청소 다시 시작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HOLD 하드 다시 키 HOLD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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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전력 측정 화면

제한 설정
당신은 녹색 색상의 화면에 표시되는 최소 및 최대 제한에 대한 임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제한 꺼지면 알람 소리를 듣고 싶은 경
우에는 시스템 설정에서의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제한 탭을 누릅니다.

2.

평균, 피크 또는 VSWR에 대한 최소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
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평균, 피크 또는 VSWR에 대한 최대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
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화면의 한계를 활성화하려면에서을 선택합니다.

5.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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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인 힘 미터
이 장에서는 JD720C 시리즈에 옵션 002으로 제공되는 광 파워 미터를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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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JD720C 시리즈의 광 파워 미터 기능은 별도의 파워 미터 및 추가 도구를
운반하지 않고 전력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JD720C 시리즈는 외부 MP 시
리즈 파워 센서의 사용과 광 파워 측정을 수행합니다.

개요를 표시
이 화면은 광 전력 측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아니오.

기술
측정 모드 이름
사용자 - 녹색 색상의 최소 / 최대 범위 내에서 측정 제한 범위정의
측정 표시 범위 (최소 / 최대) - 사용자정의
연결된 파워 센서 정보
숫자 측정 결과 - 녹색 색상에 합격 붉은 색 실패
측정 설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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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트렌드 차트 - 평균 값으로 시간이 지남에 전력 변화
화면 메뉴 화면 키

측정 모드 선택
광 파워 미터 기능은 하나의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측정 모드 아이콘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3.

광 파워를 터치아이콘. "참조파워 센서 연결".

4.

모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파워 센서 연결
외부 전원 센서를 연결합니다 광 파워 미터 모드에서의 전력 측정을위한
필수.

가능 광 파워 센서

USB 연결을 통해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두 가지 광 센서가 있습니다.

부품 명

파장 범위

최대. 입력 레벨

정확성

MP-60

780-1650 nm의

+10 dBm의

+ / -5 %

MP-80

780-1650 nm의

+23 dBm의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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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센서 연결

필요에 따라 JD720C 시리즈의 USB 호스트 포트에 광 센서를 연결합니다.
악기 감지하고 초기화 연결된 전원 센서를 자동 및 모델 번호와 화면에 파
워 센서 유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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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파워 센서 정보

파워 센서를 연결하면, 연결된 파워 센서의 모델 번호와 측정 디스플레이
화면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을 눌러 같은 모델 번호, 종류, 일
련 번호 및 FW 버전과의 장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하드 키를
누른 다음 장치 정보 탭으로 이동.

측정 매개 변수 설정
당신은 같은 파장, 외부 오프셋, 해상도, 절대 또는 상대 모드 및 상대 참조
로 측정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설정 탭을 누릅니다.

2.

선택 파장 설정 자동 또는 수동. 당신은 수동을 선택하면 기본 설정은 1310 nm의 것입
니다. 당신은 필드를 터치하여 파장을 변경하고 연결된 광 센서에 사용할 수있는 드롭
다운 목록에서 파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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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오프셋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외부 오프셋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당신이 당신의 측량 결과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해상도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5.

절대 또는 상대 모드를 선택합니다.

6.

당신이 상대 모드를 선택하면 활성화되고 상대 참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수동으로 참조 값을 입력하려면, 사용 후 수동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숫자 키 또
는 회전 노브.

7.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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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당신은 파장 설정 자동 또는 수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동을 선택하면, 각 광 센서에 사용할 표준 파장의 드롭 다운 목록에서 파
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기는 변조 주파수를 감지하고 화면에
표시합니다.

광 센서에 사용할 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MP-60 : 850 nm의 1300 nm의 1310 nm의 1,490 nm의 1550



MP-80 : 980 nm의 1310 nm의 1480 nm의 1550

외부 오프셋

당신은 -100 ~ 100 dB 범위에서 오프셋 외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1, 2 중 해상도. 이 숫자는 측정 결과를 표현
하기 좋아하는 소수 자릿수의 수를 나타냅니다.

모드

당신은 절대 또는 상대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는 기
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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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참조

이 설정이됩니다 당신이 상대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 당신이 마지
막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참고로 현재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
한 수동 필드에 값을 입력하여 수동으로 참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수동으로 연결된 파워 센서에 따라 화면에 측정 그래프의 최소값과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탭을 누릅니다.

2.

최소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최대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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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한 번 연결된 파워 센서는 초기화됩니다 장비는 지금을 할 준비가되어힘
측정.

순서
1.

전원 센서에 연결 연결"같이 BTS의 광 출력 기기케이블 연결도".

2.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케이블 연결도

측정 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LD 하드 키 에 일시 청소 결과의 분석을

위해 측정. 를 누르십시오 HOLD 하드 키와 단어 HOLD 붉은 색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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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나타납니다. 청소 다시 시작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HOLD 하드 다시 키 HOLD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광 파워 측정 화면

제한 설정
당신은 녹색 색상의 화면에 표시되는 최소 및 최대 제한에 대한 임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제한 꺼지면 알람 소리를 듣고 싶은 경
우에는 시스템 설정에서의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누르고 제한 탭을 누릅니다.

2.

최소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3.

최대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화면의 한계를 활성화하려면에서을 선택합니다.

5.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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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분석
이 장에서는 기기에서 사용할 수있는 측정 운영 및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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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작업을위한 도구
JD720C 시리즈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당신은 간단하고 짧은 작업과 측
정을 수행하는 것이보다 쉽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포함 즐겨
찾기, 빠른,로드 / 파일 관리자, 듀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줌 영역, 대체
청소 및 온 스크린 키보드를 저장 저장합니다.

마음에 드는

FAVORITE 하드 키는 화면 레이아웃 형식 마커 위치 등 자주 사용되는
측정 사용자 설정 (들)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저장된 즐겨 찾기를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신은 9 즐겨 찾기에 최대 저장하고 목록에서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즐겨 찾기 저장
순서
1.

를 누르고 FAVORITE 온 스크린 키보드까지 하드 키가 나타납니다.

2.

즐겨 찾기 폴더에 저장 될 수있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키를 누릅
니다. 당신은 기본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조온 스크린 키보드"페이지 149 키보
드를 사용하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파일 이름을 저장하고 키보드를 닫으려면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
니다.

즐겨 찾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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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를 누르십시오FAVORIT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즐겨 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목록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선택합니다. 당신은 기본 즐겨 찾기 폴더에 다른 JD720C
악기에서 즐겨 찾기 파일을 (*. 역) 복사 및 붙여 넣기하는 경우, 당신은뿐만 아니라 목
록에 드는 얻을 수 있습니다.

3.

당신이 좋아하는을 삭제하려는 경우,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고 화면의 삭제 버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OK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당신은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주지 않고 측정을위한 공장 기본 설정을 복원하려는 경
우, 당신은 화면에 사전 설정 키를 누릅니다 수 있습니다.

5.

선택한 좋아하는 측정 설정을로드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당신은 또한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기본 즐겨 찾기 폴더에 저장 즐겨
찾기 파일을 (*. 역)로드 할 수 있습니다LOAD /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빠른 저장

QUICK SAVE 하드 키는 빠른 저장 설정에 구성된 신속하게 파일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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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캡처 한 추적 (들) 또는 현재 화면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비는
4,800 트레이스와 1,400 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저장 설정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LOAD /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로드 /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귀하의 빠른 저장 설정을 구성 할 빠른 저장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타임 스탬프 또는 번호 : 자동 증가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동 증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당신은 QUICK SAVE 하드 키를 누르면 기기가 자동으로 접두사 다음에 문자를 추가합
니다. 타임 스탬프는 "Quick_111211122128"과 번호 삽입하면 기본 접두사 Quick_를 사
용하는 경우 "Quick_1"와 같은 개수의 수와 같은 날짜와 시간을 추가합니다.

4.

을 변경하려면 파일 이름 필드를 터치 기본 접두어 Quick_. 화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5.

당신은을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파일 이름의 접두어를 입력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키를 누릅니다 QUICK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참조온 스크린 키보드"페이지 149 키
보드를 사용하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키보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7.

당신이 저장하고자하는 내부 메모리에있는 폴더 나 USB 메모리 드라이브를 선택합니
다. 화면의 오른쪽에 정보를 저장하면 선택한 대상을 보여줍니다.

8.

(*. PNG) 추적 (* TRA.) 또는 화면 : 저장하고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선
택하면 색상 반전에 옵션 또는 꺼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빠른 저장 설정 탭 화면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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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저장을 수행
단순히 키를 누릅니다 QUICK 빠른 저장 설정에 구성된 캡처 한 추적 (들)
또는 전류 측정 디스플레이 화면이 저장 될 수 있도록 하드 키를 저장합니
다. 당신은 저장 / 하드 키를 LOAD를 선택하여 빠른 저장 추적 (들) 또는
화면을로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수행로드"를 참조하십시오149.

저장 / 불러 오기

LOAD / SAVE 하드 키는 측정 사용자 설정, 캡처 흔적, 디스플레이 화면과
한계를 저장하고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기는 550 사용자 설정, 4,800
흔적, 1400 스크린, 100,000 MSLs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연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LOAD /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로드 /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저장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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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TRA) 설정 (*. 역), 스크린 (*. PNG) 또는 제한 (*. MSL) 추적 : 당신이 저장하고자하
는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선택하면 색상 반전에 옵션 또는 꺼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당신이 저장하고자하는 내부 메모리에있는 폴더 나 USB 메모리 드라이브를 선택합니
다. 폴더를 만들려면 폴더 관리자 옆에 새 폴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키보드가 나타
납니다.

5.

새 폴더 이름을 입력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키를 누릅니다. "참조온 스크린 키보드"페
이지 149 키보드를 사용하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키보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7.

폴더를 삭제하려면 폴더를 선택하고 새 폴더 버튼 옆에있는 폴더 삭제 버튼을 누른 후
OK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8.

파일 이름을 입력 파일 이름 필드를 터치하십시오. 화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9.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키를 누릅니다. "참조온 스크린 키보드"페이지
149 키보드를 사용하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 키보드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11. 저장 탭 화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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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수행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LOAD /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로드 /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로드 탭을 누릅니다.

3.

내부 메모리 또는로드처럼되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에 대한 정보 파일 정보 창에 표시됩니다.

4.

로드 탭 화면의 하단에있는 Load 버튼을 누릅니다.

온 스크린 키보드

온 스크린 키보드는 즐겨 찾기의 작동 중에 이러한 파일 이름과 폴더 이름
과 같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로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순서
1.

이름을 입력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키를 누릅니다. 입력 할 때, 각 문자는 이름 필드에
표시됩니다. 당신은 대문자 사이의 대소 문자를 변경하고 소문자로 할 경우, 캡 키를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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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은 부착을 삽입 할 경우 삽입 부착 막대를 누르고 이름 필드에 추가 할 하나를 선
택합니다. 당신은 쉽게 부착을 만들거나 편집하려면 편집 부착 갈 수 있습니다.

3.

당신은 문자를 삭제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BS (<) 키를 누르거나 전면 패널의 백 스페
이스 키를 누릅니다. 당신은 이름 필드를 따라 커서를 이동해야 할 경우, 회전 스위치
또는 터치를 사용 이름 필드에 두 글자 사이에있다.

4.

당신이 이름 필드에 표시되는 모든 문자를 삭제하려면 화면 키보드에서 삭제 키를 누
릅니다.

5.

이름 필드에 표시되는 내용을 저장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
을 누릅니다.

파일 관리자

파일 관리자 이다 파일 및 폴더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USB 메모리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과 폴더를 쉽게 한 번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과 폴더를 복사, 잘라 내기, 붙여 넣기 또는 삭제 할
수 있도록하는 계층 구조 파일 시스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당신은 또한
순서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수정, 이름, 크기, 파일 형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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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로 파일을 정렬 할 수 있습니다.

복사, 잘라 내기 및 붙여 넣기
당신이 복제하거나 복사, 잘라 내기의 작동을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하고,
파일 관리자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LOAD /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로드 /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파일 관리자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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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또는 중복되거나 내부 메모리의 다른 위치 또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로 이동 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 버튼의 문자는 이제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있는
것을 나타 내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4.

중복 복사 버튼 또는 이동 잘라 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 선택을 복사하고 잎 원고
를 원래 위치에서 삭제되지 동안 잘라 내기 복사 및 삭제 원래 위치에서 (들) 원본.

5.

당신이 복제하거나 이동하고자하는 내부 메모리 또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에 새 폴더
를 선택합니다.

6.

붙여 넣기 버튼을 누릅니다.

7.

당신은 파일 관리자를 마칠 경우, 측정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XIT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당신은 파일 관리자에서 삭제의 조작으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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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를 누르십시오 LOAD / SAVE 하드 키를 누릅니다. 로드 /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파일 관리자 탭을 누릅니다.

3.

파일 또는 내장 메모리 또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에서 삭제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
러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 버튼의 문자는 이제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있는 것을 나타 내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4.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5.

삭제를 진행하려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되면, 당신은 그것을 복
원 할 수 없습니다.

6.

당신은 파일 관리자를 마칠 경우, 측정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XIT 버튼을 누릅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선택할 수있는 세 가지 측정 화면 레이아웃 모드가 있습니다 : 이중 하나수
평 및 수직 이중. 당신이 가로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아웃]에서 측정 모
드를 선택할 동시에 경우 화면에 두 개의 측정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
다. 듀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모드 RF 및 광 파워 미터에서 사용되지 않
습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변경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세 가지 레이아웃 탭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단일 레이아웃 가로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아웃] 탭을 누릅니다.

3.

필요에 따라 측정 모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스미스 차트 모드는 수평 레이아웃 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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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모드 화면을 종료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의 레이아웃
하나의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한 화면에 표시되는 측정 차트를 볼 수있는
단일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반사, 케이블 손실 만 단일 레이아웃
1 포트 위상 측정을위한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레이아웃
두 가지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한 화면에 수평으로 표시 측정 차트의 쌍을
볼 수있는 수평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반사 VSWR 및 DTF
VSWR 모드를 선택하고 모두 측정이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차트 모드는 수평 레이아웃 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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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레이아웃
두 가지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한 화면에 세로로 표시되는 측정 차트의 쌍
을 볼 수있는 세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반사 VSWR 및 스
미스 차트 모드를 선택하고 모두 측정이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듀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외부 경계선과 측정 디스플레이 창은 활
성 측정로 불리는 선택한 하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활동의 선택을 변경하
려면 화면에 다른 측정 디스플레이 창을 터치하여 측정.

줌 영역

주파수 서브 밴드에 사용자 정의 영역은 하나의 측정 창 적합성 검증을위
한 업 링크 및 다운 링크 주파수를 시각적으로 식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대 3 개의 영역으로 사용자 정의에 가까이 확대 된 영역을 다른
창에서을 가지고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 줌 - 인 영
역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반사에 표시 레이아웃, 케이
블 손실, 1 포트 위상 측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줌 영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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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줌 탭을 누릅니다.

2.

영역 1, Zone 2 또는 Zone 3 창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줌의 화면 하단에서 볼 수 있습
니다.을에서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

3.

에 설정된 영역의 시작 주파수를 설정하려면,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4.

에 설정된 영역에 대한 정지 주파수를 설정하려면,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합
니다. 정지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5.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확대 기능의 예


당신 확대에 설정 한 화면의 아래쪽 절반 차트의 수를 표시하는 동안
화면의 상단 절반은 전체 OSL 교정 밴드의 추적 (들)과 차트를
보여줍니다.



개인 줌의 화면에 차트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드 키는 외부 경계선에
"활성"차트로 불리는 선택한 차트 만 해당합니다.



상위 차트를 선택하면 마커 PEAK 하드 키는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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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6 분석 하드 키를 사용하여뿐만 아니라 각 윈도우 줌 기능에
대한 기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역 확대 된 반사 VSWR 측정 화면

다른 스윕

당신은 DTF에서 사용할 수있는 대체 스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교
정 필요없이 특정 서브 밴드의 규모를 축소하는 교정 후 측정.

두 개의 독립적 인 스윕 한 반사 측정과 다른 DTF 측정, 예를 들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스윕 설정
순서
1.

SETUP 하드 키를 눌러 대체 스윕 탭을 누릅니다. 화면에 듀얼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
다면, 당신은 설정하고자하는 DTF 측정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야합니다.

2.

대체 스윕에서를 선택합니다.

157ERROR! USE THE HOME TAB TO APPLY 제목 1,CHAPTERTITLE TO THE TEX

JD720C Cable and Antenna Analyzers

3.

대체 시작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시작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대체 정지 주파수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정지 주
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또한 다른 중심
주파수 및 대체 스팬을 설정하여 주파수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스팬에 대한
최소 값은 주파수 / 거리 탭에서 스팬 설정 무엇의 2 %이다.

4.

옆에있는 셀을 선택거리를 시작합니다 및 시작 거리를 변경하려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하여 값. 다음 정지 거리 옆에있는 셀을 선택하고 정지 거리 값을 변경하려
면 숫자 키 또는 회전 노브를 사용합니다.

5.

변경 (들)을 저장하는 설정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DTF 측정 그래프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있는 "에서 Alt 키 스윕"화면이 표시됩니다.

대체 스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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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반사 손실 대체 스위프 오프로 측정 화면

DTF 반사 손실 에 대체 소인 측정 화면

측정 분석을위한 도구
JD720C 시리즈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당신이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것
이보다 쉽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마커, 피크, 추적, 제한, 보
류 및 자동 배율이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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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이 하드 키는 RF 및 광 파워 미터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대 측정 디스플레이에 6 마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악기는 기본적
으로 마커 화면 메뉴 표시 줄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마커를 세트로 추적에,
당신은 마커 화면 메뉴 표시 줄에서 해당 마커 화면 키에 표시되는 각 마
커의 위치 판독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기호 마커의 화면 키는 마커가 현재 활성 마커와 마커 유형을 변
경하거나 마커를 설정하는 등 원하는대로 그것을 조작 할 수 있음을 나타
냅니다. 측정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있는 활성
마커의 위치 판독을 수행합니다.

마커 설정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MARKER 하드 화면에 마커 화면 막대가 키. 기본적으로, 악기 마커 화
면이 표시 줄을 보여줍니다.

2.

당신은 추적을 설정하려면 여섯 마커 스크린 키 (M6에 M1)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마커 유형으로 설정됩니다기본적으로 일반. 델타 또는 델타 쌍의 표식 유형을 변경하려
면, 마커 번호 Screen 키를 누른 후 선택 마커 타입 스크린 키를 선택합니다. "마커 유
형"다음을 참조하십시오.

4.

를 이동하려면 X 축과 함께 특정 주파수 또는 거리에 마커 위치는, 값을 변경하거나 값
을 수동으로 입력 숫자 키를 사용하여 회전 노브를 돌려 다음 하드 Enter 키를 누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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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유형


NORMAL (N) : Normal 마커 유형 마커 위치의 읽기를 제공합니다 1과
6 사이의 값으로 설정 마커 번호와 함께 추적합니다. 당신은 마커
Screen 키를 선택하면 Normal 마커 유형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델타 (D) : 델타 마커 유형은 Normal 마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
마커가 설정되기 전에 일반 마커를 설정해야합니다. 델타 마커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델타 마커가 설정 위치는 일반 마커의 기준
위치되고 마커의 X 및 Y 값은 델타 마커와 비교하여 차이를
표시합니다. 참조 위치가 고정됩니다. 이 설정은 스미스 차트 측정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DELTA 쌍 (DP) 델타 쌍 마커 유형은 Normal 마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 쌍 마커가 설정되기 전에 일반 마커를 설정해야합니다.
델타 쌍 마커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델타 쌍 마커가 설정 위치는 일반
마커의 기준 위치되고 마커의 X 및 Y 값은 델타 쌍 마커와 비교하여
차이를 표시합니다. 참조 위치 추적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설정은
스미스 차트 측정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커 해제 및 지우기


마커 꺼짐 (OFF) : 당신은 화면 해제 표시를 숨기려면이 화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동일한 측정 모드에서 마커 번호 Screen
키를 선택할 때 이전 정보를 추적 다시 마커를 가질 수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커 유형과 위치의 마지막 상태를 유지합니다.



(-) 마커 모두 지우기 : 당신은 제거하려면이 화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존의 추적 오프 마커 (들)과 모두 삭제 마커 '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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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당신은 쉽게 두 개의 마커 (M1 및 M2) 사이의 피크 또는 밸리 추적, 4 피
크 및 피크 또는 밸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드 키는 스미스 차트 측정
모드 및 RF 및 광 파워 미터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피크를 사용하여
순서
1.

PEAK 키를 눌러 하드 화면에 피크 화면 막대가 키.

2.

당신이 사용하고자 피크 검색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피크 검색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피크 검색 유형


PEAK 검색 : 당신은 추적의 최고봉에 활성 마커를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XT PEAK : 당신은 추적의 두 번째로 높은 피크 활성 마커를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XT PEAK 좌 : 당신은 현재 위치의 왼쪽에있는 최고봉에 활성
마커를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XT PEAK 우 : 당신은 현재 위치의 오른쪽에있는 최고봉에 활성
마커를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LLEY 검색 : 당신은 추적의 낮은 피크 활성 마커를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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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PEAK : 당신은 항상 피크 동작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PEAKS 찾기 : 에 관계없이 M1에서 M4까지 4 일반 마커 이전 마커
설정 4 피크를 찾으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탭하면 4 봉우리 Screen 키를 찾아, 항상 피크 설정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BETWEEN을 PEAK : 화면 키 사이에 피크 마커 M1 및 M2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M1과 M2와 악기 자동 마커 M5를
할당 사이에 추적의 최고봉을 찾으려면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TWEEN VALLEY : 화면 키 사이의 계곡 마커 M1 및 M2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M1과 M2와 악기가 자동으로 마커
M6를 할당 사이에 트레이스의 낮은 피크를 찾으려면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취

당신은 최대 동시 측정 디스플레이에 4 트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
키는 RF 및 광 파워 미터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추적 설정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TRACE 하드 화면에서 추적 화면 막대가 키. 기본적으로, 악기의 첫 번
째 추적 T1을 설정하고 "온 T1을 (W)"를 표시합니다.

2.

당신은, 명확한 쓰기를 수행 캡처로드에 추적 또는 필요에 따라 해제 추적을 다시 선택
한 트레이스 화면의 키를 설정하고 활용할 좋아하는 네 개의 추적 화면 키 (T4에 T1)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추적 유형"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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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은 화면의 모든 흔적을 삭제하려는 경우, 네 개의 추적 화면 키 (T4에 T1) 중 하나
를 선택하고 추적 모두 지우기를 누릅니다. 삭제 "추적"을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4.

당신은에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하나의 레이아웃에 적어도 두 개의 트레이스, 당신은
추적 수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레이아웃 공연 추적 수학"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추적 유형


CLEAR WRITE (W) : 그것은 선택된 추적을 취소하고 현재 추적을
작성하거나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C) 캡쳐 : 그것은 선택된 추적 번호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현재의
추적을 캡처하는 데 사용됩니다.



LOAD (L) 그것은로드 및 측정 디스플레이에 저장된 추적을
오버레이하는 데 사용됩니다.



(F) OFF TRACE :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선택한 추적을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당신은 추적 번호 화면에서 키를 눌러 다음 화면 키에
추적을 눌러 다시 디스플레이 화면에 선택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는 숨겨진 추적을 복원합니다.

삭제 추적
당신은 추적을 삭제하려면 모두 화면 키를 지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및
측정 화면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에서 T1 (W)와 추적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단 레이아웃에서 추적 수학을 수행
DTF 및 스미스 차트를 제외하고 측정 한 레이아웃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
은 T1 + T2, T1-T2, T1 * T2 및 T1/T2 당신은 T1과 T2 경우에만. 추적 수학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에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두 개의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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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T1 및 T2) 추적 화면 표시 줄에 활성화 된 추적 수학 스크린 키를 갖
도록합니다. 화면에 추적 수학 디스플레이를 닫으려면, 그것은 활성화하기
위해 화면 하단을 터치 TRACE 하드 키를 누른 추적 수학 스크린 키 아니
오를 누르 않습니다.

추적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추적을로드
당신은 중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할 Trace만큼 전류 측정 디스플레
이에 저장된 추적을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류 측정과 같은 측정 모드



전류 측정과 같은 주파수 설정



같거나 더 짧은 정지 거리 설정

추적 오버레이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하나의 측정 전시에 그 (것)들을 중
첩하여 최대 4 개의 트레이스 분석. 또한, 여러 흔적들 사이 모든 트레이스
6 마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여 추적을 로딩 / 저장 키를로드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저장된 추적을로드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오버레
이는 달리,이 경우, 단일 디스플레이와 같은 측정 모드와 X 및 Y 스케일로
측정 설정 화면 레이아웃 모드 변경 등의 저장 복원됩니다. 당신이 추적 화
면 모음에서 오버레이 종료 화면 키 아니오를 누르없는 경우 이전 측정 데
이터가 화면에 다시이다. 페이지의 "수행로드"를 참조하십시오 149.

추적 오버레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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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배율

자동 배율은 항상 최적의 비율로 측정 추적에 맞게 유용합니다. 이 설정은
스미스 차트 측정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추적이 측정 차트에 표시 할 수있는 Y-스케일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최적화합니다. 자동 배율 하드 키에게 당신이 필요로
측정 차트에서 전체 추적을 표시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Y 스케일의 최대 값
과 최소값을 조정하는 시간을 누르십시오.

한도

이 하드 키는 1 포트 위상 및 스미스 차트 측정 모드 및 RF 및 광 파워
미터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MIT 두 가지 방법으로 25 세그먼트 라인
임계 선을 설정하는 하드 키 (마스크와 유사) 서브 밴드 다를위한 가득 차
있는 악대 또는 여러 세그먼트 한계에 대한 단일 세그먼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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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선을 설정하여, 그 측정이 지정된 제한을 초과 할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계 라인에서 수평선으로 표시 세트 값. 악기 소리 추적 한계선
을 초과하고 초과 부분은 붉은 색으로 표시 될 때 경보. 들리는 경보는가능
한 경우 당신은에서의 사운드 설정 체계 설정.

자동 설정을 사용하여
당신이 당신을 위해 악기 한계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하려면 자동 설정 화
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제한 선이 나타납니다.

제한 설정
당신은 또는 단일 세그먼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여러 세그먼트
한계선.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LIMIT 하드 화면에 제한 화면 막대가 키.

2.

자동 설정 옆의 제한 Screen 키를 누르고 대문자 또는 하한 설정하는 상위 및 하위 사
이에이 키를 전환.

3.

사용되는 세그먼트 라인의 수를 설정 #의 선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사용 숫자 키 또는
입력 1과 25 사이의 값으로 회전 노브를 눌러 하드 키를 입력합니다. 당신이 1로 설정
하면 단일 세그먼트 선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계를 수정하지만,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 할 수 없습니다.

4.

당신이 한계 라인 세그먼트 라인의 2 개 큰 숫자를 설정하면 제한 라인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하는 파일을 편집하려면 편집 제한>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아
래의 "편집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5.

당신이 이미 저장하거나 생성 한 제한 설정을로드하고 싶은 경우에, 부하 제한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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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르고로드 탭에 *. MSL 파일을로드합니다. 아래의 "로드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제한 편집
당신이 한계 2 개 이상의 세그먼트 라인을 설정하는 경우, 각 세그먼트 라
인의 속성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편집 제한을 누릅니다> 스크린 키를 화
면의 하단에있는 편집 제한 화면 막대가 위하여.


LINE : 당신은 "활성 점"과 오른쪽에 옆에 포인트로 불리는 선택한
지점을 연결하는 세그먼트 선을 그리거나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해제 사이에서이 화면 키를 전환합니다.



주파수 / 거리 : 당신은 세그먼트 라인의 활성 점의 주파수 또는 거리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를 사용하여 점을 선택 왼쪽 지점을 이동
또는 포인트 화면 오른쪽 키를 이동 디스트릭트 / 주파수 (MHz 이상)
또는 디스트릭트 (M)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하고 하드 Enter 키를 누릅니다.



진폭 : 당신은 세그먼트 라인의 활성 점의 진폭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포인트를 왼쪽을 사용하여 점을 선택하거나 포인트
화면 오른쪽 키를 이동, 진폭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사용하고 하드 Enter 키를 누릅니다.



POINT를 왼쪽으로 이동 : 당신은 왼쪽 옆에있는 활성화 된 점을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포인트를 이동 : 당신이 바로 옆에있는 활성화 된 점을
이동하려면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추가 : 당신은 세그먼트 라인에 포인트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포인트를 왼쪽을 사용하여 점을 선택하거나 포인트
화면 오른쪽 키를 이동 한 다음 추가 포인트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새로운 점은 바로 활성 지점과 오른쪽에 옆에 점 사이의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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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중앙에 배치됩니다.


점을 삭제 : 당신은 세그먼트 라인에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포인트를 왼쪽을 사용하여 점을 선택하거나 포인트 화면 오른쪽
키를 이동하고 Delete 포인트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제한을로드
당신은 당신이 이미 저장 / 하드 키를 LOAD를 사용하여 저장하거나를 사
용하여 만든 제한 설정을로드 할 수 있습니다 JDViewer 응용 프로그램 소
프트웨어. 당신은 부하 제한 Screen 키를 탭하면에 저장 /로드 탭 화면을로
드가 나타납니다. "참조저장 / 불러 오기"페이지 147. 로드 한계 선은 저장
제한 설정을 사용하여 기존의 한계선을 대체합니다.

제한 이동
당신은 당신이 설정 한 양만큼 위로 또는 아래로 전체 한계선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제한 화면에서 키를 눌러 사용 숫자 키 또는 입력 값으로
회전 노브를 눌러 하드 키를 입력합니다.

제한선 표시
당신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 부분의 라인을 활성화하거나 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설정과 해제 사이에서 제한 Screen 키를 전환합니
다.

한계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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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HOLD 하드 키 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들기 청소 일시 중지 모든 측정
모드로합니다.

홀드를 사용하여
청소 길게 누릅니다 HOLD 하드 키와 단어 HOLD 붉은 색의 측정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나타납니다. 청소 다시 시작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HOLD 하드 다시 키 HOLD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대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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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JD720C 시리즈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와 인터페이스 할 수 같은 PC에
설치되어있는 JDViewer 같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정 앱 인터페이스 및 추적 위치

당신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추적 위치가 액세스되는 기기를 설정해
야합니다. 기본 설정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대한 뷰어 및 추적 위
치는 "/ 내부"입니다. 당신이 JDView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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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추적 데이터 (*. TRA)로드 할 초기에 지정된 위치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부 메모리에있는 폴더 나 USB 메모리 드라이브 추적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를 누르십시오 MODE 하드 키를 누릅니다. ESC 하드 키를 누르거나 필요한 경우 먼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있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2.

시스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3.

적용 버튼을 누르하거나 회전 노브를 누르십시오 시스템 화면이 열려있다.

4.

악기 설정 탭을 누릅니다.

5.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려면, 기타, 뷰어를 선택하거나 SCPI가 필요. 기본
설정은 뷰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6.

기본 설정 이외의 추적 위치를 변경하려면, 추적 위치 옆에 줄을 터치 폴더를 선택하고
추적 위치 창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7.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변화 (들)을 저장하고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VIEWER : 당신이 LAN 또는 USB 클라이언트 연결을 통해 기기와
인터페이스 JDSU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JDViewer를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기타 : 당신이 사용하는 경우에 선택 RS-232C 연결을 통해 기기와
인터페이스 JDViewer 이외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CPI : 당신은 LAN, USB 클라이언트, 또는 RS-232C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SCPI) 프로그램 계측 표준 명령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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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Viewer

JDViewer는 JDSU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은
쉽게 당신이 측정 데이터를 불러오고 할 수있게 사후 처리 분석뿐만 아니
라보고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다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교환 빠른LAN 또는 USB 연결을 통해 JD720C 시리즈와



검색하거나 측정 값을 저장



수출 측정 결과



측정 차트를 편집



표시, 숨기기 및 마커를 이동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



구성 한계선



등록 또는 기기의 사용자 정의 케이블 목록에 사용자 정의 케이블
유형을 편집



등록 또는 기기의 정의 밴드 목록에 사용자 정의 주파수 대역을
편집합니다



측정 결과의 단순 비교를 제공합니다



만든다 VSWR-DTF 변환



보고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생성 및 구성 보고서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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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제품 일반 정보
RF 입 / 출력 반사
커넥터 :
임피던스 :
손상 수준 :
연결
USB :

디스플레이

스피커
힘

N 타입 여성
50 Ω
> +40 dBm 의, > ± 50 VDC

공칭
공칭

LAN :
시리얼 :

호스트, , A 형 2 포트
클라이언트, 미니 B, 1 포트
RJ45, 10 / 100 베이스-T
9 핀 D-SUB 남성

용 플래시 드라이브 및 파워 센서
JDViewer 연결을위한
JDViewer 연결을위한
JD72450551/50552 파워 센서

유형 :
사이즈 :
해상도 :

저항하는 접촉 스크린
7 인치 투과형
800 × 480
스피커 내장

외부 DC 입력 :
전력 소비 :

외부 AC 전원 어댑터
입력 :
출력 :

배터리

용량 :
작동 시간 :
시간 충전 :

저장 온도 :

데이터 저장

환경

EMC

내부 :
외부 :

작동 온도
습도
충격 및 진동
저장 온도

크기와 무게

보증

기업 정보

:
:
:
:

무게 :
사이즈 :

12 15 VDC
12 W
37.5 W 최대

배터리 충전과

100-250 V
50 ~ 60 Hz 에서 1.2
15 VDC, 3
10.8 V, 7,200mA-H
>7.5 시간
완전히 방전 된 배터리는
하반기 40m 에 100 %,
80 %를 충전하는 시간 1
시간 약 50m 소요
-10 ~ 60 ° C (-14 ~ 140 ° F)
20~85% RH

리튬 이온
전형적인

배터리 팩은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보관해야합니다. 45 이상 온도에
장시간 노출 ° C 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1 백 20 메가바이트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크기로 제한
-10 ~ 55 ° C (14-131 ° F)
95 %
MIL-PRF-28800F 클래스 2
-4080 ° C (-40 ~ 176 ° F)

결로

EN 61326-2-1

유럽 EMC 준수

<2.35 kg (5.18 파운드)
260X 190 x60 (mm)
10.2 X 7.5 X 2.4 (인치)

와 배터리
약 (폭 x 높이 x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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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기

이년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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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케이블 목록
케이블 유형
FSJ1-50A
FSJ250
FSJ4-50B
HCC 12-50J
HCC 158-50J
HCC 300-50J
HCC 312-50J
HCC 78-50J
HF 4-1/8 "Cu2Y
HF 10 "Cu2Y
HF 6-1/8 "Cu2Y
HJ4.5-50
HJ4-50
HJ5-50
HJ7-50A
LDF12-50
LDF4-50A
LDF5-50A
LDF6-50
LDFF7-50A
LMR100
LMR1200
LMR1700
LMR200
LMR240
LMR400
LMR500
LMR600
LMR900
RG142
RG17, 17A
RG174
RG178B
RG187, 188
RG213 / U
RG214
RG223
RG55, 55A, 55B
RG58, 58B
RG58A, 58C
RG8, 8A, 10, 10A
RG9, 9A
HFSC-12D (1 / 2 ")
HFC-12D (1 / 2 ")
HFC-22D (7 / 8 ")
HFC-33D (1_1 / 4 ")
HFC-42D (1_5 / 8 ")

상대 PropagationVelocity (V |)
0.84
0.83
0.81
0.915
0.95
0.96
0.96
0.915
0.97
0.96
0.97
0.92
0.914
0.916
0.921
0.88
0.88
0.89
0.89
0.88
0.8
0.88
0.89
0.83
0.84
0.85
0.86
0.87
0.87
0.69
0.659
0.66
0.69
0.69
0.66
0.659
0.659
0.659
0.659
0.659
0.659
0.659
0.81
0.88
0.88
0.88
0.87

공칭 감쇠 dB / m @ 1,000
MHz 의
0.197
0.134
0.119
0.092
0.023
0.014
0.013
0.042
0.01
0.007
0.006
0.054
0.087
0.042
0.023
0.022
0.077
0.043
0.032
0.027
0.792
0.044
0.033
0.344
0.262
0.135
0.109
0.087
0.056
0.443
0.18
0.984
1.509
1.017
0.292
0.292
0.165
0.541
1.574
0.787
0.262
0.289
0.112
0.072
0.041
0.0294
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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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유형
RFCX-12D (1 / 2 ")
RFCX-22D (7 / 8 ")
RFCX-33D (1_1 / 4 ")
RFCX-42D (1_5 / 8 ")
RFCL-22D (7 / 8 ")
RFCL-33D (1_1 / 4 ")
RFCL-42D (1_5 / 8 ")

상대 PropagationVelocity (V |)
0.88
0.88
0.88
0.87
0.88
0.88
0.87

공칭 감쇠 dB / m @ 1,000
MHz 의
0.088
0.049
0.038
0.028
0.044
0.034
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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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밴드리스트
밴드 이름

시작 주파수 (MHz 이상)

정지 주파수 (MHz 이상)

블루투스 미국 & 유럽
블루투스 JAPAN
C450 P UP
DOWN C450 P
C450 P FULL
C450 SA UP
C450 SA DOWN
C450 SA FULL
CDMA 중국 UP
CDMA 중국 DOWN
CDMA CHINA FULL
UP CELLULAR
DOWN CELLULAR
셀룰러 FULL
CELLULAR 700 UP
CELLULAR 700 DOWN
셀룰러 FULL 700
DCS GSM 1,800 UP
DCS GSM 1,800 DOWN
DCS GSM FULL 1800
DMB
GSM 900 UP
DOWN GSM 900
FULL GSM 900
IEEE 802.11 FH
IEEE 802.11 DS
IEEE 802.11 / g
IMT2000 UMTS WCDMA UP
IMT2000 UMTS WCDMA DOWN
IMT2000 UMTS WCDMA FULL
주의 2.4GHz
JTACS / NTAC 일본 ARIB UP
JTACS / NTAC 일본 ARIB DOWN
JTACS / NTAC 일본 ARIB FULL
411 UP NMT
DOWN NMT 411
NMT FULL 411
451 UP NMT
DOWN NMT 451
FULL NMT 451
NMT 451 20kHz 의 CDMA2k UP
NMT 451 20kHz 의 CDMA2k DOWN
NMT 451 20kHz 의 CDMA2k FULL
NMT 450 20kHz 의 CDMA2k UP
NMT 450 20kHz 의 CDMA2k DOWN
NMT 450 20kHz 의 CDMA2k FULL
900 UP NMT

2400
2,472
453
463
453
465
455
455
872
917
872
824
869
824
776
746
746
1,710
1,805
1,710
2,593
880
925
880
2,402
2,412
2400
1,920
2,110
1,920
2400
887
832
832
411
421
411
450
460
450
451
461
451
411
421
411
890

2,484
2,497
464
474
474
470
460
470
915
960
960
849
894
894
794
764
794
1,785
1,880
1,880
2,693
915
960
960
2,495
2,484
2,484
1980
2,170
2,170
2,484
925
870
925
420
430
430
460
470
470
484
494
494
458
468
468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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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이름

시작 주파수 (MHz 이상)

정지 주파수 (MHz 이상)

DOWN NMT 900
FULL NMT 900
PCS GSM 1,900 UP
PCS GSM 1,900 DOWN
PCS GSM FULL 1900
PCS KOREA 를 UP
PCS KOREA 다운
PCS KOREA FULL
PDC 800 UP
PDC 800 DOWN
FULL PDC 800
PDC 1500 UP
DOWN PDC 1500
PDC 1500 FULL
PHS
SMR 800 UP
SMR 800 DOWN
FULL SMR 800
SMR 1500 UP
DOWN SMR 1500
SMR 1500 FULL
TACS / ETACS UP
DOWN TACS / ETACS
TACS / ETACS FULL
테트라

935
890
1,850
1,930
1,850
1,750
1,840
1,750
898
843
843
1,525
1,477
1,477
1,895
806
851
806
1,453
1501
1,453
872
917
872
380

960
960
1,910
1,990
1,990
1,780
1,870
1,870
940
885
940
1,549
1501
1,549
1,918
821
866
866
1,465
1,513
1,513
915
960
96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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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VSWR - 반사 손실 변환 표


손실에게 = 20log10 (VSWR +1 / VSWR-1) (dB)을 반환



VSWR =

ReturnLossTrans.Loss
PowerTransPowerRefl
Volt.ReflCoeff
(dB)
(dB)
(%)
(%)
0.263
0.24
94.1
5.9
(10R.L./20 +1 1.64 12.3
1.66 12.1
0.276
0.25
93.8
6.2
1.68 11.9
0.289
0.25
93.6
6.4
/ 10R.L./20-1) 1.70 11.7
0.302
0.26
93.3
6.7
1.72 11.5
0.315
0.26
93.0
7.0
1.74 11.4
0.329
0.27
92.7
7.3
1.76 11.2
0.342
0.28
92.4
7.6
ReturnLossTrans.Loss
PowerTrans
PowerRefl0.356
1.78
11.0
0.28
92.1
7.9
VSWR
Volt.ReflCoeff
(dB)
(dB)
(%) 1.80 10.9
(%)
0.370
0.29
91.8
8.2
1.00 0.000
0.00
100.0
0.0
1.82 10.7
0.384
0.29
91.5
8.5
1.01 46.1
0.000
0.00
100.0
0.0
1.84 10.6
0.398
0.30
91.3
8.7
1.02 40.1
0.000
0.01
100.0
0.0
1.86 10.4
0.412
0.30
91.0
9.0
1.03 36.6
0.001
0.01
100.0
0.0
1.88 10.3
0.426
0.31
90.7
9.3
1.04 34.2
0.002
0.02
100.0
0.0
1.90 10.2
0.440
0.31
90.4
9.6
1.05 32.3
0.003
0.02
99.91.92 10.0
0.1
0.454
0.32
90.1
9.9
1.06 30.7
0.004
0.03
99.91.94 9.9
0.1
0.468
0.32
89.8
10.2
1.96 9.8
0.483
0.32
89.5
10.5
1.98 9.7
0.497
0.33
89.2
10.8
2.00 9.5
0.512
0.33
88.9
11.1
2.50 7.4
0.881
0.43
81.6
18.4
3.00 6.0
1.249
0.50
75.0
25.0
3.50 5.1
1.603
0.56
69.1
30.9
4.00 4.4
1.938
0.60
64.0
36.0
4.50 3.9
2.255
0.64
59.5
40.5
5.00 3.5
2.553
0.67
55.6
44.4
5.50 3.2
2.834
0.69
52.1
47.9
6.00 2.9
3.100
0.71
49.0
51.0
6.50 2.7
3.351
0.73
46.2
53.8
7.00 2.5
3.590
825
43.7
56.3
7.50 2.3
3.817
0.76
41.5
58.5
8.00 2.2
4.033
0.78
39.5
60.5
8.50 2.1
4.240
0.79
37.7
62.3
9.00 1.9
4.437
0.80
36.0
64.0
9.50 1.8
4.626
0.81
34.5
65.5
10.00 1.7
4.807
0.82
33.1
66.9
11.00 1.6
5.149
0.83
30.6
69.4
12.00 1.5
5.466
0.85
28.4
71.6
13.00 1.3
5.762
0.86
26.5
73.5
14.00 1.2
6.040
0.87
24.9
75.1
15.00 1.2
6.301
0.88
23.4
76.6
16.00 1.1
6.547
0.88
22.1
77.9
17.00 1.0
6.780
0.89
21.0
79.0
18.00 1.0
7.002
0.89
19.9
80.1
19.00 0.9
7.212
0.90
19.0
81.0
20.00 0.9
7.413
0.90
18.1
81.9
25.00 0.7
8.299
0.92
14.8
85.2
30.00 0.6
9.035
0.94
12.5
87.5
VSWR

ERROR! USE THE HOME TAB TO APPLY 제목 1,CHAPTERTITLE TO THE TEXT THAT YOU WANT TO APPEAR HERE.
182

JD720C Cable and Antenna Analyzers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1.56
1.58
1.60
1.62

29.4
28.3
27.3
26.4
25.7
24.9
24.3
23.7
23.1
22.6
22.1
21.7
21.2
20.8
20.4
20.1
19.7
19.4
19.1
18.8
18.5
18.2
17.9
17.7
17.2
16.8
16.3
15.9
15.8
15.2
14.9
14.6
14.3
14.0
13.7
13.4
13.2
13.0
12.7
12.5

0.005
0.006
0.008
0.010
0.012
0.014
0.016
0.019
0.021
0.024
0.027
0.030
0.033
0.036
0.039
0.043
0.046
0.050
0.054
0.058
0.062
0.066
0.070
0.075
0.083
0.093
0.102
0.112
0.122
0.133
0.144
0.155
0.166
0.177
0.189
0.201
0.213
0.225
0.238
0.250

0.03
0.04
0.04
0.05
0.05
0.06
0.06
0.07
0.07
0.07
0.08
0.08
0.09
0.09
0.10
0.10
0.10
0.11
0.11
0.12
0.12
0.12
0.13
0.13
0.14
0.15
0.15
0.16
0.17
0.17
0.18
0.19
0.19
0.20
0.21
0.21
0.22
0.22
0.23
0.24

99.9
99.9
99.8
99.8
99.7
99.7
99.6
99.6
99.5
99.5
99.4
99.3
99.2
99.2
99.1
99.0
98.9
98.9
98.8
98.7
98.6
98.5
98.4
98.3
98.1
97.9
97.7
97.5
97.2
97.0
96.7
96.5
96.3
96.0
95.7
95.5
95.2
94.9
94.7
94.4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0.7
0.8
0.8
0.9
1.0
1.1
1.1
1.2
1.3
1.4
1.5
1.6
1.7
1.9
2.1
2.3
2.5
2.8
3.0
3.3
3.5
3.7
4.0
4.3
4.5
4.8
5.1
5.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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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주문 정보
기본 모델

JD723C
JD724C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100-2700 MHz 이상) 1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5-4000 MHz 이상) 1
교정 키트 1Requires

옵션

JD720C001
JD720C002

RF 전력 Meter2
광 파워 Meter3
2RequiresRF
3Requires 광

표준 부속품
JD72050541
GC72450522
G710550335
GC72450536
GC72450518
GC72450523
GC72450521
G710550316
JD72050561

JD720C Case4 휴대용 소프트
JD720 AC-DC Adapter4
크로스 LAN 케이블 (1.5 m) 4
미니 B 케이블 USB (1.8 M) 4
>1GB 인 USB 메모리 4
JD720 자동차 담배 Lighter/12V DC Adapter4
JD720 리튬 이온 Battery4
스타일러스 Pen4
JD720C 사용 설명서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CD
4Standard 액세서리는

선택적 교정 키트
JD72450509
JD72450510

파워 센서
파워 센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Y - 교정 키트, 유형-N (M), DC ~ 4 GHz 의, 50 
Y - 교정 키트, DIN (M), DC ~ 4 GHz 의, 50 

선택적 RF 케이블
G710050531 1.5 m (4.92 피트) RF 케이블, 18 GHz 의 유형-N (M)에 입력-N (F), 50 DC 
G710050532 3.0 m (9.84 피트) RF 케이블, 18 GHz 의 유형-N (M)에 입력-N (F), 50 DC 
선택적 RF 파워 센서
JD731B 방향
W
JD733A 방향
JD732A 종단
JD734A 종료
JD736A 종단
JD72450551 종단
JD72450552 종료

파워 센서, 300 에 3800 MHz 의 평균 0.15 에 150 W, 피크 4 에 400
파워
평균
피크
평균
평균
피크

센서, 150 에 3500 MHz 의 평균 / 최고 0.150 W
파워 센서, 20 에 3800 MHz 의 -30 에 +20 dBm 의
파워 센서, 20 에 3800 MHz 의 -30 에 +20 dBm 의
및 피크 파워 센서, 20 에 3800 MHz 의 -30 에 +20 dBm 의
파워 센서, 40 에 3000 MHz 의 -30 에 0 dBm 의
파워 센서, 40 에 4000 MHz 의 -40 에 0 dBm 의

선택 사양의 광학 파워 센서
MP-60 소형 USB 2.0 광 파워 센서, +10 dBm 의
MP-80 소형 USB 2.0 광 파워 센서, +23 dBm 의
어댑터 옵션
G710050571
G710050572
G710050573
G710050574
G710050575

어댑터 DIN 에 유형-N (M) (F), 4 GHz 의, 50 DC Ω
DIN 에 어댑터 DIN (M) (M), 4 GHz 의, 50 DC Ω
SMA 에 어댑터 유형-N (M) (F), 18 DC GHz 의, 50 Ω
1.5 어댑터 BNC 에 유형-N (M) (F), DC GHz 의, 50 Ω
어댑터 유형-N (F) 4 GHz 의, 50 (F), DC-N 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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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10050576
G710050577
G710050578
G710050579
선택적 기타
G710050581
JD72350542
JD720C362

어댑터 DIN 에 유형-N (M) (M), 4 GHz 의, 50 DC 
(F) DIN 에 어댑터 유형-N (F), 4 GHz 의, 50 DC 
4 GHz 의 50 어댑터 유형-N (f)에 DIN (M), DC 
DIN 에 어댑터 DIN (F) (F), 4 GHz 의, 50 DC 
감쇠기 40dB, 4 GHz 의 (단방향) 100 W, DC
JD720 하드 휴대용 케이스
JD720C 사용 설명서- 인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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