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E5080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 9 kHz ~ 4.5/6.5/9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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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ENA

키사이트 E5080A는 동급 최고의 성능, 유연한 기능, 고급 유용성을 제공하는 차세대 ENA입니다. 직관적인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의 E5080A는 사용자가 측정 흐름을 간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계측기는 ENA 및 PNA 제품군의 최고 속성을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E5080A는 R&D 및 제조 환경 모두를 위해 RF 구성요소 테스트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며, 
균형 잡힌 DUT를 포함해서 앰프, 믹서, 필터, 안테나, 케이블 같은 액티브 및 패시브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E5080A는 45년간 축적된 네트워크 분석 기술력과 75년을 이어온 전자 테스트 
및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급 최고의 성능

넓은 동적 범위 147 dB (일반)

빠른 측정 속도 3 ms (401 포인트, uncorrected)

낮은 트레이스 노이즈 0.0015 dBrms (10 kHz IFBW)

높은 안정성  0.005 dB/°C

폭넓은 소스 출력 범위 –90 ~ +15 dBm (사양)

E5080A는 9 kHz부터 넓은 동적 범위를 제공합니다. E5071C보다 10 dB 이상 우수한 동적 범위가 필터  
등의 높은 차단 DUT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넓은 IFBW를 사용해서 측정 속도를 개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빠른 측정 속도를 통해 생산 라인의 테스트 처리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0.0015 dBrms의 낮은 트레이스 노이즈와 0.005 dB/°C의 뛰어난 온도 안정성으로 동급 최고의 측정 
반복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E5080A는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뛰어난 트레이스 노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림 1. 넓은 동적 범위 (IFBW = 10 Hz)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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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직관적이고 유연한 작동

E5080A는 사용자가 측정 흐름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측정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며, 전면판 키, 탭이 장착된 터치 작동 
소프트키, 터치 중심의 트레이스 디스플레이 및 
윈도우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손쉽게 액세스

탭 소프트 패널(Tabbed Soft Panel)을 이용할 
경우, 몇 단계만 거치면 분석기의 주요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길게 터치하면 
컨텍스트 팝업(Context Popup) 메뉴가 활성화되고, 
소프트키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가장 필요한 메뉴가 
표시됩니다.

대화창 메뉴와 채널 복사를 이용한 빠른 
설정

다양한 대화창 메뉴가 간편한 측정 설정을 지원합니다.  
퀵 스타트(Quick Start)는 복잡한 혼합 모드  
S-파라미터와 Blanced DUT를 위한 트레이스 
레이아웃 설정을 지원하며, 스위프 설정은 필요한 
자극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업과 사용자 
교정 데이터를 다른 채널로 복사하는 채널 복사 기능은 
다중 채널 설정에 유용합니다.

툴바를 통해 필수 기능에 직접 액세스 
툴바의 아이콘을 눌러 측정 트레이스, 채널 및 윈도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그룹이나 툴바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소프트키를 길게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 키를 즐겨찾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트레이스와 윈도우 레이아웃 
트레이스와 윈도우의 레이아웃은 직관적인 드래그  
앤 드롭 작동을 통해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같은 윈도우에서 다양한 채널 
설정으로 트레이스를 오버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 퀵 스타트 대화창

그림 2. 탭 소프트 패널과 팝업 메뉴

그림 4. 툴바 그림 5. 드래그 앤 드롭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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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80A ENA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고 테스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분석 기능을 최고의 RF 성능과 결합했습니다.

믹서를 위한 주파수 오프셋 모드, SMC 및 VMC
스칼라 믹서 교정(SMC)은 가장 정확한 변환 손실/이득 측정을 제공합니다.  
벡터 믹서 교정(VMC)은 위상 및 그룹 지연을 측정하도록 지원하는 키사이트 
VNA의 고유 기능입니다.

케이블, PCB 및 필터를 위한 시간 도메인 분석과 게이팅 기능

E5080A는 타임 게이팅을 비롯한 포괄적인 시간 도메인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001 포인트로 전기적으로 긴 DUT 분석을 지원하며, 퀵 스타트(Quick 
Start) 대화창은 복잡한 시간 도메인 설정을 위한 간편한 셋업을 제공합니다.

PMAR(Power Meter As Receiver)
PMAR은 외부 파워 미터/센서의 측정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기능으로, 
앰프 측정에서 RF 전력 레벨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또한, 파워 센서를 주파수 
컨버터 같은 측정 디바이스를 위한 스칼라 검출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스위프

IFBW 및 소스 파워 등을 테스트 포트별로 설정해서 측정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분석 함수

 – Equation Editor. 복잡한 분석을 위해 Equation Editor에서 MATLAB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리플 리미트 및 BW 리미트(필터 튜닝) 
 – 포인트 리미트(안테나 테스트) 
 – 멀티 피크 검색 – 트레이스당 15개의 마커 
 – EMC 챔버 현장 감쇠를 위한 트레이스 최대/최소 홀드 

포괄적 하드웨어 기능

E5080A는 기본 기능으로 바이어스 티(Bias tee)와 AUX DC 입력 같은 유용한 
하드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측정 기능

그림 6. 믹서 셋업

그림 7. 퀵 스타트의 시간 도메인 설정

그림 8. Equation Editor(수식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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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교정 툴

네트워크 분석기를 교정하는것은 높은 측정 정확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5080A는 동축 DUT, 도파관 DUT를 비롯하여 테스트 픽스처, 인쇄 회로  
기판(PCB) 또는 웨이퍼 상의 DUT를 위해 공통 교정 방법을 지원하며, 고급  
교정 방법과 교정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 교정” 기능을 내장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TRL/LRL/TRM/LRM 교정(Through, Refect, Line, Match)은
PCB와 온웨이퍼 측정을 위해 제공합니다.

Unknown Thru(SOLR) 교정은 삽입 불가능한 디바이스에 적합합니다.

Source Power Cal은 앰프 측정을 위한 것으로 분석기의 수신기를 사용한  
전력 교정 등의 고급 기법을 제공합니다.

Quick SOLT(QSOLT)는 다중 포트 교정을 위해 보정 표준과 교정 단계의 수를 
줄여줍니다.

전자 교정(ECal) 모듈은 간단한 단일 연결 작동으로 정확한 교정을 제공합니다.

기본 교정

E5080A는 다양한 교정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정 방법의 복잡성에 따라 
적절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교정 대화창은 같은 대화창 페이지에서 
모든 교정 버튼을 제공하는 매우 간단한 교정 UI입니다. 이 교정 메뉴는 기본 SOLT 
교정 같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교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합니다.

고급 교정 방법

교정 마법사
E5080A는 복잡한 교정을 위한 위저드형 교정 메뉴도 제공합니다. 스마트 교정
(Smart Cal)은 마법사 메뉴를 통해 교정의 모든 작동 단계를 안내하는데,  
이 교정 메뉴는 혼합 커넥터 교정, 그리고 SOLT 교정과 소스/수신기 전력 교정의 
결합 등 복잡한 교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합니다. 모두 교정(Cal All)은 스마트 
교정의 고급 마법사 기능으로, 이 교정 메뉴는 최소한의 단계로 멀티 채널 측정 
설정의 교정을 안내합니다.

교정 플레인 매니저(Cal Plane Manager)
교정 플레인 매니저는 어댑터, 테스트 픽스처 또는 프로브를 S2P 데이터로 특성화 
하도록 도와주며, 이들을 수학적으로 디임베딩하여 DUT단에서의 측정 정확도를 
개선시킵니다. 이 기능은 또한 S2P 파일의 포트 순서를 반전시키거나 2개의 S2P 
파일을 캐스케이딩하는 등 기존의 S2P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픽스처 시뮬레이터

픽스처 시뮬레이터는 임베딩/디임베딩, 포트 정합, 임피던스 변환, 포트 확장 등의 
픽스처 및 어댑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림 9. 기본 교정

그림 10. 픽스처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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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개 포트로 측정

오늘날의 RF 디바이스는 종종 여러 기능을 단일 부품에 통합하여 여러 RF 포트를 
갖게 됩니다. 4포트 E5080A와 E5092A 구성 가능한 멀티포트 테스트 세트의 
결합은 포괄적인 멀티포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대 2개의 E5092A 테스트 
세트의 전면판 점퍼 연결을 변경하면, 테스트 요건에 따라 테스트 포트 구성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MWA(Measurement Wizard Assistant) 
소프트웨어 옵션은 E5080A 및 E5092A를 이용한 멀티포트 디바이스 테스트를 
위해 복잡한 설정과 교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BenchVue 구현

키사이트 BenchVue 소프트웨어가 E5080A ENA를 지원하기 때문에 PC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쉽게 캡처하고 스테이트 파일을 교환할 수 있으며 R&D 환경에서 
RF 디바이스 평가를 위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BenchVue 소프트웨어는 
www.keysight.com/fnd/BenchVu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호

업그레이드 지원!

초기 구매 이후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도메인 모드, 주파수 
오프셋 모드 및 MWA 같은 소프트웨어 옵션뿐만 아니라 주파수, 테스트 포트 및 
높은 안정성 같은 하드웨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E5080A는 언제든 다른 E5080A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투자 보호

키사이트는 E5080A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8753의 원격 프로그래밍 명령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코드 호환 모드를 제공하여 8753 소프트웨어 투자를 
보호합니다.

그림 11. 멀티포트 구성

그림 12. BenchVue U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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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80A의 전면판과 후면판

터치스크린이 있는 대형 
(12.1인치) WXGA 디스플레이

탭 소프트키 메뉴로 원하는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

상황별 안내 도움말(내장)

10 MHz Reference  
입력/출력 DC 바이어스 입력 트리거 입력/출력

ECal 및 다른 USB 
디바이스의 신속한 

액세스

트레이스당 
최대 15개
의 마커

원격 작동을 
위한 GPIB

DC 측정을 위한  
보조 입력

200개 측정
채널 및

무제한 트레이스

간편한 설정을 구현하
는 스위프 설정과 퀵 
스타트

이전 항목을 취소하거
나 복원하는 실행 취소/
재실행

외부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핸들러 입력/출력

LAN과 디바이스측 USB는 원격 
프로그래밍을 위한 GPIB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착탈식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옵션)

데이터 보안 유지

착탈식 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는 
계측기를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쉽게 이동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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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80A 주요 사양 및 특징 (E5071C와 비교)

항목 E5080A E5071C (4.5/6.5/8.5 GHz 옵션)

주파수 9 kHz ~ 4.5/6.5/9 GHz(바이어스 티 포함) 9 kHz ~ 4.5/6.5/8.5 GHz(바이어스 티 미포함)
100 kHz ~ 4.5/6.5/8.5 GHz(바이어스 티 포함)

테스트 포트 2-포트 또는 4-포트, 50 Ω 2-포트 또는 4-포트, 50Ω

동적 범위
(10 Hz IFBW일 때, 최대 소스 전력)

147 dB(일반)
135 dB (사양)

123 dB (사양)

트레이스 노이즈 0.0015 dBrms(10 kHz IFBW일 때, 최대 입력 레벨) 0.003 dBrms(70 kHz IFBW일 때, 최대 입력 레벨)

안정성 0.005 dB/°C 0.005 dB/°C

측정 속도
(401 포인트, 200 MHz 스팬, 미보정)

3 ms 7 ms

소스 파워 –90 ~ +15 dBm –55 ~ +10 dBm

NOP 최대  100,001 최대  20,001

채널 200 160

마커 트레이스당 15개 트레이스당 9개

측정 파라미터 S-파라미터 (single-ended mixed-mode), Absolute 
power

S-파라미터 (single-ended mixed-mode), Absolute 
power, TDR 및 TDT 파라미터1

소프트웨어 옵션 FOM, 시간 도메인, MWA FOM, 시간 도메인, MWA, 향상된 시간 도메인(TDR 옵션)

기타 주요 소프트웨어 기능 픽스처 시뮬레이터, 수식 편집기, cXL, PMAR  
(power meter as receiver)

픽스처 시뮬레이터, 수식 편집기, cXL, 외부 테스트 세트 모드

자동화 SCPI 명령을 통한 원격 제어 SCPI 명령을 통한 원격 제어, 내장 VBA

멀티포트 테스트 세트 E5092A E5092A, E5091A3

디스플레이 12.1 인치 10.4 인치

장비 높이 6 U 5 U

기타 주요 하드웨어 기능 높은 안정성 오븐(옵션), 바이어스 티, DC 입력 포트 높은 안정성 오븐(옵션), 바이어스 티, DC 입력 포트,  
프로브 전력

1. 옵션 기능
2. 4개 테스트 포트가 다이렉트 소스/수신기 포트 S,R,A,B로 지정됩니다.
3. 단종된 테스트 세트, 2014년 12월 EOS

자세한 정보는 E5080A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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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80A 주문 정보

모델/옵션 번호 설명

E5080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테스트 세트 옵션

E5080A-245 2 포트 테스트 세트, 9 kHz ~ 4.5 GHz(바이어스 티 포함)

E5080A-265 2 포트 테스트 세트, 9 kHz ~ 6.5 GHz(바이어스 티 포함)

E5080A-295 2 포트 테스트 세트, 9 kHz ~ 9 GHz(바이어스 티 포함)

E5080A-445 4 포트 테스트 세트, 9 kHz ~ 4.5 GHz(바이어스 티 포함)

E5080A-465 4 포트 테스트 세트, 9 kHz ~ 6.5 GHz(바이어스 티 포함)

E5080A-495 4 포트 테스트 세트, 9 kHz ~ 9 GHz(바이어스 티 포함)

소프트웨어 옵션

E5080A-009 주파수 오프셋 모드1

E5080A-010 시간 도메인 분석

E5080A-790 Measurement Wizard assistant Software

다른 옵션

E5080A-017 탈착식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5080A-019 표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5080A-UNQ 표준 안정성 타임베이스

E5080A-1E5 높은 안정성 타임베이스

E5080A-1A7 교정 + 불확도 + 가드밴딩 (교정 성적서 옵션)

E5080A-A6J ANSI Z540-1-1994 교정 (교정 성적서 옵션)

E5080A-810 키보드 추가

E5080A-820 마우스 추가

E5080A-1CM 랙 장착 키트

E5080A-1CP 랙 장착 및 전면 핸들 키트

1. 기본 FOM 함수, 스칼라 믹서 측정(SMC 클래스) 및 벡터 믹서 특성 분석 매크로를 제공합니다.

관련 문서

E5080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데이터 시트, 5992-0291EN 
E5080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구성 가이드, 5992-0292EN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네트워크 분석기 선택 가이드, 5989-7603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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