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al 모듈을 정기적으로 교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Ecal 모듈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장치입니다. Ecal 모듈은 연결, 보관,  
취급 시 적절하게 사용하면 다음 교정 때까지 보증된 사양 내에서 문제 없이 작동 
합니다. 그러나 극히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입력,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안정성과 
반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넥터 손상으로 측정 정확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가 2,000개에 달하는 고객들의 Ecal  
모듈을 분석한 사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 간격이 길어지면 Ecal 모듈의 OOT(Out-of-Tolerance)도 
증가합니다.
교정한 지 3년이 넘은 Ecal 모듈은 1년마다 교정한 모듈에 비해 OOT 비율이 3배 
더 높습니다. 이러한 OOT는 Ecal 내부 표준의 변화와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커넥터 손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VNA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1에는 OOT Ecal 모듈이 VNA 측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와  
있습니다. 파란 선은 Ecal 모듈이 적절하게 작동할 경우의 측정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황 선은 커넥터 결함이 있으며 5년 동안 교정을 하지 않은 OOT Ecal 모듈에서의 
측정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황 선은 측정 값의 변화가 커서 Smith 차트에는 선의  
일부가 잘려 있습니다. VNA에서 이러한 Ecal 모듈이 사용될 경우 측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허용오차 내에 있는 Ecal 모듈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Ecal 모듈을 보여주는 Smith 차트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Ecal 모듈

키사이트 Ecal 모듈 교정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NA)의 측정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자 교정(Ecal) 모듈을 교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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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A 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Ecal 모듈의 교정 루틴은 Ecal 모듈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공장 또는 서비스 센터의 특성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 에러 조건을 계산 
합니다. 특성 분석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라 VNA 측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특성 분석 및 커넥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Ecal 모듈을 1년마다 교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특성 분석 데이터로 Ecal 모듈을 업데이트하십시오.
Ecal 모듈의 임피던스 표준 특성은 에이징, 드리프트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해 변화 
됩니다. Ecal 성능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Ecal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임피던스 표준의 S-파라미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넥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커넥터에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Ecal 성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림 2는 커넥터 손상의 예를 보여줍니다. 교정 서비스를 
요청하면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의 기술자들이 시각적, 기계적, 전기적으로 커넥터의 
상태를 검사한 다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안심하고 VNA 측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의 Ecal 모듈 교정이  
제공하는 이점 

 – 가장 정확한 특성 분석 데이터를 제공

 – Ecal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업데이트

 – 측정의 안정성과 반복성 점검

 – 시각적, 기계적, 전기적으로 커넥터 검사

 – 핀 깊이를 조정하고 안쪽 접촉부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를 교체

 – 교정 전의 측정 결과 확인(교정 전 데이터가 Ecal 사양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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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의 사진은 적정 상태의 커넥터를 보여줍니다. 아래 사진은 핑거가 하나는 손상되고 하나는 분실된 
커넥터를 보여줍니다. 커넥터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커넥터 관리 퀵 레퍼런스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08510-90360.pdf)를 참조하십시오.

1년마다 Ecal 모듈을 교정해야 하는 이유

VNA 측정 동안 잘못된 통과/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Ecal 모듈을 1년마다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정 서비스 일정은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