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5000시리즈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 Ultra-Real 테크놀로지
• 주파수 : 최대 6.5 GHz
• 표시 평균 노이즈 레벨 (DANL) : <- 165dBm (Typical)
• 위상 잡음 : <- 108dBc / Hz (Typical)
• 레벨 측정 불확도 : <0.8 dB
• 6.5 GHz 트랙킹 제네레이터(TG)
• 최소 분해능 대역폭 1Hz
• 최대 40 MHz의 실시간 분석 대역폭
• 여러 측정 모드
• 다양한 고급 측정 기능
• 벡터 신호 분석 측정 애플리케이션 (VSA, 옵션)
• EMI 측정 (옵션)
•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애플리케이션
• 다양한 트리거 모드와 트리거 마스크
• Density, 스펙트로그램 및 기타 표시 모드
• PC 소프트웨어 옵션
• 10.1 인치 정전식 멀티 터치 스크린, 터치 제스처를 지원
• USB, LAN, HDMI 및 기타 통신 및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RIGOL TECHNOLOGIES,INC.

RSA5000 시리즈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Linux 시스템 탑재에 의한 안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쿼드 코어 프로세서
탑재하여 빠른 성능

10.1 인치 정전식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에
의한 제스처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을
지원

TG : 100kHz ～ 3.2/6.5GHz
-40dBm ～ 0dBm

RF : 9kHz ～3.2/6.5GHz

제품크기: 폭×높이×깊이= 410mm×224mm×135mm

Ultra-Real 테크놀로지를 통해 빠른 실시간 측정 모드에서는 대역폭의 신호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로그램, Density, PVT 등의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며,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기능(FMT)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ltra-Real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완벽한 분석
• 분석 대역폭에서 완벽한 I / Q 데이터 획득
• 스펙트럼의 갭이 없는 스펙트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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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FMT)는 스펙트럼의 산발적 또는 일시적 이벤트로 측정을

트리거 합니다.

Composite displays
스펙트럼의 갭 없는 표시의 스펙트로그램

신호 발생 빈도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밀도 스펙트럼

RSA5000시리즈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하나의 계측기로 여러 RF 테스트 요구 사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 가지 측정 모드를 지원합니다.
RSA3000 시리즈는 기존 GPSA 모드 외에 EMI, RTSA, VSA 및 VNA 모드를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계측기로 여러 RF 테스트 문제를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 측정 모드는 다중 채널 전력, ACP 및 점유 BW와 같은 송신기 테스트에

CISPR 표준 (예 : EN55011, EN55012 등)을 준수하는 한계선을 빠르게 불러와

필요한 테스트 항목을 제공합니다.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세 가지 다른 감지기로 목표 지점을 모니터링합니다.

RIGOL 2

밀도(Density)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높은 레벨 의 신호 뒤에 숨겨진

측정 결과의 표시 방법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신호의 여러 뷰를 동시에 표시하고,

예외적인 신호를 찾고 FMT로 정확하게 캡처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레이아웃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보다 선명한 디스플레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VNA 모드에서는 구성 요소 및 회로 네트워크에 대한 S11, S21 및 DTF 측정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인 구성 요소의 네트워크 특성은 Smith 차트,
Polar 차트 및 기타 형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업 경험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동
모드
10.1 인치 정전식 멀티 터치 스크린은 다양한 터치 제스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조작의 주류 트랜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탭, 드래그, 핀치,
스트레칭 등의 제스처 지원의 조작에 의해 측정 동작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RSA3000 시리즈는 RIGOL 기존 제품처럼 노브와

키의 조작을 유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조작을 보다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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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연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인터페이스
기기는 HDMI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큰 디스플레이 / 모니터에 연결하여
디스플레이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Web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 장치의
IP 주소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직접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제어 환경을
개선합니다.

사양
사양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유효합니다 : 장비는 교정 기간에서 0 ℃ ~ 50 ℃의 온도에서 적어도 2 시간 동안 보관하고 40 분간 예열 후 유효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설명서의 사양은 측정 불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ypical : 측정 결과의 80 %가 상온 (약 25 ℃)에서 측정되는 특성. 이 사양는 보장되지 않고, 측정의 불확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Nominal : 예상되는 평균 또는 평균 성능 또는 설계된 속성 (50Ω 커넥터 등). 이 데이터는 보장되지 않고, 실온 (약 25 ℃)에서 측정됩니다.
Measured: 설계 단계에서 측정된 속성에서 예상되는 성능 (시간에 따른 진폭 드리프트의 변동 등)과 비교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실온 (약 25 ℃)에서 측정됩니다.
주 :이 설명서의 모든 그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온에서의 여러 계측기의 측정 결과입니다. 이 설명서에 나와있는 사양 (트랙킹 제네레이터 사양
제외)는 트랙킹 제네레이터가 오프상태입니다.

측정모드
측정모드
스위프형 스펙트럼 분석기（GPSA）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RTSA）
벡터 신호 분석 측정 애플리케이션 (VSA)
EMI측정 （EMI）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애플리케이션 (VNA)

측정 모드 및 제품 모델 적용표
RSA5032
√
√
√
√
×
×

GPSA
RTSA
VSA
EMI
VNA
Tracking Generator

RSA5032-TG
√
√
√
√
×
√

RSA5032N
√
√
√
√
√
√

RSA5065
√
√
√
√
×
×

RSA5065-TG
√
√
√
√
×
√

RSA5065N
√
√
√
√
√
√

참고 : RSA5000N 모델은 RSA5000-TG에는없는 하드웨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SA5000-TG 모델은 VNA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측정모드
주파수

주파수 범위

RSA5032/-TG/N

RSA5065/-TG/N

9 kHz to 3.2 GHz

9 kHz to 6.5 GHz

내부 기준 주파수
기준 주파수

10 MHz

정확도

초기 교정 정확도

±[(최근 교정 후 경과 시간 × 장비 노화 속도) + 온도 안정도 + 교정 정확도]

표준

<1 ppm

옵션 OCXO-C08

<0.1 ppm

0℃～50℃, 25℃ 기준

온도안정도

장비노화속도

표준

<0.5 ppm

옵션 OCXO-C08

<0.005 ppm

표준

<1 ppm/년

옵션 OCXO-C08

<0.03 ppm/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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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형 스펙트럼 분석기(GPSA)모드
주파수
주파수 정확도

마크 주파수 분해능

span /（sweep 포인트 수-1）

마크 주파수 불확도

±（마크 주파수 ×기준주파수 정확도+ 1％×span + 10％×분해능 대역+마크 주파수
분해능）

주파수 카운터
분해능

1 Hz

불확도

±（마크 주파수 ×기준주파수 정확도+카운터 분해능)

주파수 span
범위

0 Hz, 10Hz ～ 최고주파수

분해능

2 Hz

불확도

±span /（sweep 포인트 수-1）

SSB위상 노이즈
20℃～30℃，fc = 500 MHz

캐리어 오프셋

1 kHz

<-95 dBc/Hz (Typical)

10 kHz

<-106 dBc/Hz, <-108 dBc/Hz (Typical)

100 kHz

<-106 dBc/Hz, <-108 dBc/Hz (Typical)

1 MHz

<-115 dBc/Hz, <-117 dBc/Hz (Typical)

Measured phase noise@10KHz offset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
RSA5065-TG/RSA5065N

잔류FM
20℃～30℃, RBW = VBW = 1 kHz
잔류FM

<10 Hz (nominal)

대역폭
「Sweep Time Rule」 을 「Accy」 로 설정
분해능

대역폭(-3 dB)[1]

분해능 대역폭 정확도

1 Hz～10 MHz, 1-3-10 시퀀스
3 kHz to 10 MHz, <5% (nominal)
10 Hz to 1 kHz, <15% (nominal)

분해능Filter Shape Factor（60dB：3dB）

<5 (nominal)

비디오 대역폭（-3 dB）

1 Hz ～10 MHz, 1-3-10 시퀀스

분해능 대역폭（-6 dB）

200 Hz, 9 kHz, 120 kHz, 1 MHz

참고 : [1] 트랙킹 제네레이터가 활성화 또는 제로 span 모드의 경우, RBW의 사용 가능한 범위는 1 kHz~10 MHz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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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
측정 범위
fc ≥ 10 MHz

범위

DANL ～ +30 dBm

최대 안전 입력 레벨

[1]

직류 전압

50 V
+30 dBm, attenuation ≥ 40 dB, preamp off

연속 RF 전력

-10 dBm, attenuation = 20 dB, preamp on

최대 과입력 레벨
연속 RF 전력

+33 dBm (2 W)

Measured frequency VS maximum input power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Measured frequency VS maximum input power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표시 평균 잡음 레벨 (DANL)
RSA5032/-TG/N
RSA5065/-TG/N
attenuation 0 dB, 샘플 검파, 트레이스 평균≧50, 트랙킹 제네레이터 오프, 1 Hz 기준,
20℃～30℃, 입력 임피던스= 50Ω

Preamp off

Preamp on

9 kHz to 100 kHz

<-120 dBm (typical)

<-120 dBm (typical)

100 kHz to 20 MHz

<-135 dBm, <-140 dBm (typical)

<-135 dBm, <-140 dBm (typical)

20 MHz to 1.5 GHz

<-142 dBm, <-145 dBm (typical)

<-142 dBm, <-145 dBm (typical)

1.5 GHz to 2.7 GHz

<-140 dBm, <-143 dBm (typical)

<-140 dBm, <-143 dBm (typical)

2.7 GHz to 3.2 GHz

<-138 dBm, <-141 dBm (typical)

<-138 dBm, <-141 dBm (typical)

3.2 GHz to 5.5 GHz

<-138 dBm, <-143 dBm (typical)

5.5 GHz to 6.5 GHz

<-136 dBm, <-141 dBm (typical)

100 kHz to 20 MHz

<-152 dBm, <-160 dBm (typical)

<-152 dBm, <-160 dBm (typical)

20 MHz to 1.5 GHz

<-162 dBm, <-165 dBm (typical)

<-162 dBm, <-165 dBm (typical)

1.5 GHz to 2.7 GHz

<-160 dBm, <-163 dBm (typical)

<-160 dBm, <-163 dBm (typical)

2.7 GHz to 3.2 GHz

<-158 dBm, <-161 dBm (typical)

<-158 dBm, <-161 dBm (typical)

3.2 GHz to 5.5 GHz

<-156 dBm, <-161 dBm (typical)

5.5 GHz to 6.5 GHz

<-154 dBm, <-159 dBm (typical)

참고：[1] fc <10 MHz일 경우、최대 안전 입력 레벨 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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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Displayed Average Noise Level of RSA5065/RSA5065-TG/RSA5065N

Measured Displayed Average Noise Level of RSA5032/RSA5032-TG/RSA5032N

레벨 표시
대수 스케일

1 dB ~ 200 dB

선형 스케일

0 ~ 기준 레벨

표시 포인트 수

801

트레이스 수

6

트레이스 검출기

일반, 정피크, 부피크, 샘플, RMS평균, 전압평균, 준첨두치(Quasi-peak)

트레이스기능

쓰기 지우기, 최대 보류, 최소 보류, 평균,보기, 공백

스케일 단위

dBm, dBmV, dBμV, nV, μV, mV, V, nW, μW, mW, W

주파수 응답
RSA5032/-TG/N

RSA5065/-TG/N

attenuation 10dB, 기준 50MHz, 20℃～30℃
100 kHz ～ 3.2 GHz
preamp off

<0.5 dB, <0.3 dB (typical)

<0.5 dB, <0.3 dB (typical)
<0.7 dB, <0.5 dB (typical)

3.2 GHz ～ 6.5 GHz
attenuation 0dB, 기준 50MHz, 20℃～30℃
100 kHz ～ 3.2 GHz

preamp on

<0.7 dB, <0.3 dB (typical)

3.2 GHz ～ 6.5 GHz

Measured frequency response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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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dB, <0.3 dB (typical)
<0.9 dB, <0.5 dB (typical)

Measured frequency response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입력 감쇠 스위칭 불확도
설정범위

0 dB ~ 50 dB, 1 dB 스텝
fc = 50MHz, 10dB기준, preamp off, 20℃～30℃

스위칭 불확도

<0.3 dB

Measured attenuation switching uncertainty VS temperature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Measured attenuation switching uncertainty VS temperature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절대 진폭 정확도
fc = 50MHz, 피크 검파기, preamp off, attenuation 10dB, 입력 신호 레벨 = -10dBm, 20℃～30

불확도

<0.3 dB
레퍼런스 레벨
범위

대수 스케일

-170 dBm ~ +30 dBm, 0.01 dB 스텝

리니어 스케일

707 pV ~ 7.07 V, 0.11% (0.01 dB) 분해능

분해능 대역폭 스위칭
30kHz RBW기준, 「Sweep Time Rule」「Accy」로 설정
불확도

1 Hz ~ 1 MHz

<0.1 dB

3 MHz, 10 MHz

<0.3 dB

프리 앰프 (옵션 RSA5000-PA)
주파수 범위
이득

RSA5032/-TG/N

RSA5065/-TG/N

100 kHz ~ 1.5 GHz

100 kHz ~ 6.5 GHz

20 dB (nominal)

레벨 측정 불확도

레벨 측정 불확도

95％신뢰 레벨, S/N> 20dB, RBW = VBW = 1kHz, preamp off, attenuation 10dB,
-50dBm < 입력 레벨≦ 0dBm, fc> 10MHz, 20℃～30℃
<0.8 dB (nominal)

Measured attenuation switching uncertainty VS temperature @-10dBm of
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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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입력 VSWR
attenuation≧10 dB, preamp off

VSWR

300 kHz ～ 3.2 GHz <1.6 (nominal)

<1.6 (nominal)

3.2 GHz ～ 6.5 GHz

<1.8 (nominal)

Measured VSWR of RSA5032/RSA5032-TG/RSA5032N

Measured VSWR of RSA5065/RSA5065-TG/RSA5065N

왜곡
Second Harmonic Intercept（SHI）

Third-order Intercept(TOI)

fc≧50MHz, 입력 신호 레벨 = -20dBm, attenuation 0dB, preamp off
+45 dBm
fc≧50MHz, 입력 믹서에서의 200kHz간격의 두 개의 -20dBm톤, attenuation 0dB,
preamp off
+11 dBm, +15 dBm (Typical)

1 dB Gain Compression (P1dB)[1]

fc≧50 MHz, 입력 attenuation 0 dB, preamp off
0 dBm (nominal)

ofRSA5032/RSA5032-TG/RSA5032N/RSA5065/RSA5065-TG/RSA5065N

스퓨리어스 응답(Spurious Response)
잔류 응답
중간주파수

입력 50Ω 부하로 종단, attenuation 0 dB, 20℃～30℃
<-90 dBm, <-100 dBm (Typical)
<-60 dBc
국부 발진기, A / D 변환, 제 1의 LO 하위 고조파, 제 1의 LO 고조파 관련

시스템 관련 측파대
<-60 dBc
입력 관련 스퓨리어스

믹서 레벨 = -30 dBm

<-60 dBc

참고 : [1] 2 톤 신호의 주파수 간격은 10 MHz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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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
Sweep
sweep 시간
sweep 시간
불확도

Span ≥ 10 Hz

1 ms ~ 4,000 s

Zero span

1 μs ~ 6,000 s

Span ≥ 10 Hz, RBW ≥ 1 kHz

5% (nominal)

Zero span (sweep 시간 > 1 ms)

5% (nominal)

sweep 모드

연속, 싱글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 소스
트리거 지연

프리 런(free run), 외부1, 외부2, 비디오
Span ≥ 10 Hz

0 ~ 500 ms

Zero span

0 ~ 500 ms

트랙킹 제네레이터
트랙킹 제네레이터 출력
주파수 범위
출력 레벨 범위

-40 dBm ～ 0 dBm

출력 레벨 분해능

1 dB

출력 평탄도

RSA5032/-TG/N

RSA5065/-TG/N

100 kHz ~ 1.5 GHz

100 kHz ~ 6.5 GHz

50 MHz기준
±3 dB (nominal)

@0dBm of RSA5032-TG/RSA5032N/RSA5065-TG/RSA5065N

@0dBm of RSA5032-TG/RSA5032N/RSA5065-TG/RSA506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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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RTSA)모드
실시간 분석 주파수 대역폭
풀 스케일 정확도
100％POI 최소 신호 지속 시간

25 MHz
40 MHz (옵션RSA5000-B40)
최대 span , default Kaiser Window
7.45 μs

트레이스 검출기
트레이스 수
Window Type
분해능 대역폭

정피크, 부피크, 샘플, 평균
6
Hanning, Blackman-Harris, Rectangular, Flattop, Kaiser, and Gaussian
Rectangular 이외의 각 Window에 6 개의 RBW를 제공합니다
Kaiser Window 용례
span
최소 대역폭
40 MHz
100 kHz
25 MHz
62.8 kHz
10 MHz
25.1 kHz
1 MHz
2.51 kHz
100 kHz
251 Hz
51.2 MSa/s
최고 샘플 속도
146,484/s (nominal)
FFT율
8
마크 수
0.01 dB
진폭 분해능
801
주파수 포인트
최고샘플율
획득(Acquisition) 시간
>156.5 μs
다른 RBW에서 100％POI의 최소 신호 지속 시간
지속 시간 (μs)
span
RBW1
RBW2
RBW3
RBW4
40 MHz
26.9
16.9
11.9
9.32
25 MHz
38.9
22.9
14.9
10.9
10 MHz
86.8
46.8
26.8
16.8
1 MHz
807
407
207
107
진폭
진폭 평탄도

±0.5 dB[1] (nominal)

SFDR

<-60 dBc/Hz (Typical)

Density
확율 범위
최소 span
잔광시간
스펙트로그램
History Depth
비트 맵 색상으로 커버되는 다이나믹
레인지
PVT
최소 획득(Acquisition) 시간
최대 획득(Acquisition) 시간
트리거
트리거 소스
FMT
트리거 화면
트리거분해능
트리거 조건

참고：[1] 일반 측정에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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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0% （0.1％스텝）
5 kHz
32 ms ~ 10 s
8,192

200 dB
187.9 μs
40 s
프리 런(free run), 외부1, 외부2, 파워(시간), FMT
Density, 스펙트로그램, 일반, PVT
0.5 dB (nominal)
enter, leave, inside, outside, enter-leave, leave-enter

최대 대역폭
3.21 MHz
2.01 MHz
804 kHz
80.4 kHz
8.04 kHz

RBW5
8.07
8.82
11.8
56.3

RBW6
7.45
7.82
9.30
31.3

벡터 신호 분석 측정 애플리케이션(VSA) 모드 (옵션 RSA5000-VSA)
캡쳐 오버샘플링
캡쳐 오버샘플링

4, 8, 16

캡쳐 길이
캡쳐 오버샘플링 = 4

최대 4096

캡쳐 오버샘플링 = 8

최대 2048

캡쳐 오버샘플링 = 16

최대 1024

샘플율
32MHz
51.2 MHz (Option RSA5000-B40)

최대 샘플율
심볼율

캡쳐 오버샘플링에 의존
= 샘플율/캡쳐 오버샘플링, ≥1 kHz

심볼율
사용 가능한 I/Q 대역폭
사용 가능한 I/Q 대역폭

심볼율 × 캡쳐 오버샘플링 / 1.28

트리거 모드
트리거 모드

free run, external1, external2, power (time), FMT

변조 형식
FSK

2FSK, 4FSK, 8FSK,

MSK

GMSK 포함, 차동 코딩 선택 가능 여부

PSK

BPSK, QPSK, OQPSK, DQPSK, π/4-DQPSK, 8PSK, D8PSK, π/8-D8PSK

QAM

16QAM, 32QAM, 64QAM

ASK

2ASK, 4ASK

필터 유형
측정 필터 유형

No Filter, RRC, Gaussian, Rectangular, User Defined

참조 필터 유형

Raised Cosine, RRC, Gaussian, Rectangular, Half Sine, User Defined

사전 정의된 표준
Cellular

GSM, NADC, WCDMA, PDC, PHP (PHS)

Wireless Networking

Bluetooth, WLAN (802.11b), ZigBee

Others

TETRA, DECT, APCO-25

측정 불확도

사양은 다음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20 ° C ~ +30 ° C의 온도
신호 레벨 ≥ –25dBm
적절하게 조정된 기준 레벨
장치의 중심 주파수와 샘플율의 5 % 미만인 신호의 중심 주파수 간의 오프셋
무작위 데이터 시퀀스
캡처 오버샘플링은 4로 설정

QPSK의 잔류 오류

기준 필터는 롤오프 계수가 0.22 인 RRC입니다. 측정 필터는 롤오프 계수가 0.22 인 RRC입니다. 결과
길이는 150개 심볼입니다. 중심 주파수는 1GHz입니다.

Test Signal

잔여 EVM RMS
심볼율

100 kHz

< 1.5% (nominal)

1 MHz

< 2% (nominal)

FSK의 잔류 오류
기준 필터는 롤오프 계수가 0.22 인 RRC입니다. 측정 필터는 롤오프 계수가 0.22 인 RRC입니다. FSK 기준
편차는 심볼 비율의 1/4입니다. 결과 길이는 150개 심볼입니다. 중심 주파수는 1GHz입니다.

Test Signal

잔류 주파수 오류 RMS
심볼율

100 kHz

< 2% (nominal)

1 MHz

< 2.5% (nominal)

RIGOL12

EMI모드 (옵션RSA5000-EMI）
EMI 분해능 대역폭（RBW）
RBW (-3 dB)
RBW (-6 dB)
EMI 검파기
검파기
EMI 주요 특징

주요 특징

100 Hz ～ 10 MHz, 1-3-10 시퀀스
200 Hz, 9 kHz, 120 kHz, 1 MHz
정피크, 부피크, 평균, 준첨두치(Quasi-peak) , CISPR평균, RMS평균
CISPR 16-1-1 검파기
CISPR 16-1-1 주파수 대역폭
로그 및 선형 표시
신호 테이블
스캔 테이블
동시 검파
자동 한계 테스트
마크 측정
한계까지 차분
단계 및 스윕 스캔
레포트 작성

VNA모드
측정 설정
주파수 범위[1]

RSA5032N
100kHz~3.2GHz

RSA5065N
100kHz~6.5GHz

측정 유형

Reflection(S11), Transmission(S21), Distance-to-fault (DTF)

측정 대역폭

1 kHz~10 MHz（ 1-3-10 sequence）

데이터 포인트

101~10001; 디폴트 201

트레이스 유형

mem, math, clear write, average, max hold, min hold,

마커 수

8

교정 키트

Open, Short, Load; 사용자 교정 키트

전송(Transmission) 측정 S21
포트 출력 전력

-10 dBm (nom.)

형식

Lin Mag, Log Mag, Phase, Group Delay

범위

-500 G to 500 G

분해능

Log: 100f; Lin 1a

동적 범위

S21, RBW=10 kHz, Port1 level=0 dBm, Log Mag, Average=50
80 dB (nom.)

반사(Reflection) 측정 S11
포트 출력 전력
형식

-10 dBm (nom.)
Lin Mag, Log Mag, Phase, Group Delay, SWR,
Smith Chart (Lin/Phase, Log/Phase, Real/Imag, R+j*X, G+j*B),
Polar Chart (Lin/Phase, Log/Phase, Real/Imag)

범위

-500 G to 500 G

분해능

Log: 100f; Lin 1a

VSWR 범위
수정된 지향성
(CK106A 사용)

-500 G to 500 G
S11, Log Mag, Average=50
＞ 40 dB (nom.)

참고：[1] S11 측정에서 반송파 주파수가 10MHz 미만이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RIGOL13

Measured return loss of RSA5000N port 1

Measured return loss of RSA5000N port 1

결함 위치 계측(Distance to Fault, DTF)
포트 출력 전력

0 dBm (nom.)

형식

Lin Mag, Log Mag, SWR

최대 거리 (meter)

8.0X1010 x 속도 계수/Span

결함 분해능 (meter)

1.5x108x 속도 계수/Span

Windows Type

Gaussian, Flattop, Rectangular, Hanning, Hamming

속도 계수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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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디스플레이
형식

정전식 멀티 터치 스크린

해상도

1024 × 600 픽셀

크기

10.1 인치

칼라

24비트

서포트 프린터
프로토콜

네트워크 프린터

저장 용량
저장 용량

내부 용량

512 MB (nominal)

외부 용량

USB 기억 장치（미 제공）

소비 전력
입력 전압 범위

AC 100 V ~ AC 240 V (nominal)

교류 주파수

45 Hz ~ 440 Hz

소비 전력

55 W (Typical), 전 옵션 최대 90 W

환경 특성
동작 온도 범위
온도

습도
고도

보존 온도 범위

0℃ ~ 50℃
-20℃ ~ 70℃

0℃ ~ 30℃

≤95% RH

30℃ ~ 40℃

≤75% RH

동작 고도

3,048 m (10,000 feet) 이하

전자기 호환성 및 안전성
EMC법령 2014/30 / EU에 준거
IEC61326-1：2013 / EN61326-1：2013 Group 1 Class A 규정의 규격 준거 또는 상회
CISPR 11/EN 55011

EMC

IEC 61000-4-2:
2008/EN 61000-4-2

±4.0kV（접촉 방전）, ±8.0kV（기중 방전）

IEC 61000-4-3:
2002/EN 61000-4-3

3V/m (80 MHz to 1 GHz); 3V/m (1.4 GHz to 2 GHz); 1V/m (2.0 GHz to 2.7 GHz)

IEC 61000-4-4:
2004/EN 61000-4-4

1 kV 전력

IEC 61000-4-5:
2001/EN 61000-4-5

0.5 kV (phase-to-neutral voltage); 1 kV (phase-to-earth voltage);
1 kV (neutral-to-earth voltage)

IEC 61000-4-6:
2003/EN 61000-4-6

3 V, 0.15 ~ 80 MHz

IEC 61000-4-11:
2004/EN 61000-4-11
안전성

환경 스트레스

voltage dip: 0% UT during half cycle; 0% UT during 1 cycle; 70% UT during 25 cycles
short interruption: 0% UT during 250 cycles
IEC 61010-1：2010（Third Edition）/ EN 61010-1：2010, UL 61010-1：2012
R4.16및 CAN / CSA-C22.2 No. 61010-1-12 + GI1 + GI2에 준거
이 제품의 샘플은 RIGOL의 신뢰성 테스트 규칙에 따라 유형 테스트, 저장, 운송 및 최종
사용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온도,
습도, 충격 및 진동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험 방법은 GB / T6587 클래스
2 및 MILPRF-28800F 클래스 3에서 지정된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크기
(폭 x 높이 x 깊이)

410 mm × 224 mm × 135 mm
(16.14'' × 8.82'' × 5.32'')

중량
트랙킹 제네레이터 없음

4.65 kg (10.25 lb)

트랙킹 제네레이터 있음

4.95 kg (10.91 lb)

교정 주기
권장 교정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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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입력/출력
전면 패널 커넥터
RF입력
TG출력

임피던스

50 Ω (nominal)

커넥터

N-type female

임피던스

50 Ω (nominal)

커넥터

N-type female

주파수

10 MHz

출력 레벨

+3 dBm ~ +10 dBm, +7 dBm (Typical)

임피던스

50 Ω (nominal)

커넥터

BNC female

주파수

10 MHz ± 5 ppm

입력

0 dBm ~ +10 dBm

임피던스

50 Ω (nominal)

커넥터

BNC female

임피던스

≥1 kΩ (nominal)

커넥터

BNC female

레벨

5 V TTL 레벨

내부/외부 기준

내부 기준

외부 기준

외부 트리거 입력 /출력
외부 트리거 입력 1

임피던스
외부 트리거 입력 2 /트리거 출력

트리거 입력

≥1 kΩ (nominal)

트리거 출력

50 Ω (nominal)

커넥터

BNC female

레벨

5 V TTL 레벨

주파수

430 MHz ± 20 MHz (nominal)

IF출력

진폭
IF출력

RF입력 전력（PRFin）≦-10 dBm, attenuation 0dB,
preamp off
50MHz, PRFin±4dB（nominal）
그외 주파수 , PRFin±4dB + RF주파수 응답（nominal）

임피던스

50 Ω (nominal)

커넥터

SMB male

커넥터

A 플러그

프로토콜

version 2.0

커넥터

B 플러그

프로토콜

version 2.0

커넥터

100/1000Base, RJ-45

프로토콜

LXI 코어 2011 디바이스

커넥터

A 플러그

프로토콜

HDMI 1.4b

통신 인터페이스
USB호스트 (4포트)
USB디바이스
LAN
H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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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개요

모델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9 kHz ~ 3.2 GHz

RSA5032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9 kHz ~ 6.5 GHz

RSA5065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9 kHz ~ 3.2 GHz (트랙킹 제네레이터 포함)

RSA5032-TG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9 kHz ~ 6.5 GHz (트랙킹 제네레이터 포함)

RSA5065-TG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9 kHz ~ 3.2 GHz (트랙킹 제네레이터 + VNA 포함)

RSA5032N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9 kHz ~ 6.5 GHz (트랙킹 제네레이터 + VNA 포함)
표준

퀵 가이드 (하드 카피)

부속품

전원 케이블

옵션

주문명

RSA5065N
-

벡터 신호 분석 측정 애플리케이션

RSA5000-VSA

EMI 측정 애플리케이션（RSA3000-EMC 포함）

RSA5000-EMI

프리 앰프 (PA)

RSA5000-PA

고안정도 클록

OCXO-C08

실시간 분석 대역폭 40 MHz

RSA5000-B40

확장측정 기능

RSA5000-AMK

스펙트럼 분석기 PC 소프트웨어
EMI Pre-compliance 테스트 소프트웨어

Ultra Spectrum
S1210

고성능 네트워크 분석 교정 키트 (주파수 범위 : DC ~ 6.5GHz)

CK106A

경제적인 네트워크 분석 교정 키트 (주파수 범위 : DC ~ 1.5GHz)

CK106E

N-SMA cable, BNC-BNC cable, N-BNC adaptor, N-SMA adaptor, 75 Ω-50 Ω
DSA Utility Kit
adaptor, 900 MHz/1.8 GHz antenna (2pcs), 2.4 GHz antenna (2pcs)
N(F)-N(F) adaptor (1pcs), N(M)-N(M) adaptor (1pcs), N(M)-SMA(F) adaptor (2pcs),N(M)-BNC(F) adaptor
(2pcs), SMA(F)-SMA(F) adaptor (1pcs), SMA(M)-SMA(M) adaptor(1pcs), BNC T type adaptor (1pcs), 50 Ω RF Adaptor Kit
SMA load (1pcs), 50 Ω BNC impedance adaptor (1pcs)

옵션/
부속품

보증 기간
제품 본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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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Ω to 75 Ω adaptor (2pcs)

RF CATV Kit

6 dB attenuator (1pcs), 10 dB attenuator (2pcs)

RF Attenuator Kit

30dB 고전력 attenuator、최대 전력100 W

ATT03301H

N(M)-N(M) RF케이블

CB-NM-NM-75-L-12G

N(M)-SMA(M) RF케이블

CB-NM-SMAM-75-L-12G

VSWR 브리지, 1 MHz ~ 3.2 GHz

VB1032

VSWR 브리지, 2 GHz ~ 8 GHz

VB1080

Near-field Probe

NFP-3

Rack Mount Kit

RM6041

USB Cable

CB-USBA-USBB-FF-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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