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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BC보다 더 간단해지는 측정 업무: R&S®ZNLE는 간편한 구성, 간편한 Calibration, 간편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고품질 설계, 혁신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팩트한 크기를 갖춘 R&S®ZNLE는 
기본적인 VNA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R&S®ZNLE는 S-파라미터 S11, S21, S12 , S22를 통해 패시브 소
자의 양방향 측정에 사용 가능한 2포트 벡터 네트워크 분석

기입니다.

R&S®ZNLE를 선택할 때에는 세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 주파수 범위 선택

 ► GPIB 인터페이스의 사용 여부

 ► 시간 도메인 분석 또는 Distance-to-Fault 측정 수행 여부

이 제품은 100 kHz(R&S®ZNLE-B100 옵션 선택 시)부터 최대 
20 GHz(R&S®ZNLE18 오버레인지 기준)의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IB 인터페이스 옵션을 사용하면 컨
트롤러에 연결해 R&S®ZNLE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측정 셋업에 별도의 외부 PC가 필요하지 않은 R&S®ZNLE
는 독립적으로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켜
고 바로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도메인 분석 옵션

(R&S®ZNL-K2) 및 Distance-to-Fault 측정 옵션(R&S®ZNL-K3)
은 범용 테스트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R&S®ZNLE의 기능을 
확장시켜 줍니다.

	►100 kHz ~ 20 GHz의 주파수 대역(R&S®ZNLE18 
오버레인지 기준)

	►패시브 컴포넌트의 양방향 측정을 
지원하는 Full 2-Port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최대 120 dB (typ.)의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1 Hz ~ 500 kHz의 측정 대역폭

	►401 포인트 측정을 8.7 ms 만에 완료하는 
빠른 측정 속도 
(100 kHz IFBW, 200 MHz Span, Correction off)

	►컴팩트한 크기(길이 24 cm) 및 가벼운 중량

(6 kg)

	►10.1" WXGA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독립형 
기기

	►Windows 10 운영 체제

주요 기능 장점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4페이지

멀티터치 화면으로 동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5페이지

체계적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6페이지

실험실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기기 

►8페이지



~ 67% 필요 공간 절감

기기 1
484 mm × 590 mm

기기 2
432 mm × 310 mm

¸ZNLE
408 mm × 235 mm

80 cm

~ 29% 필요 공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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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터치 화면으로 동작하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편리한 작업 수행을 돕는 실행 취소/다시 실행 소프트키

측정 설정을 취소 또는 복원하려면 실행 취소 또는 다시 실
행 소프트키를 사용하십시오. 측정 설정의 영향을 확인한 다
음 전체 측정을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정할 수 있
습니다.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Preset 키를 누르

십시오.

내장형 상황 별 도움말 메뉴

도움말 메뉴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 클릭으로 도움말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R&S®ZNLE의 모든 대화 상자에 있는 도움

말 버튼을 사용하면 사용자 매뉴얼의 관련 섹션으로 바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소프트키는 디스플레이 왼쪽에 있
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 기능을 사용

하면 다양한 항목과 주제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낮은 Trace Noise로 높은 정확성 제공

R&S®ZNLE는 0.001 dB(typ.)의 낮은 Trace Noise를 제공합

니다(10 kHz 측정 대역폭). 따라서 넓은 IF 대역폭에서도 정
확하고 안정적이며 반복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넓은 측정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R&S®ZNLE는 빠른 측정속도

를 제공하는 동시에 뛰어난 Trace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빠른 측정 속도

R&S®ZNLE는 동급 측정기기 대비 10배 더 빠른 속도를 제공

합니다. 9.6 ms 만에 201 포인트(100 kHz IFBW, 200 MHz 
Span, Full 2포트 Calibration)의 측정을 완료하는 빠른 
측정 속도와 LAN 및 IEC/IEEE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R&S®ZNLE는 생산 용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테스트에서 
필요한 속도 요구 사항까지 충족합니다.

R&S®ZNLE 사용자 인터페이스. S-파라미터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마법사와 상황 별 도움말 메뉴가 열려 있습니다.

넓은 10.1" WXGA 멀티터치 스크린

넓은 10.1" 멀티터치 스크린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설
정을 표시하고 측정값을 정렬하는 데 적합합니다. 간단한 
Drag & Drop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R&S®ZNLE의 멀티터치 기능을 사용하면 손가락으

로 Trace를 이동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확대 또는 축소도 가능합니다.

체계적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R&S®ZNLE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몇 단계만으로 측정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Trace, 채널, 다이어그램을 끌어서 가장 적합한 레이아

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을 저장

하거나 다시 불러오고, 바꿀 수 있습니다.

R&S®ZNLE는 측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이 탑재된 
Plug & Play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입니다. Windows 10 운
영 체제 기반의 강력한 완전 통합형 PC 플랫폼을 사용하는 
R&S®ZNLE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측정 기기입니다. SSD는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빠른 부팅 시간과 안정

성을 제공합니다. R&S®ZNLE는 별도의 마우스, 키보드, 외
장 모니터 없이 측정환경을 구성하여 업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고 바로 측정을 시작하면 됩
니다.

컴팩트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R&S®ZNLE와 같은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는 S-파라미터

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여 컴포넌트 및 회로의 특성을 분
석합니다. 24 cm 미만의 길이와 약 6 Kg에 불과한 중량의 
R&S®ZNLE는 동급 제품 중 가장 컴팩트한 기기입니다.

다른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와의 설치 공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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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 1280 × 800 픽셀

Toolbar
	► 인쇄, 파일 저장/열기, 실행 취소/다시 실행, 
도움말 등의 기본 기능

소프트키 표시줄

	► 주요 기능에 대한 빠른 접근

	► 하드웨어 설정을 한눈에 확인

기능 키

USB 2.0 포트 2개
	► 저장 미디어용

	► 연결 액세서리용

상태 바

숫자 키패드

	► 주파수 및 레벨의  
단위 키와 함께 사용

포트 2/RF 입력포트 1

컨트롤 노브

체계적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버튼

	► 셋업, 프리셋, 설정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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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bedding 기능 및 Fixture Compensation
매칭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일 컴포넌트를 특성화해야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R&S®ZNLE는 DUT를 실제 동작 환경

처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가상의 매칭 네트워크에 삽입하

여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R&S®ZNLE에서는 사전 정의된 매
칭 네트워크 회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p 파일을 
R&S®ZNLE로 저장하여 De-embedding/Embedding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Fixture Compensation 기능은 테스트 장치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측정결과를 제공합니다.

타임 도메인 분석 및 Distance-to-Fault (DTF) 측정

측정 작업에서 복합 DUT(예: IoT 기기의 안테나)의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R&S®ZNLE에 R&S®ZNL-K2 옵션을 사용하면 타임 도메인에

서 DUT를 분석하고, 타임 게이팅 기능을 사용해 필요한 회
로 섹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R&S®ZNL-K3(Distance-to-Fault 측정 옵션)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기지국 안테나 설치에 중요한 케이블 끊김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Velocity Factor와 주파수별 감쇠가 
적용된 다양한 일반 케이블 유형 중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케이블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R&S®ZNL-K2 및 
R&S®ZNL-K3 옵션은 내부 DC  extrapolation을 사용합니다. 
100 kHz까지 주파수 확장이 가능한 옵션(R&S®ZNLE-B100)
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LAN 및 GPIB 옵션을 이용하여 원격 제어

R&S®ZNLE는 통합된 LAN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GPIB 인터페이스 옵션을 사용하면 컨트롤러에 
연결해 R&S®ZNLE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8
비트 병렬 버스에서 양방향으로 전송됩니다. 스윕 중 측정된 
데이터는 다음 스윕이 진행되는 동안 컨트롤러로 전송됩니

다. 따라서, R&S®ZNLE 의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

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기기

Fixture Compensation 메뉴에는 사용 가

능한 보정 방법이 간략히 표시됩니다.

Calibration 마법사에는 Calibration 방법을 쉽게 선

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Calibration 방법이 간략히 표

시됩니다.

휴대형 Calibration 액세서리

R&S®ZN‑Z1xx Series Two-port Economy Calibration Unit
은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설계로 휴대용 가방 또는 넥 스
트랩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R&S®ZN‑ZE1xx 
 Economy Calibration Unit은 교정을 간소화하고 운용자의 
실수를 줄이며 반복성 개선 및 휴대성까지 겸비한 최적의 선
택입니다. 유연한 커넥터 구성 컨셉으로 5 kHz ~ 26.5 GHz 
주파수 대역에서 N-타입, 3.5 mm 또는 2.92 mm 커넥터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발 중에는 패시브 컴포넌트를 빠르게 측정해야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R&S®ZNLE는 뛰어난 RF 성능 뿐만 아니라 편
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Calibration을 지원하는 Calibration Unit
R&S®ZNLE Calibration 마법사가 Calibration 프로세스를 안
내합니다. 수동 Calibration Kit와 자동화 Calibration Unit도 
지원됩니다.

기기의 자동화 Calibration Unit은 Calibration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R&S®ZNLE에 Calibration Unit
을 연결한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몇 단계의 조작만으

로 Calibration이 완료됩니다. 특히 이 기능은 시간을 절약하

고 생산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생산 환경에 적합합니다.

다음의 Calibration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flection normalization open 또는 short
 ► Reflection OSM(OSL)
 ► Enhanced reflection normalization OM 또는 SM
 ► Transmission normalization (response calibration)
 ► Transmission normalization both (response calibration)
 ► One path, two ports
 ► TOSM (SOLT)
 ► UOSM (Calibration Unit 사용 전용)
 ► TRL

구성 가능한 R&S®ZN‑ZE104, R&S®ZN‑ZE109, R&S®ZN‑ZE118 및 

R&S®ZN‑ZE126 Calibration Unit은 가볍고 경제적인 초소형 솔루션으

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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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Type Order No.
Base unit
Vector network analyzer, 1 MHz to 3 GHz, two ports, N (f) R&S®ZNLE3 1323.0012.53

Vector network analyzer, 1 MHz to 4.5 GHz, two ports, N (f) R&S®ZNLE4 1323.0012.54

Vector network analyzer, 1 MHz to 6 GHz, two ports, N (f) R&S®ZNLE6 1323.0012.56

Vector network analyzer, 1 MHz to 14 GHz, two ports, N (f) R&S®ZNLE14 1323.0012.64

Vector network analyzer, 1 MHz to 18 GHz (20 GHz overrange), two ports, N (f) R&S®ZNLE18 1323.0012.70

Options
Extended frequency range, lower end, 1 MHz to 100 kHz R&S®ZNLE-B100 1303.9272.02

GPIB interface R&S®FPL1-B10 1323.1890.02

Time domain analysis R&S®ZNL-K2 1323.1819.02

Distance-to-fault measurements R&S®ZNL-K3 1323.1825.02 

Recommended extras

Calibration kits
Calibration kit, N (m), 50 Ω, 0 Hz to 18 GHz R&S®ZN-Z170 1328.8163.02

Calibration kit, N (f), 50 Ω, 0 Hz to 18 GHz R&S®ZN-Z170 1328.8163.03

Calibration kit, 3.5 mm (m), 50 Ω, 0 Hz to 26.5 GHz R&S®ZN-Z135 1328.8157.02

Calibration kit, 3.5 mm (f), 50 Ω, 0 Hz to 26.5 GHz R&S®ZN-Z135 1328.8157.03

Calibration units
Calibration unit, 1 port, N (f), 2 MHz to 4 GHz R&S®ZN-Z103 1321.1828.02

Calibration unit, 1 port, N (f), 1 MHz to 6 GHz R&S®ZN-Z103 1321.1828.12

Calibration unit, 2 configurable ports, 5 kHz to 4.5 GHz R&S®ZN-ZE104 1350.8040.04

Calibration unit, 2 configurable ports, 5 kHz to 9 GHz R&S®ZN-ZE109 1350.8040.09

Calibration unit, 2 configurable ports, 5 kHz to 18 GHz R&S®ZN-ZE118 1350.8040.18

Calibration unit, 2 configurable ports, 5 kHz to 26.5 GHz R&S®ZN-ZE126 1350.8040.26 

Cables
N (m) to N (m), 50 Ω, length: 0.6 m/0.9 m, 0 Hz to 18 GHz R&S®ZV-Z191 1306.4507.24/36

N (m) to 3.5 mm (m), 50 Ω, length: 0.6 m/0.9 m, 0 Hz to 18 GHz R&S®ZV-Z192 1306.4513.24/36

3.5 mm (f) to 3.5 mm (m), 50 Ω, length: 0.6 m/0.9 m, 0 Hz to 26.5 GHz R&S®ZV-Z193 1306.4520.24/36

Accessories
Protective hard cover R&S®FPL1-Z1 1323.1960.02

Transport bag, transparent cover R&S®FPL1-Z2 1323.1977.02

Carrying vest holster R&S®FPL1-Z3 1323.1683.02

Anti-glare film R&S®FPL1-Z5 1323.1690.02

Rackmount kit R&S®FPL1-Z6 1323.1954.02

ORDERING INFORMATIONSPECIFICATIONS IN BRIEF
Specifications in brief
Frequency range R&S®ZNLE3 100 kHz 1) /1 MHz to 3 GHz

R&S®ZNLE4 100 kHz 1) /1 MHz to 4.5 GHz

R&S®ZNLE6 100 kHz 1) /1 MHz to 6 GHz

R&S®ZNLE14 100 kHz 1) /1 MHz to 14 GHz

R&S®ZNLE18 100 kHz 1) /1 MHz to 18 GHz (20 GHz overrange)

Measurement time
201 points, 100 kHz IFBW, 200 MHz span,  
full two-port calibration

9.6 ms

Data transfer time IEC/IEEE (201 points) typ. 3.0 ms

HiSLIP with 1 Gbit/s LAN typ. 2.5 ms

Dynamic range 10 Hz measurement bandwidth up to typ. 120 dB

Output power up to typ. +2 dBm

Measurement bandwidths
selectable in steps of  
1/1.5/2/3/5/7 · 1 Hz/10 Hz/... /100 kHz;
max. upper limit: 500 kHz

Frequency resolution 1 Hz

Measurement points per trace 1 to 5001

Operating system Windows 10

1) With R&S®ZNLE-B100 option.

Warranty
Base unit 3 years

All other items 1) 1 year

Options
Extended warranty, one year R&S®WE1

Please contact your local 
 Rohde & Schwarz sales office.

Extended warranty, two years R&S®WE2

Extended warranty with calibration coverage, one year R&S®CW1

Extended warranty with calibration coverage, two years R&S®CW2

Extended warranty with accredited calibration coverage, one year R&S®AW1

Extended warranty with accredited calibration coverage, two years R&S®AW2

1) 설치된 옵션의 경우 본체 보증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외: 모든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R&S®ZNLE를 이용하여 (필터 측정 등) 측정 환경을 구성하면 작업 환경에서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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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더하는서비스
►전세계적인서비스망 
 ►나라별지역별로특화된서비스제공

►고객요구사항에따른유연한
맞춤형서비스제공

  

►타협없는높은수준의서비스품질제공

►장기간유지할수있는서비스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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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환경적인 제품 설계
	► 친 환경적, 생태 친화적인 설계

	► 에너지 효율적인 저공해 설계

	► 최적화된 소유/유지 비용으로 지속성 증대

Certified Quality Management

ISO 9001

Rohde & Schwarz customer support
www.rohde-schwarz.com/support 

Rohde & Schwarz
로데슈바르즈 테크롤로지 그룹은 테스트 및 계측, 기술 시스

템, 네트워크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기술과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입니다. 산업, 기반시설 운영사, 민간/공공 분야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하고 연결된 세상

(Safer and Connected World)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85년 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산업 및 정부 기관

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해왔습

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비상장 독립 기업으로, 현재 70
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광범위한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rohde-schwarz.com/kr

Rohde & Schwarz training
www.training.rohde-schwarz.com

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ISO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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