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 측정기의 교정과 측정 사이트의 특성평가
ISO ISO/IEC17025 적합의 A2LA 인정교정시험소로서 CISPR/IEC 등의
최신규격에 대응 한 재현성 높은 EMC 관련측정기의 교정과 NSA,SVSWR 등의
측정 사이트의 특성평가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사이트에서의 특성평가와 측정 시스템의 일괄교정, 특성개선 컨설팅,
회전대나 실드 도어 등의 보수도 실시 합니다.

EMC 측정기의 교정

l

하기 측정 기기에 대해서는 10Hz-26GHz의 범위로 기본항목에 더하여 최신 규격 준거에 기초하여 A2LA 인정
교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 이외의 계측기기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세요.

1）

파워 아날라이져 : IEC61000-4-15(Ed.2 2010)에 대응한
50/60GHz/전류 20A 까지의 고조파전류, 전압변동 Pst등의
정밀교정

2）

테스트 레시버, 스펙트럼 아날라이져 :
CISPR16-1-1(Ed.3 2010)에 대응한 레벨교정, VSWR 기타,
1MHz의 RMS•AV 검파펄스 응답 이나 이미지반응, RBW 밴드
폭 등을 교정

3）

신호발생기 :
SSB 위상 노이즈, 잔류 FM,AM/FM/∮M 변조도 폭 등을 교정

4）

EFT 버스트 시험기/서지 시험기/DIP•순단시험기/ESD시험기:ESD시험기는 지참 교정

5）

AMN/CDN/ISN:고성능 LCL 프로브에 의한 ISN:LCL=75dB의 정밀교정

6）

전류 프로브, Injection프로브, EMI 클램프

7）

PRE앰프/RF앰프

8）

ISO 7637 과도방해파 시험기:Pulse 1, 2a, 2b, 3a, 3b, 5a, 5b

9）

네트워크 아날라이져, 패션 제너레이터

10）

오실로스코프/프로브

11）

파워미터/파워센치

12）

CVCF/RIN

13）

기타 가변•고정파쇠기,CISPR펄스 제너레이터,DM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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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안테나 교정
1) Bconical/Log periodic/Bilog Antenna: 30MHz~1,000MHz
기준 사이트 SSM 교정의 기준 안테나에 의한 EUT 측정용 프리 스페이스 팩터, NSA 측정용 팩터
2) Horn Antenna : 1GHz~18GHz
프리 스페이스 조건에서의 3안테나법 안테나팩터나 방사패턴•3dB 빔폭•VSWR의 교정

3dB 빔 폭

3) SVSWR측정용 POD안테나 : 1GHz~18GHz
프리 스페이스 조건에서의 방사 패턴, 안테나 팩터•VSWR의 교정
4) Loop Antenna : 10Hz~30MHz
기준 자계법에 의한 자계•전계 안테나 팩터
5) Monopole Antenna : 10Hz~30MHz

l

측정 사이트의 성능평가
1) 전파암실 NSA 특성평가:
30MHz~1,000MHz 네트워크•아날라이져에의한 고속•불확실성 0.8dB의 정밀평가
2) SVSWR특성평가: 1GHZ~18GHz 정밀 POD 이동대에 의한 고속평가(1-18GHz:2시간)

NSA  

l

SVSWR  

출장 On-Site 평가와 일괄 교정, 특성 개선 • 설비의 보수
고객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NSA/SVSWR 등의 성능평가에 맞춰, 측정기•측정시스템의 일괄 교정
이나 특성개선의 컨설팅, 메이커를 불문하고 회전대나 실드 도어 등의 보수에도 대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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