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GHz 100Ω 차동 임피던스
TDR 휴대용 프로브
P80318 • P80318X
기능 및 이점
18GHz 대역폭
직접 회로 TDR 테스트
0.12"에 이르는 임피던스 변화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반복 가능한
해상도
0.5mm ~ 4.2mm 사이로 조정
가능한 프로브 피치
접지 연결 없이도 완벽하게
조화되는 차동 신호 측정
프로브 팁이 정상적인 DUT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중 쿠션
디자인
2개의 80A02 모듈 사용시 정전기
손상으로 인한 샘플링 모듈 보호

적용 분야
P80318

P80318X

회로 보드 제어 임피던스 테스트
(TDR)

P80318는 18GHz 100Ω 입력 임피던스

P80318X는 대용량 PCB 임피던스

차동 TDR 휴대용 프로브입니다. 이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

프로브를 사용하면 차동 전송 라인에

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수많은

대한 높은 충실도의 임피던스 측정이

제조 가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착 구성 요소의 유무에 따른
PCB 오류 분석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한 프로브 피치는

P80318X에는 P80318에 들어 있는

패키지 임피던스 테스트(TDR)

여러 가지 다양한 차동 라인 간격 및

모든 것은 물론 첫째 프로브가 정상적인

임피던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마모로 인해 서비스 받아야 하는 경우에

P80318 프로브는 EOS/ESD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둘째

대한 컨트롤인 80A02와 함께 사용되는

프로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80318

병렬 컨트롤 라인을 가진 2개의 정밀

프로브는 독립형 고해상도 프로브로도

SMA 케이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2개의 80A02
EOS/ESD 보호 모듈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테스트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고 수리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전기 손상으로부터
샘플링 모듈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샘플링 모듈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DUT에 저장되어 있던
대규모 정전기로부터 야기되는 전기적
과부하(EOS) 및 전자기(ESD) 때문에
발생합니다. 2대의 80A02 모듈 사용은
샘플링 모듈에 대한 신호 전환 이전에
적절한 프로브 접지를 보장합니다.

차동 전송 라인에 대한 손실
탄젠트 측정

18GHz 100Ω 차동 임피던스 TDR 휴대용 프로브
P80318 • P80318X

특성
케이블 포함 규격 길이 – 1미터.
감쇠 – 1X.
프로브 전용 대역폭 – 20GHz 이상.
프로브 피치 – 0.5 ~ 4.2mm(신호 팁 사이).
커넥터 유형 – SMA.
Measured Reflected TDR Fall Time – 39ps 미만.
임피던스 – 50Ω odd mode, 100Ω 차동.
최대 Vin – 5.0V.
프로브 전용 전파 지연 – 1.0ns(편의 사양).
TDR 제어 활동력 – 150 ~ 200g.
(참고: 일반적 수치 값으로 표시됨)

P80318X

제조용 18GHz 100Ω 차동 TDR 휴대용 프로브
포함 품목: 18GHz 대역폭 50Ω odd mode
입력 임피던스(100Ω 차동 임피던스) 2개,
2개의 정밀도 SMA 케이블 1세트가 포함된
차동 패시브 휴대용 프로브, 저장 케이스,
사용 설명서 및 3개의 교체용 접지 단락
띠. 첫째 프로브가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서비스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첫째 프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둘째 프로브
본체 제공.
권장 액세서리

주문 정보
P80318

P8018 – 18GHz 단일 종단 50Ω TDR 프로브.
단일 종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TDR 측정
제공용.

18GHz 100Ω 차동 TDR 휴대용 프로브

80A02 – ESD/EOS TDR 보호 모듈.

포함 품목: 18GHz 대역폭 50Ω odd mode
입력 임피던스(100Ω 차동 임피던스),
2개의 정밀도 SMA 케이블 1세트가 포함된
차동 패시브 휴대용 프로브, 저장 케이스,
사용 설명서 및 3개의 교체용 접지
단락 띠.

외부 프로브 전원 케이블 – 모듈 획득
슬롯 소모를 줄이기 위해, 80A02 모듈은
이 프로브 전원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n 174-3896-00).
접지 스프링 키트(Ground Spring Kit) –
P80318 프로브용 2개의 접지 스프링
세트이며, 하나의 스페어 나사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p/n 020-2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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