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adR-Reach 자동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BroadR-Reach® PHY

Tektronix 옵션 BRR은 BroadR-Reach 1.2 사양에 대한 컴플라이언
스 측정을 자동화합니다. 옵션 BRR은 테스트 설정을 단순화
하고 작업자 실수를 없애 BroadR-Reach 디자인의 컴플라이언
스 테스트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비 설
정으로 인한 작업자 실수를 줄였습니다. BroadR-Reach로 작업
하는 엔지니어는 Tektronix를 사용하여 고정기를 비롯한 전체
PHY 테스트 솔루션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능 사양

BroadR-Reach 1.2 사양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측정의 전체
범위 자동화

단일 장비로 시간 도메인 및 주파수 도메인 측정 분석

옵션 BRR 고정기는 교란 신호를 추가하는 메커니즘을 제
공함(이 메커니즘은 사양에서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측정
중 하나인 왜곡 측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

MSO/DPO5K, DPO7K 및 MSO/DPO70K를 비롯한 Windows 7 기
반 스코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서, 이 기
술로 작업하는 엔지니어에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함

주요 특징

BRR은 원 박스(one-box) 솔루션으로서, 설정을 단순화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BroadR-Reach PHY 계층 테스트 수행 시 엔지니어는 스
펙트럼 분석기 또는 VNA가 아니라 오실로스코프를 사
용할 수 있음(예: PSD 또는 복귀 손실의 경우)

사용자 정의 모드를 통해 특성화 및 마진 분석에 대한 유연
한 매개 변수 제어가 가능함
측정은 측정에 가장 적합한 신호 유형에 대해 그룹화
되어 사용자 개입이 줄어듦

디자인 엔지니어는 보고서 추가, 보고서 자동 증분 또는 사
용자 설명 포함 등 여러 내장 보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옵션 BRR은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자동 신호 검증을 수
행하고 신호가 허용 한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오류를 발
생시킴

측정
CTS 섹
션

측정 테스트 모드 한계

최소 최대 단위

5.4 송신기 전기 사양
5.4.1 송신기 출력 처

짐

테스트 모드 1 45 %

5.4.2 송신기 왜곡 테스트 모드 4 15 mv

5.4.3 송신기 타이밍
지터 - 마스터

테스트 모드 2 50 ps

5.4.3 송신기 타이밍
지터 - 종속

TX_TCLK 150 ps

5.4.4 송신기 PSD(전
력 스펙트럼 밀
도)

테스트 모드 5 - 마스크
적중 수

5.5.5 전송 클럭 주파
수

테스트 모드 2 66.663 66.7 MHz

8.0 링크 세그먼트 특성
8.2.2 복귀 손실 테스트 모드 5 - 마스크

적중 수

스코프 통합
Tektronix 옵션 BRR은 오실로스코프 분석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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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도표
옵션 BRR은 최신 TekExpress 대화형 도표 모듈을 갖추고 있습
니다. 테스트가 수행된 후 이 기능을 통해 신호를 살펴볼 수 있
습니다. 이 새로운 도표 모듈을 통해 커서를 이동하고 X축과
Y축에서 델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귀 손실 테스트
케이블링 시스템의 복귀 손실은 상호 운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준은 입사 신호를 기준으로 반사 신호가 가져
야 하는 감쇠의 최소량을 정의합니다. 복귀 손실 테스트에서
는 100Ω에 대한 임피던스를 측정합니다.

옵션 BRR은 다른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오실로스코
프 및 AFG/AWG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에서 규정한 대
로 100Ω 임피던스에 대한 복귀 손실 테스트를 정교하게 수행
하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력 스펙트럼 밀도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은 내장 스코프 연산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스펙트럼이 PSD에 도달하면 사후 처리가 수행됩
니다. 그런 다음 계산된 PSD가 사양과 비교됩니다. 하단 및 상
단 마스크가 최종 결과에 도달합니다. 도표는 도표 섹션 아래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표의 스크린샷이 최종 보고서에 임
베드됩니다.

Pass/Fail 보고서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는 Pass/Fail 상태가 포함된 .MHT(MHTML)
형식의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스트 구성 세부 사항, 파형 도표 및 마진 분석이 포함되어 디
자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식별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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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고정기
TF-GBE-BTP 테스트 고정기는 여러 이더넷 컴플라이언스 테스
트를 지원하며, 편리한 신호 액세스, 교란 신호의 정확한 제거
를 위한 시험 포인트, 복귀 손실 교정 및 트래픽 발생기와 링크
파트너에 연결하기 위한 교차 연결 회로를 제공합니다.

BroadR-Reach® 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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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모델

옵션 BRR MSO/DPO/70000, DPO7000 또는 MSO/DPO5000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주문

DPOFL-BRR(플로팅 사용권) MSO/DPO/70000, DPO7000 또는 MSO/DPO5000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주문

DPOFT-BRR(플로팅 평가판) MSO/DPO/70000, DPO7000 또는 MSO/DPO5000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주문

DPO-UP BRR(업그레이드) 기존 MSO/DPO/70000, DPO7000 또는 MSO/DPO5000 오실로스코프 업그레이드

옵션 BRR 솔루션
플랫폼 MSO/DPO5000, DPO7000 및 MSO/DPO70000 Windows 7 오실로스코프

프로빙 복귀 손실의 경우 - #2 P6248, P6247(모든 모델)

다른 모든 측정의 경우 - #1 P6247, P6248, P6330, TDP1500, TDP3500, P7339 및 P7350(모든 모델)

신호 소스 AFG3102, AFG3252, AWG5000 및 AWG7000

고정기 TF-GBE-BTP 테스트 패키지(테스트 고정기 PCB 세트 및 RJ45 상호 연결 케이블로 구성)

기타 액세서리 SMA 케이블 2쌍

#3 SMA-BNC 어댑터

텍트로닉스는 SRI Quality System Registrar의 감사를 거쳐 ISO 9001 및 ISO 14001에 등록되었습니다.

제품은 IEEE 표준 488.1-1987, RS-232-C 및 텍트로닉스 표준 코드와 형식을 준수합니다.

데이터 시트

아세안/오스트랄라시아 (65) 6356 3900 오스트리아 00800 2255 4835* 발칸 반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및 기타 ISE 국가 +41 52 675 3777
벨기에 00800 2255 4835* 브라질 +55 (11) 3759 7627 캐나다 1 800 833 9200
중유럽, 동유럽 및 발트해 +41 52 675 3777 중유럽 및 그리스 +41 52 675 3777 덴마크 +45 80 88 1401
핀란드 +41 52 675 3777 프랑스 00800 2255 4835* 독일 00800 2255 4835*
홍콩 400 820 5835 인도 000 800 650 1835 이탈리아 00800 2255 4835*
일본 81 (3) 6714 3010 룩셈부르크 +41 52 675 3777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2 (55) 56 04 50 90
중동, 아시아, 북유럽 +41 52 675 3777 네덜란드 00800 2255 4835* 노르웨이 800 16098
중국 400 820 5835 폴란드 +41 52 675 3777 포르투갈 80 08 12370
대한민국 82 2 6917 5000 러시아 및 CIS +7 (495) 6647564 남아프리카 +41 52 675 3777
스페인 00800 2255 4835* 스웨덴 00800 2255 4835* 스위스 00800 2255 4835*
대만 886 (2) 2722 9622 영국 및 아일랜드 00800 2255 4835* 미국 1 800 833 9200

* 유럽 수신자 부담 전화. 연결되지 않을 경우 +41 52 675 3777번으로 문의 2013년 4월 10일 업데이트

추가 정보. 텍트로닉스는 애플리케이션 노트, 기술 요약 및 기타 리소스 모음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최신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www.tektronix.co.kr
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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