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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설 명제 품 설 명

선 택 사 양선 택 사 양

수 동 소 자수 동 소 자

GPIB/HANDLER GPIB/HANDLER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 이 옵션은 GPIB(IEEE-488)인터페이스 및 Handler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GPIB 인터페이스에 의해 장비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거나 측정데이타 및 장비상태를 

읽을 수 있고 Handler 인터페이스에 의해 Handler 작동에 필요한 Binning정보 신호 

출력과 장비상태 신호출력 및 트 리 그 신호 입력을 DB25 Male 형의  코넥터를 통해 제

공해 준다. 입력은  Negative  Edge Trigger 형식이며, ±15V에  대한  보호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KELVIN  KELVIN  CLIPS                   CLIPS : Radial등의 다른 Fixture와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SMD  집게                          : 표면 실장형의 부품 접속시 사용을 위해 제공된다SMD  집게

RADIAL  FIXTURE               : Radial 또는 Axial형의 부품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Fixture로서   전면

                                           판넬의 BNC 코넥타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RADIAL  FIXTURE

비  이상적인  모든  부품(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은  순수  부품(저항)과  직렬  또는  병렬의  무효분(인덕터,  커패

시터)으로  모델화  할  수  있다.  이  부품들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의  함수에  따라  변 화 한다.

직렬  또는  병렬  모델들은  수학적으로  등가적이며  아래에  보인것과  같이  전환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하나

의  모델은  동작중인  부품을  설명하는데  보다  좋은  방법이  된다.  정확 한  모델은  소자와  동작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소자는  제조사나  공업  표준에  의해  실험된다. 

예를들어,  전해  콘덴서는  직렬  모드에  120Hz,  C+R  모드에서  측정되어  진다.

그래서  ESR(직렬  등가저항,  Equivalent  Series  Resistance)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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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Frequency Measurement Rate BiasTest Voltage Display option Back space

Measurement modeFixture inputs TriggerSetup Key pad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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