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 전압 프로브
TPP1000 · TPP0500B · TPP0502 · TPP0250 데이터 시트
교체형 프로브 팁 카트리지
다양한 연결을 지원하는 대형 액세서리 세트

연결성
통합 오실로스코프 및 프로브 측정 시스템에는 프로브 감
쇠와 일치하도록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에서 크기 및
단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지능형 통신이 내장되어 있습
니다.
내장 AC 보정으로 전체 주파수 범위에 걸쳐 신호 경로가
최적화됩니다.

응용 분야
저전력 장치
TPP1000, TPP0500B, TPP0502 및 TPP0250 모델은 이전에
이 제품 등급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사양을 제공하
는, 텍트로닉스의 고대역폭, 범용 프로브입니다. Tektronix
MDO3000, MDO4000B, MSO/DPO4000B 및 MSO/
DPO5000B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이 프로브는 최대 1GHz 의 아날로그 대역폭과 함께 3.9pF 이
하의 용량 부하를 제공합니다.

주요 성능 사양
1GHz, 500MHz 및 250MHz 프로브 대역폭 모델
<4pF 입력 커패시턴스
10X 및 2X 감쇠 계수

서비스
제조 엔지니어링 테스트
연구 및 개발

정확한 고속 패시브 프로빙
용량 부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회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
되어 접지 리드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
로브의 넓은 대역폭으로 신호에서 고속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중요한 고주파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TPP1000,
TPP0500B 및 TPP0250 패시브 전압 프로브는 높은 동적 범
위, 유연한 연결 옵션, 견고한 기계 설계 등 범용 프로브의 모
든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액티브 프로브의 성능을 제공합
니다.

300V CAT II 입력 전압
MDO3000, MDO4000B, MSO/DPO4000B 및 MSO/
DPO5000B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됨

주요 특징
소형 지오메트리(geometry) 회로 소자를 프로빙할 수 있
는 소형 프로브 헤드
DUT 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주는 작은 프로브 본체

정확한 저전압 측정
TPP0502 는 업계 최고의 대역폭(500MHz) 및 최저 감쇠 계수
(2X)를 제공하여 파워 서플라이 출력에 대해 리플, 공통 측정
등과 같은 저전압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PP0502 의 낮은 용량 부하는 측정 품질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이 프로브에 긴 접지 리드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하므로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접지 리드선 길이를 걱정하지
않고 설계를 마음껏 이동할 수 있습니다.

DUT 에 안전하게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리지드(rigid)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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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든 사양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모든 모델에 적용됩니다.

모델 개요
TPP1000

TPP0500B

TPP0502

TPP0250

감쇠

10X

10X

2X

10X

동적 범위

300V Cat II

300V Cat II

300V Cat II

300V Cat II

대역폭

1 GHz

500 MHz

500 MHz

250 MHz

프로브 팁 입력 임피던스

10MΩ, <4pF

10MΩ, <4pF

2MΩ, 12.7pF

10MΩ, <4pF

케이블 길이

1.3 m

1.3 m

1.3 m

1.3 m

주문 정보
모델
TPP1000

1 GHz, 10X 감쇠 패시브 프로브(TekVPI™ 인터페이스 포함)

TPP0500B

500MHz, 10X 감쇠 패시브 프로브(TekVPI™ 인터페이스 포함)

TPP0502

500MHz, 2X 감쇠 패시브 프로브(TekVPI™ 인터페이스 포함)

TPP0250

250 MHz, 10X 감쇠 패시브 프로브(TekVPI™ 인터페이스 포함)

기본 액세서리
설명

제공 수량

재주문 부품 번호

TPP1000 리지드 팁

1

206-0610-xx

TPP1000 포고 팁(프로브에 미리 설치됨)

1

206-0611-xx

TPP0500B 리지드 팁

1

206-0649-xx

TPP0500B 포고 팁(프로브에 미리 설치됨)

1

206-0650-xx

TPP0502 리지드 팁(프로브에 미리 설치됨)

1

206-0641-xx

TPP0502 포고 팁

1

206-0642-xx

TPP0250 리지드 팁(프로브에 미리 설치됨)

1

206-0649-xx

짧은 접지 스프링

2

016-2034-xx

긴 접지 스프링

2

016-2028-xx

앨리게이터 접지(6 인치)

1

196-3521-xx

후크 팁(일반)

1

013-0362-xx

후크 팁(마이크로)

1

013-0363-xx

IC 캡(범용) 3.8mm

1

013-0366-xx

절연체 슬리브

1

204-1226-xx

프로브 식별용 컬러 밴드

5쌍

016-063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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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액세서리
설명

제공 수량

재주문 부품 번호

앨리게이터 접지(12 인치)

1

196-3512-xx

0.025 인치 핀 소켓 포함 6 인치 클립으로 고정된 접지 리드선

1

196-3198-xx

Microcircuit 테스트 팁

1

206-0569-xx

와이어, 32AWG(스풀)

1

020-3045-xx

BNC-프로브 팁 어댑터

1

013-0367-xx

PCB - 프로브 팁 어댑터, 10 개가 한 팩

1

016-2016-xx

소형 프로브 팁 섀시 마운트 테스트 잭

1

131-8831-xx

컬러 밴드(4 개의 컬러로 구분된 밴드가 한 세트)

1

016-0633-xx

트위커 도구

1

003-1433-xx

옵션
서비스 옵션
옵션 SILV100

5 년으로 확장된 표준 보증

옵션 SILV200

5 년으로 확장된 표준 보증

프로브 및 액세서리는 오실로스코프 보증 및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유한 보증 사항 및 교정 조건을 보려면 각 프로브와 액세서
리 모델의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Tektronix 는 SRI Quality System Registrar 의 감사를 거쳐 ISO 9001 및 ISO 14001 에 등록되었습니다.

제품은 IEEE 표준 488.1-1987, RS-232-C 및 Tektronix 표준 코드와 형식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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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오스트랄라시아 (65) 6356 3900
벨기에 00800 2255 4835*
중유럽, 동유럽 및 발트해 +41 52 675 3777
핀란드 +41 52 675 3777
홍콩 400 820 5835
일본 81 (3) 6714 3010
중동, 아시아, 북유럽 +41 52 675 3777
중국 400 820 5835
대한민국 82 2 6917 5000
스페인 00800 2255 4835*
대만 886 (2) 2722 9622

오스트리아 00800 2255 4835*
브라질 +55 (11) 3759 7627
중유럽 및 그리스 +41 52 675 3777
프랑스 00800 2255 4835*
인도 000 800 650 1835
룩셈부르크 +41 52 675 3777
네덜란드 00800 2255 4835*
폴란드 +41 52 675 3777
러시아 및 CIS +7 (495) 6647564
스웨덴 00800 2255 4835*
영국 및 아일랜드 00800 2255 4835*

* 유럽 수신자 부담 전화. 연결되지 않을 경우 +41 52 675 3777 번으로 문의

발칸 반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및 기타 ISE 국가 +41 52 675 3777
캐나다 1 800 833 9200
덴마크 +45 80 88 1401
독일 00800 2255 4835*
이탈리아 00800 2255 4835*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2 (55) 56 04 50 90
노르웨이 800 16098
포르투갈 80 08 12370
남아프리카 +41 52 675 3777
스위스 00800 2255 4835*
미국 1 800 833 9200
2013 년 4 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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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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