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사이트 E5063A
ENA 시리즈 PCB 분석기
기술 개요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 정확도 및 R&R 향상
–– 다양한 언어 지원
– ESD 견고성 향상

까다로운 PCB 측정 과제를 위해 E5063A PCB 분석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오늘날 전자 회로의 동작 속도가 증가하면서 인쇄회로기판(PCB)의 신호 무결성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커졌을 뿐만 아니라, 임피던스
제어 PCB 요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무선 장치가 급증하면서 PCB에 안테나를 내장하려는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간 도메인 임피던스 측정 외에 PCB 내장 안테나의 주파수 도메인 응답에 대한 측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5063A PCB 분석기는 E5063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에 옵션 011 (시간
도메인 분석/Test Wizard)이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5063A가 주파수 도메인
측정 기능을 지원하고, 옵션 011은 시간 도메인
분석 기능을 비롯해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전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U1810B USB 동축 스위치를
추가하면 유효 포트 수를 최대 4개까지
확장하여 싱글 엔드 및 차동 프로브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과 혜택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최적화하고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속도
정확도 및 사용 용이성
PCB 측정 환경을 바꾸는
E5063A PCB 분석기

–– 24.8ps 상승 시간에 최대 18GHz 대역폭까지 지원하여 최신 PCB 설계까지 측정 가능
–– 최고의 성능
- DUT의 실제 성능을 살펴볼 수 있는 넓은 동적 범위: > 100dB(4.5GHz)
- 정확한 반복 측정을 위한 낮은 노이즈 플로어: 75μVrms
- 실시간 분석을 위한 빠른 측정 속도: 154msec(전체 2포트 교정 시, 1601 포인트)
–– 최첨단 에러 보정 기술로 측정 에러 최소화
- 자동 디스큐로 픽스처 및 프로브 영향 제거 용이
- 전체 교정(ECal) 기능으로 측정 정확도 극대화
–– 언제든지 유효한 모든 ENA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옵션 업그레이드 가능. 현재 필요한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요건 변경 시 업그레이드를 통해 투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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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63A ENA 시리즈 PCB 분석기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세 가지 획기적인 개선 사항
E5063A PCB 분석기는 TDR 오실로스코프를 기반으로 한 이전 솔루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정확도 및 R&R(Repeatability & Reproducibility) 향상
–– 다양한 언어 지원
– ESD 견고성 향상

정확도 및 R&R 향상
정확도의 새로운 표준 제시
–– 정확한 반복 측정을 위한 낮은 노이즈
플로어
–– 최첨단 에러 보정 기술로 측정 시스템이
아닌 디바이스 측정 가능

다양한 언어 지원
사용자의 언어가 지원되는 분석기
––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모국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국어가 지원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번체 및
간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ESD 견고성 향상
계측기 내부에 구현된 보호 회로
–– 독점 제공되는 정전기 방전(ESD) 보호
칩으로 ESD 견고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뛰어난 RF 성능을 발휘합니다.
–– 매우 견고한 아키텍처를 통해 ESD로 인한
계측기 장애를 최소화하여 계측기 수리
비용 및 정지시간(downtime)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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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63A ENA 시리즈 PCB 분석기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PCB 분석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PCB의 임피던스 및 반사 손실 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솔루션과 비슷한 모양과 느낌의 PCB 분석기는 설치 및 사용이 쉽기
때문에 광범위한 작업자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 모드 편집
내장된 테스트 파일 편집기를 사용해 테스트 파일을 손쉽게 생성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대부분의 파일 생성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파일은 다양한 임피던스 트레이스를
필요로하는 PCB 테스트를 자동화하기 위한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테스트 모드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일반 작업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테스트 파일에 저장됩니다. 작업자가 목록에서 해당 테스트 파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시스템 테스트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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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063A ENA 시리즈 PCB 분석기
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Wizards
설정 및 에러 보정 Wizard로 오류가 전혀 없는 직관적 설정, 에러 보정 및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조정을 위한 전용 제어 기능
–– 소프트웨어 노브를 사용해 수직 및 수평
스케일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평 단위를 시간 또는 거리(영국식 또는
미터법 단위)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UT 길이측정 Wizard가 DUT 길이를 자동
측정합니다. DUT 길이 설정은 최적의 측정
시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간
범위가 설정되면 트레이스 길이의 비율로
테스트 리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유형으로는 절대, 평균, 멀티 세그먼트
리미트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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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세 가지 획기적인 개선 사항
정확도 및 R&R 향상
측정 정확도, 반복성 및 재현성은 OEM과
제조사 간의 측정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측정 오차가 없는 경우에는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절대
측정 정확도와 측정 R&R(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입니다.
케이블, 픽스처 및 프로브, 테스트 장비,
작업자 등 정확도와 R&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에러 보정은 케이블, 픽스처 및 프로브,
테스트 장비로 인한 시스템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최첨단 에러 보정 기술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고 PCB 분석기가 최신 제품을 위해
필요한 정확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한선

측정값

상한선

측정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확신

하한선

불확신

측정값

상한선

측정 오차를 감안하기 위해 보호 대역이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 대역

보호 대역

하한선

상한선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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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세 가지 획기적인 개선 사항
에러 보정
에러 보정 기술
최고의
정확도

전체 교정
(SLOT)

전체 교정
(ECal)
디스큐 및 손실
보상

정확도

디스큐
(포트 확장)

난이도

가장 용이

정확도 선택 – 복잡성과 정확도간 트레이드 오프
지난 수 년간, 측정 시 테스트 픽스처와 프로브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접근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각 에러 보정 기술의 난이도는 각 방법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에러 보정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스큐(포트 확장)는 테스트 셋업에서 지연 시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수학적으로 교정
레퍼런스 플레인을 DUT로 확장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이 쉽긴 하지만 프로브 및 픽스처가
평탄한 진폭 응답, 선형적 위상 응답, 일정한 임피던스 등의 완벽한 전송선처럼 보인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브 및 픽스처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 디스큐 및 손실 보상은 테스트 셋업에서 지연시간과 손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수학적으로 교정 레퍼런스 플레인을 DUT로 확장합니다. 이 기술은 난이도와 정확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 전체 교정(SOLT)은 가장 포괄적인 교정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교정 기술은 테스트 셋업에서
지연 시간, 손실 및 부정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측정 시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교정(Ecal)은 전체 교정을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솔리드 스테이트 교정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기계적 교정에는 집중적인 작업자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Cal을 사용할 경우, 작업자가 ECal 모듈을 계측기에 연결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나머지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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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생산제조 테스트를 위한 세 가지 획기적인 개선 사항
다양한 언어 지원

사용자의 언어가 지원되는 분석기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모국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국어가
지원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번체 및 간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ESD 견고성 향상

PCB 테스트와 같은 응용분야에서는 많은 정전하가 DUT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측기를 사용할 때는 정전기 방전(ESD)으로 계측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SD에 취약하면 결국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오랜 수리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5063A PCB 분석기는 계측기에 보호 회로가 내장되어 ESD에 대한 견고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키사이트는 자체 RF 설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기술적인 부품들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로써
뛰어난 RF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ESD 견고성을 크게 향상시킨 ESD 보호칩을 독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SD 검사 모델

IEC 801-2 Human Body Model. (150pF, 330Ω) 3 kV, 10 cycle로
RF 출력 센터 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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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용어 해설
–– 사양(spec): 보장되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양의 적용 온도는 계측기 전원을 켜고 90분 후 23℃(± 5℃)입니다.
사양에는 예상 성능 통계치, 측정 불확실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성능 변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호 대역이 포함됩니다.
–– 통상적(typ): 평균 장치의 기대 성능에는 보호 대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제품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일반 특성(char): 일반적인 서술 용어로서 성능 정도를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세트 옵션
대역폭
입력 커넥터
입력 임피던스
최대 비파괴 전압
TDR 자극1
TDR 스텝 상승 시간
(10 ~ 90%) (최소)2
자유 공간의 TDR 스텝 응답
분해능(εr = 1) (최소)3
TDR 디스큐 범위
(테스트 케이블 길이) (최대)4
DUT 길이(최대)5
TDR 자극 반복 속도(최대)
RMS 노이즈 레벨6

사양
일반특성
일반특성
통상적
일반특성
사양

옵션 2H5
18 GHz

24.8 ps
7.4 mm

일반특성

옵션 285
8.5 GHz
Type-N (female)
50 Ω 공칭
± 35 VDC
스텝
52.4 ps
15.8 mm

옵션 245
4.5 GHz

99.1 ps
29.7 mm

50 ns

사양
사양
사양
통상적

18 MHz

1.25 μs
8.5 MHz
75 μVrms

4.5 MHz

1. PCB 분석기의 시간 도메인 기능은 응답을 시간 도메인에 표시하는 TDR 오실로스코프의 TDR(Time Domain Reﬂectometry) 측정과 유사합니다. TDR
오실로스코프 측정에서는 펄스 또는 스텝 자극이 DUT에 입력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반사파의 변화가 측정됩니다. PCB 분석기 측정에서는 사인파 자극이
DUT에 입력되면 주파수에 따라 반사파의 변화가 측정됩니다. 그런 다음, 역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도메인 응답이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됩니다.
2. 최소값은 DUT 길이 설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승 시간에서 응답 분해능으로 치환하려면, 자유 공간에서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c와 상승 시간을 곱셈합니다. 실제 물리적 길이를 계산하려면, 자유 공간의
이 값을 전송 매체의 상대적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vf와 곱셈합니다. 대부분의 케이블은 폴리에틸렌 유전체인 경우 0.66의 상대 속도를, PTFE 유전체인 경우
0.7의 상대 속도를 갖습니다.
4. 측정 불량을 최소화하려면, 고품질 케이블과 프로브를 사용하여 DUT에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품질 케이블은 구부렸을 때 손실 및 반사율이 낮고,
최소의 성능 편차를 갖습니다.
5. 최대 DUT 길이는 DUT와 테스트 케이블 길이를 합산한 값입니다. 초 단위의 DUT 길이를 자유 공간에서의 거리로 치환하려면, 시간 값을 자유 공간에서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c와 곱셈합니다. 실제 물리적 길이를 계산하려면, 자유 공간의 이 값을 전송 매체의 상대적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vf와 곱셈합니다. 대부분의
케이블은 폴리에틸렌 유전체인 경우 0.66의 상대 속도를, PTFE 유전체인 경우 0.7의 상대 속도를 갖습니다.
6. 50Ω DUT 및 기본 설정에서의 RMS 노이즈 레벨

자세한 내용은 E5063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5991-3615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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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1단계: 주파수 범위 선택
옵션
E5063A-245
E5063A-285
E5063A-2H5

설명
2포트 테스트 세트, 100 kHz ~ 4.5 GHz
2포트 테스트 세트, 100 kHz ~ 8.5 GHz
2포트 테스트 세트, 100 kHz ~ 18 GHz

2단계: 추가 옵션 선택(필수)
옵션
E5063A-011

설명
시간 도메인 분석/Test Wizard

3단계: 액세서리 선택(선택사항)
제품
U1810B
85092C
85093C
N4690C
N4691B
N4431B
N4432A
N4433A

설명
USB 동축 스위치, DC ~ 18 GHz, SPDT
ECal 모듈, 2포트, 300 kHz ~ 9 GHz, Type-N
ECal 모듈, 2포트, 300 kHz ~ 9 GHz, 3.5 mm
ECal 모듈, 2포트, 300 kHz ~ 18 GHz, Type-N
ECal 모듈, 2포트, 300 kHz ~ 26.5 GHz, 3.5 mm
ECal 모듈, 4포트, 300 kHz ~ 13.5 GHz, 3.5 mm 또는 Type-N
ECal 모듈, 4포트, 300 kHz ~ 18 GHz, Type-N
ECal 모듈, 4포트, 300 kHz ~ 20 GHz, 3.5 mm

업그레이드 옵션
옵션
E5063AU-285
E5063AU-2H5
E5063AU-2H6
E5063AU-011

설명
4.5 GHz에서 8.5 GHz로 업그레이드
4.5 GHz에서 18GHz로 업그레이드
8.5 GHz에서 18GHz로 업그레이드
시간 도메인 분석/Test 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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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스템 구성
싱글 엔드 및 차동 프로브를 사용하는 18 GHz 시스템
(타사의 TDR 패시브 프로브도 PCB 분석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량
1
1
1
1

옵션/제품
E5063A-2H5
E5063A-011
U1810B
N4433A

설명
2포트 테스트 세트, 100 kHz ~ 18 GHz
시간 도메인 분석/Test Wizard
USB 동축 스위치, DC ~ 18 GHz, SPDT
ECal 모듈, 300 kHz ~ 20 GHz, 3.5mm, 4포트

자세한 내용은 E5063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구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5991-3616EN.pdf

웹 리소스
E5063A ENA 시리즈 PCB 분석기
www.keysight.com/find/ena-pcb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www.keysight.com/find/ena
ENA 시리즈 서비스 및 지원
www.keysight.com/find/ena_support
전자 교정(ECal) 모듈
www.keysight.com/find/ecal

관련 자료
E5063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브로셔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5991-3614EN.pdf
E5063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데이터시트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5991-3615EN.pdf
E5063A ENA 시리즈 네트워크 분석기 구성 가이드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5991-3616EN.pdf
네트워크 분석기 선택 가이드
http://literature.cdn.keysight.com/litweb/pdf/5989-7603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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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부터의 진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및 인력의 고유한 결합을 통해 고객 여러분이 한 차원 높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Hewlett-Packard에서 애질런트를 거쳐 키사이트로!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품,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키사이트 지점으로 문의하십시오.
키사이트의 각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www.keysight.com/find/contact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20층
(신송 센터빌딩)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33
전화 | 1588-5522
팩스 | 2004-5522

myKeysight
www.keysight.com/find/mykeysight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로 맞춤형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keysight.com/find/emt_product_registration
제품을 등록하여 최신 제품 정보를 얻고 보증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서비스
www.keysight.com/find/service
키사이트 서비스는 계측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계획 단계부터
리뉴얼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서비스(원스톱 교정, 수리, 자산 관리,
테크놀로지 리프레쉬, 컨설팅, 교육 등)를 통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키사이트 보장 프로그램
www.keysight.com/find/AssurancePlans
최대 10년간의 제품 보호를 통해 갑작스러운 예산 지출을 피하고 사양에
따른 계측기의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채널 파트너
www.keysight.com/find/channelpartners
키사이트의 측정 전문기술 및 광범위한 제품이 채널 파트너의 편의성과
결합되었습니다.
www.keysight.com/find/vna

계측기 고객 센터
전화 | 080-769-0800
팩스 | 080-769-0900
기술지원부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 관련 문의
전화 | (02)2004-5212
팩스 | (02)2004-5199
대전사무소
주소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빌딩 15층
전화 | (042) 489-7950
팩스 | (042) 489-7946
대구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18층 (영남타워)
전화 | (053)740-4900
팩스 | (053)740-4989
온라인 문의 :
www.keysight.com/find/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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