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B2900A 시리즈
정밀 소스/측정 장치
1ch/2ch

210 V, 3 A DC/10.5 A 펄스

10 fA/100 nV 분해능

비용대비 효과적인 소스/측정 솔루션은
우수한 성능과 동급 최강의 GUI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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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뷰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최고의 측정 처리율을 제공하고 기존의 SMU SCPI
명령을 지원하여 테스트 코드를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SMU를 
생산 시험 시스템에 통합할 때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유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B2901A, B2902A, B2911A 및 B2912A  
4가지 모델로 구성되며, 이들 모델은 이용 가능한 기능 (표시되는 디지트 수, 측정  
분해능,최소 타이밍 간격, 지원되는 보기 모드 등) 및 포함된 SMU 채널 수 (1개  
또는 2개)에 의해 구별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가격/성능 포인트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 정밀 소스/측정장치는 컴팩트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벤치탑 소스/측정 장치 (SMU)로서 전압 및 전류를 모두 소싱 및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B2900A 시리즈는 고분해능과 정확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IV (전류 대 전압) 측정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 SMU는 적절한 가격에 동급 최강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SMU는 광범위한 전압 (±210 V)과 전류(± 3 A DC 및 ±10.5 A 펄스형)
소싱기능, 탁월한 정확도 (최소 10 fA/100 nV 소싱 및 측정 분해능)와 우수한  
컬러 LCD GUI를 지원합니다. 또한 작업에 기반한 다양한 뷰모드는 테스트,디버그 
및 특성 분석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혁신적인 SMU는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싱글 뷰

듀얼 뷰

특징 이점

통합 4 사분면 소싱 및 측정 기능 한 대의 계측기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연결을 바꾸지 않고 전류 및 전압을 쉽고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측정 범위: ±210 V, ±3 A (DC),  
±10.5 A (펄스형)

단일 SMU 제품은 고전압 및 고전류 측정 요구를 모두 해결하므로 표준화 향상 및 재고/지원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10 fA 및 100 nV의 소스 및 측정 분해능 이전에는 보다 비싼 반도체 디바이스 분석기를 사용해서만 가능했던 로우 레벨 측정을 저렴한 벤치탑
SMU를 사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4.3 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의 사용자 친화적인
전면판 GUI는 그래픽 및 숫자 뷰 모드를 지원함

신속하고 간편하게 측정을 수행하고 전면판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랙티브 테스트, 특성 분석
및 디버그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10 마이크로초 디지타이징 가능 DC 특성 외에 저주파 현상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무료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없이 PC에서 원격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및 기본 SCPI 명령을 모두 지원함 기존 SCPI 명령은 오래된 SMU 코드 (예 : Keithley 2400 시리즈)와 호환이 되며, 이는 코드 변환 작업을
최소화 합니다. 기본 SCPI 명령은 고급 B2900A 시리즈 기능을 지원합니다.

USB2.0, LAN, GPIB 및 디지털 I/O
인터페이스를 지원함

랙 & 스택 시스템에 쉽게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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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는 통합 전압 및 전류 소싱 및 측정기능 덕분에 다양한 현장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IV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인기 있고 널리 보급된 계측기입니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매우 합리적 가격에 우수한 성능과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생산 테스트 시간을 단축시키고 처리율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B2900A 시리즈 SMU의 다목적 측정 기능은 반도체 테스트,
액티브/패시브 구성요소 테스트 및 일반 전자 디바이스 및 재료 특성 분석 등의 다양한 
IV 측정을 위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B2900A 시리즈는 R&D 및 교육에서 산업 개발, 생산 테스트 및 자동화된 제조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범위를 지원합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단독으로 또는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도 잘 작동합니다.

광범위한 IV 측정을 위한 최상의 SMU 솔루션

반도체, 이산 및 패시브 구성요소 테스트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LED
광검출기, 센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FET),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BJT)
ICs (아날로그 IC, RFIC, MMIC, 등)
저항기, 바리스터, 서미스터, 스위치

정밀 전자부품 및 그린 에너지 디바이스 테스트

태양 전지
전력 트랜지스터, 전력 디바이스
배터리
자동차
의료 기기
회로 테스트용 전력 및 DC 바이어스 소스

연구 및 교육

신소재 연구
나노 디바이스 특성 분석 (예 : CNT)
거대 자기 저항 (GMR)
유기 디바이스
정밀 전압/전류 소스 및 측정

어플리케이션 자료는 키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m/find/B2900A를 참조하십시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
정밀 소스/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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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로 측정 복잡성 감소

전압/전류 소스, 임의 파형 발생기 (AWG), 스위치 및 전압/전류미터와 같은 기존 
계측기로 IV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정확한 측정 수행을 위한 측정 기법과 계측에 대한 심층적 기술 지식이 필요 합니다.

키사이트 B2900A SMU의 다양한 소스와 측정 기능을 간단히 하나의 형태로  
통합했으며, 완벽한 4분면 정밀 전압/전류 소스, 전기 부하, 정확한 전압/전류미터, 
펄스 발생기 및 임의 파형 발생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통합 소스 및 측정 기능으로 까다로운 IV 측정 작업 단순화

키사이트 B2900A SMU의 다목적 올인원 통합 소스 및 측정 기능을 사용하면 
연결을 변경하거나 추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DC에서 저주파수 AC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 채널 모델의 가용성은 최대  
3개 터미널로 디바이스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단, 1개의 터미널이 회로 공통에 연결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SMU를 사용한 IV 측정 수행의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브로셔의 뒷면에 
있는 “개요: SMU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낮음

높음

스위치

AWG

전류 미터

전류 소스

전압 소스

전압계
V

A

DUT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

SMU를 이용한 동일 측정

DUT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

랙 및 스택 솔루션 :
여러 계측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들 계측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SMU 솔루션 :
통합 4사분면 전압 및
전류 소싱 및 측정
(임의 파형 발생기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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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900A GUI는 스위프 측정 기능을 완전히 지원하므로 전면판에서 신속히  
스위프 측정을 수행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SCPI 명령을 사용해  
원격 제어를 받는 B2900A SMU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동일 스위프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주 스위프 기능 외에도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임의 파형 생성 (AWG)  
및 리스트 스위프 기능도 지원합니다. 임의 파형 발생기 및 리스트 스위프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2500개 스텝으로 파형을 생성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친숙한 
스프레드시트 호환 데이터 입력 포맷을 사용하여 임의 모양의 파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파형 발생기 및 리스트 스위프 기능은 적용된 전압 또는 전류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지는 디바이스의 특성을 분석할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으로 관심 영역을 유연하게 “확대(Zoom In)”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계측기로 최대 210 V 및 3 A (DC) 또는 10.5 A (펄스형) 
테스트

B2900A SMU는 ±210 V 전압 및 ±3 A(DC) 또는 ±10.5 A (펄스형) 전류를  
소싱 및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기능성을 통해 단일 SMU 모델을 표준화하고 
지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두 채널 모두에 존재하며, 2 채널 
버전에서는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을 모두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통합 스위프 및 임의 파형 측정 기능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에는 단순한 DC 및 펄스형 측정 이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B2900A SMU는 내장 스위프 기능이 있어 선형 및  
로그 모드, 단일 및 이중 스위프 기능 및 일정한 펄스형 스위프 작동 등의 표준 스위프 
파라미터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테스트를 위한 넓은 전압 및 전류 커버리지

일정한 DC

선형 스위프 펄스형
선형 스위프

맞춤형 파형 (리스트 스위프)

로그 스위프

펄스

210 V

0.5 ms

200 μs

Load: open

최대 10.5 A전류 펄스를 생성해서 디바이스 자기발열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0.5 밀리초 이내에 전압을 200 V 까지 램프업할 수 있어 편리하게 전력 구성요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장 함수는 유연한
파형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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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이어 측정 기능으로 정확한 저저항 측정 기능

작은 저항을 측정할 경우, 기존의 케이블 저항은 심각한 측정 에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4-와이어 (일명 ‘원격 감지’ 
또는 ‘켈빈 연결’) 측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4-와이어 방식에서, 2개의 커넥터는 강제 
전류가 흐르고 나머지 2개의 커넥터는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커넥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DUT에서 실제 전압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동 없이 대규모 용량성 부하 측정

대규모 용량성 부하로 인해 SMU에 진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B2900A 시리즈는 높은 커패시턴스 측정 모드를 지원합니다. 높은 커패시턴스
모드에서는 SMU 진동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대규모 용량성 부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0 fA 및 100 nV의 소스 및 측정 분해능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주로 채널 수(1개 또는 2개) 및 측정 및 소싱 분해능으로 
구별되는 4가지 모델로 구성됩니다. B2901A(단일 채널) 및 B2902A(듀얼 채널) 
버전의 측정 분해능은 100 fA 및 100 nV이고 소싱 분해능은 1 pA 및 1 μV입니다. 
B2911A(단일 채널) 및 B2912A(듀얼 채널) 정밀 버전의 측정 및 소싱 분해능은 
10 fA 및 100 nV입니다. 모든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 제품은 비용 대비 효과
적이고 유연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바나나 잭 스타일 입력을 지원합니다. 
1 nA 미만의 저전류 측정의 경우 바나나 잭 3 축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Transient 현상 캡처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저주파수 Transient 현상을 캡처 및 표시할 수 있는
고속 샘플링 측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키사이트 B2901A 및 B2902A는 20 μs
(50,000포인트/초)의 샘플링 속도를 지원하고 키사이트 B2911A 및 B2912A는 
10 μs (100,000포인트/초)의 샘플링 속도를 지원합니다. 물론, 달성 가능한  
최대 샘플링 속도는 신호 레벨, 주변 노이즈 및 원하는 분해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최고의 벤치탑 SMU 측정 성능

B2900A 전면판에서 직접 저전류 측정을 수행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롤 뷰 모드에서는 저주파수 Transient 현상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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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I 명령으로 호환성과 다기능을 제공

SCPI (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s) 는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계측기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2개의 SCPI 명령 세트(기존 및 기본)를 제공해서 코드 호환성 및 유연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기존 명령 세트에는 구형 SMU (예: Keithley2400)의 명령과  
호환되는 명령이 많이 있어 코드 변환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기본 명령 세트는  
고급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 기능을 지원하며, 성능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동급 최고의 측정 처리율

탁월한 R&D 툴인 B2900A 시리즈는 생산 테스트에도 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통합 시간에 우수한 정확도와 반복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B2900A 시리즈는 
동급 SMU 중에 최고의 측정 속도를 자랑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및 트레이스 버퍼 기능으로 처리율 향상

버스 통신 시간을 줄이기 위해 B2900A 시리즈는 긴 문자열의 SCPI 명령을  
계측기에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모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코드 시퀀스는 
통신 버스에서 단일 명령을 전송하여 실행할 수 있어, 자주 실행되는 명령 문자열의 
처리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B2900A 시리즈는 최대 10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트레이스 버퍼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여러 측정의 결과를 
동시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 데이터 전송 시간이 단축되고 전체 처리율도 개선됩니다.

초고속 처리율로 테스트 비용 절감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 SMU

최대 스위프 작동 초당 판독 속도
(50 Hz에서 GPIB로 소싱/측정)

0

초당 판독값

2500 5000 7500 10000 12500 15000

기존 시스템 SMU-A

기존 시스템 SMU-B

기존 시스템 SMU-C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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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2.0 메모리 포트는 쉬운 데이터 저장 및 포팅을 지원합니다. 싱글 뷰, 듀얼 뷰,  
그래프 뷰, 롤 뷰 및 줌 등의 혁신적인 GUI는 벤치탑 테스트, 디버그 및 특성 분석의 
유용성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B2900A의 전면판에는 상호 작용 방식으로 빠르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는 4.3” 컬러 LCD 디스플레이, USB 2.0 
메모리 I/O 포트, 보조키, 영숫자 키패드 및 회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4.3” 컬러 
LCD 디스플레이는 그래픽 및 숫자 뷰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신속한 테스트 셋업 
및 테스트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혁신적인 GUI 및 4.3” 컬러 LCD 디스플레이로 쉽고 빠르게 벤치탑 테스트, 디버그 및 특성 분석

USB2.0  
메모리 I/O

4.3” 컬러 LCD 디스플레이

채널 1 터미널

보조 키, 영숫자 키 및
회전 손잡이

듀얼 뷰:
두 개의 채널 장치 (B2902A 및 B2912A) 듀얼 뷰에서는 채널 1과 채널 2에 대한
셋업 및 측정 결과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 또는 전력 등의
측정값 중 2가지를 6.5 디지트 정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싱글 뷰 :
싱글 뷰는 싱글 뷰를 통하여 기본 및 고급 측정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선택한 채널의 설정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듀얼 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 저항 또는 전력 등의 측정값 중 2가지를 6.5 디지트 정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뷰에서는 통합 시간, 펄스 파라미터 및  
스위프 조건 등과 같은 항목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줌 :
줌 기능은 원거리에서 또는 계측기가 랙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측정 대상 파라미터 2개에 대한 확장된 버전을 표시합니다.  
줌 기능은 싱글 뷰 모드와 듀얼 뷰 모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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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사용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여러 계측기로 구성된 
시스템 솔루션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B2900A의 후면판은 원격 제어 인터페이스(GPIB, USB2.0 및 이더넷)과 
D-sub 25 핀 디지털 I/O 포트(내부/외부 트리거 신호, 핸들러 제어 및 인터락  

채널 2 터미널 디지털 I/O 
(D-sub 25 핀)

이더넷 (LAN)

GPIB USB2.0

그래프 뷰 :
그래프 뷰는 최대 2개 채널에 대한 XY 그래프에 측정 결과를 표시
합니다(예 : I-V 및 I-t/V-t 커브). 이 그래프 뷰는 신속하게 벤치탑
디바이스의 특성을 분석할 경우에 유용합니다(특히 스위프 측정
수행 시). 이 그래프는 연결된 USB 메모리 디바이스에 JPE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롤 뷰:
롤 뷰에서는 스트립 차트 레코더에서 그린 곡선과 비슷한 I-t 또는 V-t
곡선을 그립니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1000개의 수집 데이터를
표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B2911A 및 B2912A 모델에서만
제공되는 롤 뷰는 특히 저주파수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혁신적인 GUI 및 4.3” 컬러 LCD 디스플레이로 쉽고 빠르게 벤치탑 테스트, 디버그 및 특성 분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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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웹 브라우저 컨트롤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제어할 수 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소프트웨어 없이도 외부 PC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LAN 포트를 통해 컴퓨터를 계측기에 연결하고 B2900A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해서 
상호작용 방식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계측기 드라이버로 프로그래밍 단순화

자신만의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려는 사용자들의 경우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용의 IVI-C 및 IVI-COM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ational 
Instruments LabView 드라이버는 NI.COM에서 제공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는 ‘키사이트 B2900A Quick I/V 측정 소프트웨어’,
LXI 웹 브라우저 컨트롤 및 바로 사용 가능한 계측기 드라이버 등 계측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세 가지의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무료 PC 기반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필요성 해소

키사이트는 무료로 PC 기반 Quick I/V 측정 소프트웨어를 B2900A  
시리즈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IV 측정을 신속하게  
셋업 및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없이 테이블 및 그래프로 측정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uick IV를 사용하여 최대 4개의 SMU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는 MOSFET과 같은 4터미널 디바이스의 벤치탑 특성 분석에 이상적입니다.

유연하고 편리한 원격 사용 옵션

PC 소프트웨어 제어 웹브라우저
기반 제어

GPIB USB

LAN

키사이트 B2900A 
 Quick I/V 측정 소프트웨어

키사이트 B2900A
그래픽 웹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환경
키사이트 VEE
Microsoft Visual Studio Visual C++

Visual C#
Visual Basic

National Instruments LabView
LabWindows



11 | 키사이트 | B2900A 시리즈 정밀 소스/측정 장치 – 브로슈어

키사이트 B2900A Quick I/V 측정 소프트웨어에는 B2900A에 무료로 구비 
되어  있으며, Windows 기반 PC에서 손쉬운 측정 셋업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갖추고 있으며 LAN, USB 및 GPIB 등 

Quick I/V 측정 소프트웨어로 PC에서 빠르고 쉽게 측정

모든 B2900A 인터페이스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소프트웨어는 단일 및 듀얼  
채널 장치 구성에서 4개의 SMU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셋업 메뉴에서는 셀제로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4개의 SMU 채널에서 설정을 지정하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프 함수는 기본 및 고급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예: 여기에 표시된 곡선군). 숫자 측정 결과는 테이블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이 데이터는 추가 분석을 위해 Excel에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스위프 편집기에는 B2900A의 AWG 기능과 함께 사용하도록. 생선된 전압 및 전류  
파형을 생성하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 셋업 데이터는 Excel에서 앞뒤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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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신속한 
측정을 수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키사이트 B2900A에는 Java 지원 웹 브라우저 (예:Internet Explorer)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LXI 호환 웹 서버가 내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웹 인터 
페이스는 스폿 측정, 스위프 측정 및 펄스형 소스 측정 등 모든 기본 측정 기능을

그래픽 웹 인터페이스로 편리하게 웹 브라우저 기반의 계측기를 제어

랩실의 키사이트 B2990A 시리즈

원격위치 A

원격위치 B

LAN

IP 주소로 키사이트
B2900A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B2900A의
기본 측정기능 (예: 스폿, 스위프 및
펄스형 측정)을 지원합니다. 측정 결과는
그래프 작성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Excel로 쉽게 복사할 수 있는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웹 브라우저 제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위치에서 B2900A 측정 소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랩 (lab)에 가지 않고도 책상에서
간단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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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바이스 테스트용 테스트 픽스처

키사이트 N1295A 디바이스/컴포넌트 테스트 픽스처는 패키지 디바이스 및  
부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테스트 픽스처에는 4 개의 3 축 입력과 최대 42 V 및 1 A의 전압 및 전류 측정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고급 패키지형 테스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키사이트 16442B 테스트  
픽스처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핀수가 더 많은 디바이스, 더 유연
한 연결 그리고 42 V 이상의 전압을 안전하게 인가하기 위한 인터락 기능도 지원 
합니다. 키사이트는 16442B 인터락을 B2900A의 디지털 출력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로 손쉬운 바나나 잭 연결

키사이트 B2900A는 편리하고 저렴한 바나나 잭 터미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케이블, 어댑터 및 액세서리를 지원합니다.

바나나 3 축 어댑터로 저전류 측정 지원

바나나 잭은 저전류 측정 (예 : 1 nA 이하의 측정)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바나나  
잭 3 축 어댑터로 고성능 3 축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축 기반  
테스트 픽스처 및 웨이퍼 프로버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와이어와 4-와이어 3 축 어댑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액세서리로 간편하게 특수 테스트 요구 충족

제공되는 액세서리 및 구비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렴한 PC기반의 부품 테스트 솔루션을 꾸밀수 있습니다.

바나나 잭 3 축 어댑터는
2-와이어 및 4-와이어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키사이트 N1295A 디바이스/컴포넌트  
테스트 픽스처는 패키지 디바이스 및 부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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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인증) 기능으로 디바이스 손상 방지
또한 SMU에는 전압 및 전류 제한 (인증)기능이 있으며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해
한계값을 설정하고 디바이스를 과도 전압 또는 전류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SMU가 사용자 지정 한계값에 도달할 경우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긴  
하지만, SMU가 종료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원 공급기에서  
과전류 보호 (OCP) 및 과전압 보호 (OVP) 기능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스 및 측정 리소스의 정확한 타이밍 제어

SMU에 소스 및 측정 리소스를 통합하면 별도의 계측기를 사용할 때보다 동기화가
휠씬 더 긴밀해집니다. 게다가, B2900A 시리즈는 소싱된 전류 또는 전압 파형과는
따로 측정 포인트를 정의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트리거링 옵션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채널 장치에서 두 채널을 동기화 상태로 또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원격 제어 상태에서는 그룹 트리거 신호를 사용해 여러 장치를 일제히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통합으로 측정 에러 감소

SMU는 전류 소스, 전압 소스, 전류 미터 및 전압 미터의 기능 (이러한 다양한  
기능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 포함)을 단일 계측기에 결합한 계측기입니다.
소스 측정 회로는 긴밀히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독립된 계측기를 
사용해 동일 측정을 수행할 때보다 측정 에러는 줄이면서 향상된 측정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전압 및 전류 소싱 안정화

SMU는 고유의 전류 및 전압 출력을 매우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기존의 전원 공급기보다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SMU에는 소싱 회로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부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조건이 예기치 않게 
변할 경우에도 SMU 출력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요 : SMU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높음

낮음

피드백

V

A

소스 블록 :
스위프, 펄스 및 AWG 기능을 제공하는
정밀 전압 및 전류 소스/싱크, 전압/전류
제한 기능도 제공

키사이트 B2900A 시리즈의 단순화된 블록 다이어그램

측정 블록 :
고속 디지타이징 기능을 제공하는
정밀 전압 및 전류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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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이드 및 주문 정보

주요 사양

B2901A B2902A B2911A B2912A
채널 수 1 2 1 2
최대 출력 전압 210 V 210 V 210 V 210 V

전류
DC 3.03 A 3.03 A 3.03 A 3.03 A
펄스형 10.5 A 10.5 A 10.5 A 10.5 A

전력 31.8 W 31.8 W 31.8 W 31.8 W
소스 최대 디지트 수 5½ 5½ 6½ 6½

최소 분해능
전압 1 μV 1 μV 100 nV 100 nV
전류 1 pA 1 pA 10 fA 10 fA

측정 최대 디지트 수 6½ 6½ 6½ 6½

최소 분해능
전압 100 nV 100 nV 100 nV 100 nV
전류 100 fA 100 fA 10 fA 10 fA

리스트 스위프/AWG 파형에 대한 최소 프로그래밍 기능 간격 20 μs 20 μs 10 μs 10 μs
디지타이징을 위한 최소 트리거 간격 (최대 샘플링 속도) 20 μs 

(50,000 pts/s)
20 μs 
(50,000 pts/s)

10 μs 
(100,000 pts/s)

10 μs 
(100,000 pts/s)

뷰 모드 싱글 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듀얼 뷰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그래프 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롤 뷰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주문 정보
모델 번호 설명

B2901A 정밀 소스/측정 장치, 1ch, 100 fA, 210 V, 3 A DC/10.5 A 펄스

B2902A 정밀 소스/측정 장치, 2ch, 100 fA, 210 V, 3 A DC/10.5 A 펄스

B2911A 정밀 소스/측정 장치, 1ch, 10 fA, 210 V, 3 A DC/10.5 A 펄스

B2912A 정밀 소스/측정 장치, 2ch, 10 fA, 210 V, 3 A DC/10.5 A 펄스

 
옵션
인쇄본 메뉴얼 (사용자 가이드)

ABA 영어

ABJ 일본어

AB0 중국어 번체

AB2 중국어 간체
교정

A6J ANSI Z540 준수 교정
UK6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커머셜 교정 성적서

랙 장착 키트
1CM 랙 장착 키트

액세서리
바나나 3 축 어댑터

N1294A-001 2-와이어 (non-Kelvin) 연결

N1294A-002 4-와이어 (Kelvin) 연결

16442B용 인터락 케이블
N1294A-011 1.5 m
N1294A-012 3.0 m

트리거 어댑터
N1294A-031 GPIO – BNC 트리거 어댑터

테스트 픽스처
N1295A 디바이스/컴포넌트 테스트 픽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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