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시뮬레이터
배터리 시뮬레이터

특징
 •적재 배터리 에뮬레이션에 적합  •휴대전화 및 기타 휴대용 배터리 사용기기 

전원 공급 시뮬레이션

모델 범주 41/43-752A 41-753

구성 전류 소스와 싱크 기능이 있는 전압 가변 전원공급기

채널 수 2, 4 or 6 1

입력 전압 PXI 백플레인으로부터 +3.3V, +5V, 
±12V PXI 백플레인으로부터 +5V

출력 전압 0에서 7V까지 가변, 700V까지 적재 0에서 6V 가변

최대 전류 300mA 소스, 100mA 싱크 2.8A 소스, 0.5A 싱크

커넥터 타입 37-핀 D-타입 25-핀 D-타입

폭 (PXI-1, PXI-하이브리드) 1-슬롯

스위치 시뮬레이터
스위치 시뮬레이터

특징
 •자동차 시험 분야의 누설 전류 또는 오염 스위치 시뮬레이션
 •12V 또는 24V 시스템용

모델 범주 40-480 40-485

구성 자동차 스위치 시뮬레이터

입력 채널 수 ─

입력 채널 타입 ─

출력 채널 수 8, 16 또는 32 1 또는 2개의 8 또는 16

출력 채널 타입 누설 전류 또는 오염 스위치 시뮬레이션

커넥터 타입 37-핀 D-타입

폭 (PXI-1, PXI-하이브리드) 1-슬롯

프로그램 가변 저항기/저항 센서 시뮬레이터
저항기 모듈 정밀 저항기 모듈

특징
 •채널 당 2.5W, 5W 또는 10W 
전력 인가 가능

 •고정값 저항 모듈
 •사용자 지정 저항

 •저항 범위 확장을 
위한추가 릴레이 
옵션

 •15W 저항 
부하까지

 •추가 릴레이 옵션
 •쇼트 및 오픈시뮬레이션
 •간단한 소프트웨어 제어

 •빠른 스위칭 
속도 및 장기간 
수명

 •고밀도 프로그램 가변 
저항
 •사용자 옵션 가능

 •고밀도 전위차계 
모듈
 •사용자 옵션 가능

 •매우 높은 정확도 및 안정성
 •미세 조정 분해능

 •RTD 에뮬레이션
 •높은 정확도, 미세 분해능

 •스트레인 게이지 브리지 회로 
에뮬레이션

 •간단한 소프트웨어 제어
 •단락 및 개방 회로 시뮬레이션

모델 범주 40-251 40-252 40-253 40-280 40-281 40-282 40-290 40-291 40-292 40-293 40-294 40-295 40-296 40-260 40-261 40-262 40-263 40-265 40-297A 40-298

구성 프로그램 가변 저항 고정값 선택 
저항

2가지 저항 
선택

고정값 전위차 
분할기 프로그램 가변 저항 프로그램 가변 

부하 저항 프로그램 가변 저항 프로그램 가변 저항 프로그램 가변 
전위차계 프로그램 가변 정밀 저항

PT100 RTD 
시뮬레 
이터

PT1000 RTD 
시뮬레 
이터

PT100 RTD 
시뮬레 
이터

PT500 RTD 
시뮬레 
이터

PT1000 
RTD 

시뮬레 
이터

스트레인 게이지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가변 정밀 저항

채널 수 1, 2, 4 또는 
8

1, 2 또는 
4 1 또는 2 24 또는 48 12 또는 24 12 또는 24 2 4 1 2 또는 4 3, 5, 6, 10 또는 18 1, 2, 3, 4, 5 또는 9 3 2 6, 12 또는 18 4, 8, 12, 16, 20 또는 24 2, 4 또는 6 3, 4, 6, 9 또는 18

분해능 0.125, 0.25, 0.5, 1 또는 2Ω ─ 16-비트 8-비트 8-비트 0.25Ω, 0.5Ω, 1Ω 또는 2Ω 8, 12, 16 또는 24-비트 <10mΩ <2mΩ <15mΩ <8mΩ <90mΩ <10mΩ <50mΩ <100mΩ <2mΩ <10,12.5,20 또는 
25mΩ 0.125, 0.25, 0.5, 1 또는 2Ω

정확도 모듈 정확도 ±0.3% ±분해능 사용자 지정 저항 정확도 
0.5%

저항 정확도 
5% ±0.5Ω

저항 정확도 
1% ±분해능

저항 정확도 
±0.5% (±1% >1MΩ)

모듈 
정확도 
0.1%

모듈 정확도 
±0.08% ±70mΩ

모듈 정확도 
0.1%

모듈 
정확도 
0.03%

모듈 정확도 
0.06%

모듈 정확도 
±0.2% ±분해능

범위 22.3MΩ까지 102kΩ
까지 사용자 지정 0.5Ω에서 

32kΩ
0.5Ω에서 

128Ω

40Ω에서 295Ω, 
10Ω에서 
2.56kΩ

131kΩ까지 33.5MΩ까지 16MΩ까지
90Ω 
에서  
8kΩ

1.5Ω
에서 

2.9kΩ

10Ω에서 
36kΩ

90Ω에서  
250Ω

900Ω에서 
2.5kΩ

40Ω에서 
900Ω

200Ω에서 
4.5kΩ

400Ω에서 
9kΩ

350Ω 
브리지

1kΩ, 1.5kΩ, 2kΩ or 
3kΩ 브리지 22.3MΩ까지

최대 저항 전력 2.5W 5W 10W 0.5W 1W 15W 0.5W 100mW 0.5W

일반적인 동작 시간 3ms 0.5ms 1ms 3ms 0.5ms 3ms 0.3ms

커넥터 타입 37-핀 D-타입 96-핀 마이크로-D 68-핀 마이크로-D 9-핀 D-타입 37-핀 D-타입 15-핀 D-타입 및 9-핀 D-타입 26-핀 D-타입 및 9-핀 D-타입 37-핀 D-타입

폭 (PXI-1, PXI-하이브리드) 1-슬롯 1-슬롯 1 또는 2-슬롯 1-슬롯

PXI
PXIe

pickeringtest.com

Pickering - PXI 시뮬레이션

센서/트랜스듀서 시뮬레이터
열전대 시뮬레이터 LVDT/RVDT/리졸버 시뮬레이터 아날로그 출력/전류 루프 시뮬레이터

특징
 •밀리볼트 출력
 •다 채널

 •밀리볼트 출력
 •접지와 절연된 채널

 •넓은 주파수 범위
 •다 채널
 •PXI 및 PXIe 버전

 •여러 범위의 전류, 전압 출력
 • 각 뱅크 4 채널로 구성
 •PXI 및 PXIe 버전

모델 범주 41-760 41-761 41-670 & 43-670 41-765 & 43-765

구성 열전대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밀리볼트 출력 직선 및 회전 운동 센서, 리졸버 시뮬레이션 0-5V, +/-12V, +/-5V에서 4-20 mA, 0-24mA, +/-24mA 
전류 루프 시뮬레이션

채널 수 8, 16, 24 또는 32 4 또는 8 채널 4, 8, 12 또는 16

분해능 0.7μV, 1.7μV 및 3.3μV 분해능 16-비트 (출력) 16-비트 (1µA 이내 출력)

정확도
0.1% ±5μV (±20mV 범위)

0.1% ±10μV (±50mV 범위)
0.1% ±15μV (±100mV 범위)

─ 모듈 정확도 
±0.1% ±분해능

범위 ±20mV, ±50mV 및 ±100mV 300Hz 에서  20kHz 위와 같음

커넥터 타입 78-핀 D-타입 50-핀 D-타입 78-핀 D-타입

폭 (PXI-1, PXI-하이브리드) 1-슬롯 1-슬롯 1-슬롯

PXI
PXIe

PXI
PXIe

PXI
PXIe

오류 삽입
오류 삽입 매트릭스 오류 삽입 스위치 모듈형 브레이크아웃 시스템

특징
 •고밀도 오류 삽입 브레이크아웃 매트릭스
 •2 또는 3-핀 브레이크아웃

 •전력 오류 삽입 브레이크아웃 
매트릭스

 •고밀도  •고전력
 •반도체 소자형 스위칭
 •높은 돌입 전류 허용

 •고전력
 •전기기계식 스위칭

 •1A - 항공 및 자동차 
제어기 시험에 적합

 •5A - 항공 및 자동차 
제어기 시험에 적합

 •2 암페어
 •고밀도
 •저비용

 •5 암페어
 •고밀도
 •저비용

 •10 암페어
 •고밀도

 •차동
 •CAN, FlexRay에 
적합

 •높은 대역폭
 •이더넷 AFDX, 
BroadR-Reach에 적합

 •고밀도 저비용
 •항공 및 자동차 제어기 
시험에 적합

 •1000/100Base-T1
 •ECU 테스트

 •1000/100Base-T1 
 •700MHz 차동 대역폭

모델 범주 40-592A 40-595A 40-190B 40-191B 40-192A 40-193A 40-194A 40-195 40-196 40-197A 40-198 40-199 40-200 40-201 40-202 40-203 40-204

구성

2개 31x4에서 2
개 124x4 오류 
매트릭스, 2-핀 
브레이크아웃

2개 31x4에서 2
개 248x4 오류 
매트릭스, 2-핀 
브레이크아웃

2개 20x4에서 2개 
80x4 오류 매트릭스, 
3-핀 브레이크아웃

2개 20x4에서 2개 
160x4 오류 매트릭스, 

3-핀 브레이크아웃

2개 16x2에서 2개 30x2 오류 
매트릭스, 3-핀 브레이크아웃

32, 64 또는 74 채널, 1 
또는 2 오류 버스 (4 또는 

8 오류 입력)

6 신호 채널, 2 오류 버스  
(2 오류 입력)

7 신호 채널,  
1 또는 2 오류 버스  

(1 또는 2 오류 입력)

11 또는 22 신호 채널 
쌍, 4 또는 8 오류 입력

5 또는 10 신호 채널 쌍, 
5 또는 10 오류 입력

16 또는 34 신호 채널, 
4 오류 버스 (8 오류 

입력)

20 신호 채널, 1 또는 
2 오류 버스 (3 또는 6 

오류 입력)

10 신호 채널, 1 또는 2 
오류 버스 (1 또는 2 오류 

입력)

4 또는 8 쌍 차동,  
4 오류 버스 

(8 오류 입력)

4 또는 8 쌍 차동,  
2 오류 버스 (4 오류 입력)

11 또는 22 신호 채널 쌍,  
11 또는 22 오류 입력

차동 직렬 인터페이스에서의 
사용을 위한 3 또는 6 쌍의 2 선 

연결

차동 직렬 인터페이스에서의 
사용을 위한 1 또는 2 쌍의 2 선 

연결

릴레이 타입 피커링 정밀기기급 리드 전기기계식 전기기계식 반도체 소자형 전기기계식 리드 릴레이 전기기계식
최대 스위치 전압 150VDC/100VAC 125VDC/250VAC 165VDC/115VAC ±40VDC/AC 피크 ±200VDC/AC 피크 16VDC 150VDC/100VAC 110VDC/100VAC 300VDC/250VAC 110VDC/250VAC 125VDC/250VAC 100V 150VDC/100VAC 200V
최대 스위치/허용 전류 1A/1.2A 10A(매트릭스) 8A(브레이크아웃) 2A 40A 10A 20A 1A 5A 2A 5A 10A 0.3A (2A 오류 버스) 2A 0.5A (핫 스위칭), 0.8A (허용)
최대 스위치 전력 20W 300W/2500VA 60W 1600W 2000W 280W 60W 150W/500VA 60W 150W/1250VA 300W/2500VA 30W (60W 오류 버스) 60W – –
일반적인 동작 시간 0.5ms 10ms 3ms 250µs 70µs 10ms 25ms 3ms 10ms 3ms 10ms 3ms 0.5ms 3ms

커넥터 타입 78-핀 D-타입 37-핀 D-타입 160-핀 DIN 41612 8-핀 파워 D-타입 96-핀 마이크로-D 50-핀 D-타입 78-핀 D-타입 50-핀 D-타입 20-핀 GMCT 및 3-핀 
전력 D-타입 78-핀 D-타입 160-핀 DIN 41612 MMCX

폭 (PXI-1, PXI-하이브리드) 4-슬롯 8-슬롯 4-슬롯 8-슬롯 8-슬롯 1-슬롯 2-슬롯 1-슬롯

PXI
PXIe

PXI
PXIe

브레이크아웃 박스 및 오류 삽입 유니트
 •오류 삽입을 위하여 최적화된 모듈형 패치 판넬
 •다양한 섀시와 특정 Pickering FIU(오류 삽입) 
모듈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설계
 •다양한 전류 또는 전압 요구사항을 위한 다양한 
옵션
 •특정한 요구사항에 맞는 고객 맞춤형

하드웨어-인-더-루프 및 오류 삽입

하드웨어-인-더-루프 시뮬레이션(HILS)은 
제어기로부터의 실제 신호를 시스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 플랫폼에 연결합니다. 센서 
시뮬레이터로 ECU 센서 입력을 시뮬레이션하고, 
측정기기로 ECU 출력 신호를 측정, 검증합니다. ECU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조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한가지 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휠 센서 선이 끊어진 상태여서 감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자동차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설계와 검증의 반복을 통하여 ECU가 실제로 작동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합니다. 서로 다른 오류의 
무수한 조합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만들고 
실제적인 물리적 테스트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없이 ECU 또는 제어기를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 
제어기

제어 및 
시뮬레이션 

계산

HMI 및 개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액츄에이터 센서

작동 환경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HILS 모델

수동으로 오류를 삽입하기 위하여 
패치 패널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의 오류 삽입 시스템

안전 관련 제어를 담당하는 ECU는 일련의 오류를 인위적으로 삽입/주입하여 테스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ECU가 안전하고 예측하는 방법 그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동 패치 패널이 종종 사용됩니다. ECU의 입출력을 시험기기에 연결하기 위하여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입출력 선들은 오픈 회로를 위해 연결 해제될 수 있거나 접지와 쇼트를 위해 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압 소스 또는 다른 입출력 선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원하는 오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패치 케이블을 옮겨 연결하고 결과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고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류 삽입

한가지 명백한 이슈는 패치 패널이 커짐으로 인한 크기 문제입니다. 또한, 
작동이 느리고 시험할 때마다 오차가 큼으로 인해 에러가 나기 쉽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며, 결과 문서량이 
많아집니다. 오른쪽 사진은 여전히 사용 중인 오류 삽입 시스템 예입니다.

다양한 오류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테스트를 자동화한다는 것은 휴먼 에러를 배제하고 추적 
가능한 보고서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시간으로 전기적인 
오류를 삽입하고 각 시험기기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함으로써 테스트 
과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오류 삽입 스위칭은 오류 삽입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스위칭 모듈은 시뮬레이터(시험기기)와 
DUT(ECU/제어기) 사이에 있으면서 상호 입출력을 그대로 연결하거나 오류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응용은 최소한 다음의 오류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 DUT 로의 연결선 오픈
 • DUT 핀 간의 쇼트 
 • 접지 또는 전원과 쇼트
 • 저항 오류 

하드웨어-인-더-루프

PXI
PXIe

PXI/PXIe 표시는 모듈이 PXI 와 PXIe 
두가지 타입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커링은 기존 PXI 타입 모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PXIe 타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connectivity-cables/modular-breakout-system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sensor-simulation-programmable-resistors/standard-programmable-resis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sensor-simulation-programmable-resistors/selectable-resis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sensor-simulation-programmable-resistors/standard-programmable-resis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sensor-simulation-programmable-resistors/precision-resis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power-supply-battery-simulation/battery-simula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switch-simula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thermocouple-simula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lvdt-rvdt-resolver-simulator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analog-output-current-loop-simula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fault-signal-insertion/fault-insertion-matrix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fault-signal-insertion/fault-signal-insertion-switch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fault-insertion/fault-insertion-serial-interface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fault-signal-insertion/fault-signal-insertion-switch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fault-insertion/fault-insertion-serial-interface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fault-insertion/mbos-modular-breakout-system
https://www.pickeringtest.com/industries-applications/hardware-in-the-loop
https://www.pickeringtest.com/industries-applications/fault-insertion-testing
http://www.pickeringtest.com


케이블/커넥터
케이블 및 커넥터 다중 연결 (Mass Interconnect)

시험 대상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PXI 기반 테스트 시스템과 함께 
ITA(Interchangeable Test Adapter-대체 교환 테스트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Pickering은 다중 연결 솔루션 (Mass Interconnect Solution) 
사용을 권장합니다. Pickering의 PXI 모듈은 VPC & MacPanel 다중 연결 
솔루션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전원 공급기
전원 공급기

특징

 •2개의 + 출력
 •비절연

 •2개의 - 출력
 •비절연

 •2개의  
0-48V 출력
 •완전 절연

 •높은 정확도 및 
낮은 잡음
 •부하 전압 감지

모델 범주 41-735 41-736 41-740 41-743

구성 프로그램 전압 가변 전원 공급기 프로그램 가변 절연 전원 공급기

채널 수 2 1

입력 전압
PXI 백플레인 

또는 외부로부터 
+12V 

PXI 백플레인 
또는 외부로부터 

-12V 
+56VDC 2개의 +5V PXI 

백플레인 슬롯

출력 전압 0에서 +10V 가변 0에서 -10V 가변 0에서 48V 가변

최대 전류 채널 당 1A 채널 당 2A 2A (20V까지)

커넥터 타입 25-핀 D-타입 스크류 터미널 블록

폭 (PXI-1, PXI-
하이브리드) 1-슬롯 2-슬롯

PXI 시뮬레이션 및 시험기기 모듈

2023
pickeringtest.com

피커링 PXI 시뮬레이션 및 시험기기 모듈 맵은 
PXI, PXIe시뮬레이션과 시험기기 모듈들이 
제품군별로 정리되어 있는 한장의 자료이며, 
각 모듈의 기본적인 규격과 케이블 옵션 정보가 
있습니다.
1000가지 이상의 스위칭 모듈에 대한 정보는 PXI 
스위칭 맵에 있습니다.
연결 솔루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케이블 및 
커넥터 맵에 있습니다.

pickeringtest.com

Pickering, Pickering 로고, BRIC, BIRST, eBIRST 그리고 SoftCenter 는 Pickering
의 상표입니다. 이외의 모든 상호와 제품명은 소유자 또는 소유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요약된 것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ickering 2023 – All rights reserved
LIT–100-KR, April 2023

Pickering Interfaces s.r.o., Czech Republic
Tel:  +420 558 987 613 | e-mail: de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Sarl, France
Tel: +33 9 72 58 77 00 | e-mail: fr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China
Tel: +86 4008-799-765 | e-mail: china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Ltd., UK
Tel:  +44 (0)1255-687900 | e-mail: 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AB, Sweden
Tel:  +46 340-69 06 69 | e-mail: nd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GmbH, Germany
Tel:  +49 89 125 953 160 | e-mail: de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Inc., USA
Tel:  +1 781-897-1710 | e-mail: ussales@pickeringtest.com

피커링 인터페이스 소개

스위칭 | 시뮬레이션 | 프로그램 가변 저항 | 맞춤형 설계 | 소프트웨어 | 리드 릴레이 | 케이블/커넥터

프로그램 가변 저항기
저항 센서 시뮬레이터
배터리 시뮬레이터
스위치 시뮬레이터
센서/트랜스듀서 시뮬레이터
오류 삽입 스위칭

섀시 및 컨트롤러
증폭기 및 감쇠기
신호 발생기
디지털 입출력 및 응용 모듈 
USB
전원 공급기
저전압/전류 소스
케이블/커넥터

피커링 인터페이스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 클랙톤-온-씨에 본사가 있습니다. 영국과 체코에 생산 시설이 있으며, 
아시아, 유럽 및 북미에 직영 판매 및 지원 사무소가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요구 조건에 기반한 제품의 설계, 생산 방식을 
전 직원과 공유하며, 최상의 제품을 적기에 고객에게 공급함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전기전자 테스트 및 검증 시스템 개발,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듈형 신호 스위칭,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PXI, LXI, USB 및 PCI형 스위칭, 시뮬레이션 제품의 종류는 업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스위칭 및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와 함께 광범위한 
종류의 커넥터, 케이블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직영 영업소

에이전트/대행사

당사는 PXI 와 PXI Express (PXIe) 규격을 엄격히 따르며, 새로운 
모듈은 가능한 두가지 형태로 공급합니다. 또한, 기존 PXI 모듈에 
대한 PXIe 버전도 공급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이미 수백 종류의 
PXIe 모듈이 출시되었습니다. 두가지 형태의 모듈은 이 맵에 PXI/
PXIe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XI
PXIe

직영 영업 및 지원 사무소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벨기에, 
베트남, 싱가포르,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호주에 지역 영업 대행사가 있습니다.

테스트메이션㈜
전화 /팩스 : 031-423-8378 /0504-848-8378
이  메  일   : tmsales@testmation.com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B-F1106호(관양동, 평촌하이필드)

www.macpanel.com

www.vpc.com커넥터 및 덮개
케이블 조립체

RF 케이블  
조립체

DIN 레일 장착 커넥터 
블록

모듈 전면 장착 커넥터 
블록

당사 온라인 케이블 디자인 툴을 이용하여 필요한 케이블 
조립체를 여러분이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케이블 조립체를 그래픽으로 설계.
 •온라인에 저장된 표준 케이블 세트는 맞춤형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케이블 연결도를 
마우스를 이용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된 케이블 조립체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놓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된 케이블 조립체는 자세한 스펙을 표시하면서  
PDF 문서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문서에는 다음의 스펙 정보가 담겨집니다;  
커넥터 타입, 선 타입, 핀 정의, 핀과 케이블 라벨,  
케이블 묶음, 길이 선택, 절연튜브, 특이사항 등.
 •여러분의 커넥터 및 선 추가.
 •대부분의 태블릿 PC에서도 사용 가능.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pickeringtest.com/cdt

USB
USB 허브

특징
 •8-포트 USB 허브
 •PXI 백플레인으로부터 
데이터 스트리밍

모델 범주 40-738 / 42-738A

구성

USB 전원과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연결/
끊기가 가능한 USB 

2.0 허브
릴레이 타입 반도체 소자형
최대 스위치 전압 ─
최대 스위치/허용 전류 0.5A
최대 스위치 전력 2.5W
일반적인 동작 시간 ─
커넥터 타입 USB 타입 A
폭 (PXI-1, PXI-
하이브리드) 1-슬롯

PXI
PXIe

pickeringtest.com

피커링 인터페이스 PXI 제품
당사는 테스트 시스템의 설계, 구축,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스템 구성 요소 중 당사가 제공하는 핵심은 
스위칭과 시뮬레이션이며, 관련 PXI, PXIe, LXI, USB, PCI 제품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특징 및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모듈과 케이블 제품을 자체 생산 라인에서 제조함으로써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장기간(15-20년) 
단종없이 공급합니다.

 •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기본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며, 장기간 수리 지원을 보장합니다.
 •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제품이 없을 경우, 요구 규격을 검토하고 개발해 드립니다. 
 • 광범위한 종류의 커넥터, 케이블 솔루션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패키지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당사 하드웨어 제품을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패키지는 설치가 쉬우며, C/C++, LabVIEW™, LabVIEW RT, .NET, VB, 
LabWindows/CVI, MATLAB®, Python, ATEasy, TestStand™, Veristand™, Switch Executive™(IVI 드라이버 사용) 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패키지에는 하드웨어를 바로 운용해볼 수 있는 소프트 프론트 판넬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eBIRST/BIRST 릴레이 진단 테스트, Switch Path Manager™ 신호 경로 관리, Sequence 
Manager 스위칭 순서 관리, 케이블 디자인 툴, PXI/LXI 시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pickeringtest.com/software 
에 있습니다.

 • 당사는 PXI Systems Alliance (www.pxisa.org)의 Sponsor Member입니다.

피커링 그룹 계열사인 
피커링 일렉트로닉스의 
초고밀도 4mm² 리드 
릴레이는 산업계에서 
가장 작은 패키지 
밀도 크기이며, 고밀도 
매트릭스와 멀티플렉서 
용도로 이상적입니다.

피커링은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리드 
릴레이를 생산하는 PXI 스위치 제품 
공급사입니다. 자체 생산하는 리드 
릴레이는 SoftCenter ™ 기술에 의한 
고품질과 장기간 서비스 제공, 적은 
오차범위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pickeringrelay.com 참조). 
또한, 대부분의 모듈은 PCB 표면에 
릴레이를 직접 붙이는 기법이 아닌 
구멍에 리드 프레임을 삽입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릴레이를교체할 수 있습니다.

증폭기 및 감쇠기
감쇠기 증폭기

특징  •반 영구적 수명 
및 빠른 동작

 •높은 선형 응답성 
및 투루 DC 커플링

 •600V까지 입력  •최대 60V 피크-
피크 출력

모델 범주 41-182B 41-180 41-660 41-661 41-650

구성
반도체 릴레이 적용 
프로그램 가변 RF 

감쇠기

프로그램 가변 RF 
감쇠기 고전압 감쇠기 고전압 증폭기

채널 수 3 또는 6 1 또는 2
10  

(싱글 
엔디드)

5 (차동) 5까지 (600Ω 및 10kΩ 
입력 임피던스 옵션)

주파수 범위 10MHz에서 6GHz DC에서 3GHz DC에서 20kHz DC에서 120kHz

최대 감쇠율 채널 당 31.75dB 채널 당 63dB 채널 당 160배 ─

최대 이득 ─ 20배

커넥터 타입 SMA 50-핀 D-타입 25-핀 D-타입 또는 
SMB

폭 (PXI-1, PXI-
하이브리드) 1 또는 2-슬롯 1-슬롯 1-슬롯

신호 발생기
파형 발생기

특징
 •정형화된 파형 또는 임의 
파형의 반복적 발생

모델 범주 41-620A

기능
진폭변조, 에지 또는 레벨 

트리거링, DC 옵셋, 주파수 
스윕

채널 수 3

주파수 범위 DC에서 10MHz

주파수 분해능 48-비트

클럭 소스 10MHz PXI 클럭 또는 
외부 클럭

커넥터 타입 SMB
폭 (PXI-1, PXI-
하이브리드) 1-슬롯

섀시 및 컨트롤러
PXI 섀시 PXI 컨트롤러 PXI/PXIe 하이브리드 섀시 PXIe 컨트롤러 LXI 이더넷/USB 섀시

섀시 슬롯 8-슬롯 19-슬롯 8-슬롯 14-슬롯 – 8-슬롯 18-슬롯 18-슬롯 – – 2-슬롯 4-슬롯 6-슬롯 7-슬롯 18-슬롯
특징  •고성능 섀시

 •섀시 상태 
관리 시스템

 •고성능 섀시
 •섀시 상태 관리 
시스템

 •오른쪽 6개 빈 
슬롯은 BRIC과 같은 
여러 개 PXI 슬롯 
크기 모듈 설치에 
적합

 •고성능 섀시
 •핫 스왑 전원공급 
유닛

 •PCIe-PXI 
인터페이스 
키트
 •PCIe 
버스와 PXI 
인터페이스

 • Gen3 고성능 
섀시
 •섀시 상태 
관리 시스템

 •Gen3 고성능 섀시
 •섀시 상태 관리 
시스템

 •Gen2 고성능 섀시
 •비용 효율적
 •섀시 상태 관리 
시스템

 •PXIe 임베디드 
컨트롤러
 •최대 성능 
14GB/s 
 •1-슬롯의 
콤팩트한 크기

 •PCIe 
버스와 PXIe 
인터페이스
 •여러 섀시 
연결 옵션

 •피커링 3U PXI 모듈을 LX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섀시. 컴퓨터의 이더넷 
또는 USB 포트와 연결

모델 범주 40-924 40-923A 40-908 40-914 41-924/51-924 42-924 42-925 42-926 43-920 43-921-001/002 
및 키트

60-104 60-105 60-106 60-102D 60-103D

피커링 PXI 모듈용 
섀시 선택하기 
(섀시 선택시 사용할 
모듈의 슬롯 폭을 
고려해야 함)

PXI
PXIe

PXI
PXIe

PXI
PXIe

디지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모듈

특징

 •32-채널 입출력
 •로직회로 및 
릴레이 코일 
구동에 적합

 •64 채널 릴레이 
구동
 •내부 또는 외부 
전원 사용

 •32-채널 입출력
 •프로그램 조정 
임계 전압

 •32-채널 입출력
 •2A 출력 구동
 •프로그램 조정 
임계 전압

 •광 절연
 •산업 자동화 분야에 적합

모델 범주 40-410 40-411 40-412 40-413 40-490 40-491

구성 디지털 입출력 모듈 릴레이 구동 모듈 프로그램 가변 임계전압 디지털 입출력 
모듈

보드 상에 DC-DC 변환기가 
있거나 없는 광 절연 디지털 

입출력 모듈
입력 채널 수 32 ─ 32 16
입력 채널 타입 TTL ─ 0.3V에서 50V 임계전압 6V 임계전압 TTL
출력 채널 수 32 64 32 32

출력 채널 타입 TTL 또는  
오픈 콜렉터

채널 당 1A/60V
까지 구동

하이 또는 로우-사이드 
드라이버(0.4A 소스, 

0.5A싱크)

하이 또는 로우-
사이드 드라이버

(2A 소스, 2A 싱크)

채널 당 400mA까지 최대 
+40V의 하이 사이드 FET 

스위치
커넥터 타입 96-핀 마이크로-D 78-핀 D-타입 68-핀 마이크로-D
폭 (PXI-1, PXI-
하이브리드) 1-슬롯

저전압/전류 소스
저전압 소스 저전류/전압 소스

특징
 •밀리볼트 출력
 •접지와 절연된 독립 채널들

 •여러 범위의 전류, 전압 출력
 • 각 뱅크 4 채널로 구성
 •PXI 및 PXIe 버전

모델 범주 41-761 41-765 & 43-765

구성 열전대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밀
리볼트 출력

0-5V, +/-12V, +/-5V에서 4-20 mA, 
 0-24mA, +/-24mA 전류 루프 

시뮬레이션
채널 수 8, 16, 24 또는 32 4, 8, 12 또는 16

분해능 0.7μV, 1.7μV 및 3.3μV 분해능 16-비트 (1µA 이내 출력)

정확도
0.1% ±5μV (±20mV 범위)

0.1% ±10μV (±50mV 범위)
0.1% ±15μV (±100mV 범위)

모듈 정확도 
±0.1% ±분해능

범위 ±20mV, ±50mV 및 ±100mV 위와 같음

커넥터 타입 78-핀 D-타입 78-핀 D-타입

폭 (PXI-1, PXI-하이브리드) 1-슬롯 1-슬롯

PXI
PXIe

Pickering - PXI 시험기기

케이블 디자인 툴

응용 모듈
사용자 응용 모듈

특징
 •65cm2의 0.1 인치 격자 개발자 회로 
영역
 •디지털 입출력이 있거나 없는 모듈

 •디지털 입출력과 전원 
분배기능의 사용자 
회로 영역 모듈

모델 범주 40-220A 40-225A 40-228

구성
 •디지털 입출력이 
있는 사용자 회로 
영역

 •디지털 입출력이 
없는 사용자 
회로 영역

 •DC-DC 변환기가 
있거나 없는 구성

입력 채널 수 32 ─ 32
입력 채널 타입 TTL ─ TTL
출력 채널 수 32 ─ 32

출력 채널 타입 TTL ─ TTL, 저전압 TTL, 또는 
오픈 컬렉터

커넥터 타입
9, 15, 25, 37, 50 또는 78-핀  

D-타입, 96-핀 마이크로–D 또는 20-
핀 GMCT

50-핀 D-타입

폭 (PXI-1, PXI-
하이브리드) 1 또는 2-슬롯 1-슬롯

PXI
PXIe

PXI
PXIe

PXI/PXIe 표시는 모듈이 PXI 와 PXIe 
두가지 타입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커링은 기존 PXI 타입 모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PXIe 타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섀시 선택 가이드:
PXI 및 PXIe(PXIe 그리고/또는 하이브리드 슬롯) 섀시

 •1000 종 이상의 피커링 PXI 스위칭 및 시뮬레이션 모듈은 
피커링 또는 타사 PXI 섀시에서 혼합 사용 가능
 •임베디드 컨트롤러 또는 외부 윈도우 PC 인터페이스
 •실시간 운영체계 지원
 •PXI Express는 PXI보다 고속 데이터 대역폭
 •모듈 간 타이밍 및 동기화 통합

피커링 LXI/USB 인터페이스 섀시 (당사 PXI 스위칭, 시뮬레이션 모듈만 수용):
 •1000가지 이상의 피커링 모듈에서 선택
 •이더넷 또는 USB 인터페이스로 제어
 • 어떤 종류의 컨트롤러로도 제어 가능함으로 
써 비용 절감

 •웹 브라우저로 섀시 접속 수동 제어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없어도 제어

 •섀시와 컨트롤러의 전원 인가 순서 준수 
불필요

 •이더넷은 섀시와 컨트롤러 사이의 절연으로 
단락 위험 제거
 •Windows 운영체계가 아니어도 제어 가능

3U PXI 모듈은 다음 섀시 타입과 호환:

 •3U PXI와 CompactPCI (cPCI) 규격을 따르는 섀시
 •PXI 초기 규격 PXI 슬롯과 하이브리드 슬롯이 있는 3U PXI Express (PXIe) 섀시
 •피커링 인터페이스 LXI 또는 LXI/USB 인터페이스 섀시

3U PXIe 모듈은 다음 섀시 타입과 호환:

 •3U PXIe 규격을 따르는 섀시
 •PXIe 슬롯과 하이브리드 슬롯이 있는 3U PXI Express (PXIe) 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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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Slot

System Controller

Star Trigger Controller

Peripheral Slot

Peripheral Slot

Peripheral Slot

Peripheral Slot

Peripheral Slot

모듈과 시험 대상체와의 연결 솔루션을 위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케이블, 커넥터 제품도 제공합니다:

 •
 •
 •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pickeringtest.com/cables-connectors

20종 이상의 커넥터 제품군
1000가지 이상의 개별 제품
고객 맞춤형 케이블 Mass Interconnect 웹페이지 참조.

http://www.pickeringtest.com/cdt
http://pickeringtest.com/software
http://www.pickeringrelay.com
https://www.pickeringrelay.com/reed-relays/ultra-high-density/
http://www.pickeringrelay.com/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43-921-001-pxie-remote-control-interface-module-with-daisy-chain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43-921-002-pxie-remote-control-interface-module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43-921-001-kit-pcie-pxie-remote-control-interface-daisy-chain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chassis-instrumentation/pxi-chassi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chassis-instrumentation/pxi-controlle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42-924-001-pxie-8-slot-chassi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42-925-001-pxie-18-slot-chassi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42-926-001-pxie-18-slot-full-hybrid-chassi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chassis-instrumentation/pxi-chassi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amplifier-attenuator-modules/attenua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amplifier-attenuator-modules/amplifie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waveform-generator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digital-i-o-prototype/digital-io-module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digital-i-o-prototype/prototyping-module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digital-i-o-prototype/digital-io-module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witching-modules/usb-communications-avionics-switching/usb-hub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power-supply-battery-simulation/power-supplie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thermocouple-simulators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pxi/pxi-simulation-modules/analog-output-current-loop-simulators
http://www.pickeringtest.com/cables-connectors
http://www.pickeringtest.com
http://www.pickeringtest.com
https://www.pickeringtest.com/products/connectivity-cables/mass-interconnect
http://www.pickeringt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