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 InfiniiVision 3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는 
MIL-STD 1553 버스 디버깅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eye 다이어그램 마스크 테스트 기능뿐만 아니라  
MIL-STD 1553 트리거링 및 디코딩을 제공합니다.

차동 1Mbps MIL-STD 1553 시리얼 버스는 많은 군용 지상 차량과, 
항공기의 전자 장비 등 다양한 항공우주/방위산업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용 장비는 열악한 전기적 환경 때문에 수신 신호와 
전송 신호의 품질 테스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실로스코프는 현재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시리얼 버스의 신호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측정 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아날로그/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MIL-STD 1553 신호의 전기적 특성을 캡처 및 측정하는 작업은 
까다롭고 지루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송신되거나 수신된 특정 워드를 
트리거 및 동기화하도록 스코프를 셋업하려면 외부 동기화 신호가 필요하거나 
특정 트리거 홀드오프 설정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캡처 및 표시된 
통신 패킷/워드의 메시지 정보를 파악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적 
비트 카운팅기법이 필요한데, 이 기법은 느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MIL-STD 1553 버스 모니터/프로토콜 분석기는 데이터 전송에 관한 
하이 - 레벨 프로토콜 계층 정보는 제공하지만 신호 무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스코프 대 
버스 모니터)은 MIL-STD 1553 신호를 지능적으로 트리거 및 디코딩  
할 수 있는 스코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1은 MIL-STD 1553 RT간 메시지 전송을 캡처 및 디코딩하는 
키사이트 InfiniiVision X-시리즈 스코프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모든 명령, 상태 및 데이터 워드는 캡처된 파형 아래에 있는 시간 상관 
트레이스에 디코딩되고 표시됩니다. 또한 이 스코프는 디코딩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스코프 디스플레이 상단에 표시합니다. 

이 측정에 대한 차동 프로빙 포인트는 원격 터미널 #2의 입력에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버스 컨트롤러(BC)에서 수신한 워드는 
변압기 커플링으로 인해 진폭을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BC의 각 
수신 비트 모양이 왜곡되었는데 그 이유는 항공기 내의 전송선이 너무 
길거나, 이 전송선이 손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코프에는 
BC에 의해 전송된 2차 명령 워드(2nd Command Word) 중에 
발생한 Manchester 인코딩 오류(빨간색 MANCH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스코프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는 항공전자공학 분야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이 오류의 근본 원인을 쉽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림 1: 키사이트 InfiniiVision 3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 RT간 메시지 디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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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된 파형과 시간 상관 방식으로 디코딩된 워드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MIL-STD 1553 버스의 신호 무결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유용한 툴은  
eye 다이어그램 마스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eye 다이어그램  
테스트는 오늘날 광범위한 시리얼 버스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ye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유효 비트와 유효하지 않은 비트를 나타내기  
위해 스코프에서 캡처한 모든 비트를 오버레이한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물리 계층 특성의 전체 품질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전송선 
영향, 반사, 시스템 노이즈, 오버슈트, 링잉, 신호 에지 타이밍 및 지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진폭 변동이 포함됩니다. 
 
그림 2는 원격 터미널 입력에서 수행되는 MIL-STD 1553 eye 다이어그램 
마스크 테스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스코프는 버스 컨트롤러에서 전송되는 
모든 Manchester 인코딩 비트의 모든 명령 워드를 반복적으로 캡처 및 
오버레이합니다. 각 워드의 3-비트 동기 필드는 Manchester 인코딩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비트는 eye 다이어그램 디스플레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RZ 인코딩 데이터에 기반한 일반적인 eye 다이어그램은 단지  
1개의  “eye”로만 구성되지만, MIL-STD 1553 eye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2개의 “eye”모든 Manchester 인코딩 비트의 각 절반용 
“eye”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올바른 MIL-STD 1553 eye 
다이어그램은 각 비트의 중간(화면 중앙)에 상승 및 하강 전환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스코프가 “Keep-out” 마스크 영역을 가로지른 
느린 상승 에지로 편이된 하프 비트(half-bit)를 캡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 1에서 앞서 표시된 디코딩된 Manchester 인코딩 오류를 
유발한 비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 2에 표시된 MIL-STD 1553 마스크의 파형 “Keep-out”  
영역을 정의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마스크는 변압기 커플링 시스템의  
MIL-STD 1553 최소 입력 진폭 및 제로 크로싱(zero-crossing)  
왜곡 사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 2: eye 다이어그램 마스크 테스트를 사용한 차동 MIL-STD 1553 시리얼 버스의  
              신호 무결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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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100MHz ~ 1GHz 범위의 다양한 
대역폭 모델로 제공되는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의 3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추천합니다. 3000 X-시리즈 스코프는 표준 1년 보증과 
업계 최초로 2년 권장 교정 주기를 제공합니다. DSOX3AERO 옵션을 
함께 구입할 경우 MIL-STD 1553 및 ARINC 429 시리얼 트리거링 및  
디코딩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L-STD 1553 버스의 eye 다이어그램 
마스크 테스트는 DSOX3MASK 마스크 테스트 옵션에서도 지원됩니다. 
키사이트는 변압기 커플링 시스템과 다이렉트 커플링 시스템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MIL-STD 1553 마스크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동 MIL-STD 1553 버스 프로빙에는 N2791A 
25-MHz 차동 액티브 프로브를 권장합니다. 

키사이트 InfiniiVision 4000 및 3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및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m/find/infiniivision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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