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조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되는 오실로스코프
통과/실패 마스크 테스트로 자동 테스트 속도 향상

키사이트의 InfiniiVision 2000, 3000 & 4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는 제조 테스트 환경에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업계 유일의 하드웨어 기반으로 
통과/실패 기능으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제품을 출시하려면 자동 제어 상태에서 제품 내의 다양한 
신호를 테스트해서 내외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호의 
파라메트릭/아날로그 특성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계측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DSO)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DSO는 완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IVI 드라이브가 함께 제공됩니다. 
벤치에서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측정은 모두 자동 제어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스코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테스트 결과, 빠른 테스트 결과 그리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캡처한 파형 어레이를 추가 데이터 고속 처리를 위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도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오실로스코프에서 데이터 고속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DSO에는 상승 시간, 진폭, 주파수 측정 등 내장 파라메트릭 측정 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일한 테스트 요구사항은 디지털 신호가 
최소 상승 시간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측정된 상승 시간 
숫자값을 전송한 후 결과를 사양과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 1 : 마스크 테스트에서는 최대 허용 노이즈를 포함한 여러 파형 파라미터를 한 번에   
               테스트 가능

또 다른 자동 파형 테스트 방법은 그림 1에 표시된 통과/실패 마스크 
테스트입니다. 처음부터 오실로스코프 마스크 테스트를 통해 통과/실패 한계 
대역이 스코프 안에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코프로 전송됩니다. 그 다음 
캡처된 파형은 한계 대역 (마스크)과 비교됩니다.마스크 테스트의 한 가지 
이점은 캡처된 파형의 여러 특성을 단일 마스크를 사용해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크 투 피크 (peak-to-peak) 전압과 같은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 
테스트하기보다 마스크 테스트에서는 최대 허용 노이즈는 물론 Vpp, 상승 시간, 
펄스 폭 특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파형의 전체 모양을 테스트합니다.



키사이트의 InfiniiVision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 마스크 테스트 기능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어떤 타사 스코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키사이트의 하드웨어 
기반 마스크 테스트로 오실로스코프업계 유일한 3000과 4000 X-시리즈 스코프로 
초당 20만 개 이상의 파형을 테스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캡처된 파형이 
특정 마스크 테스트를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얻기 위해 100만 개의 파형을 테스트해야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과연 모두 
통과할까요?

빠른 테스트 결과 외에도, InfiniiVision X-시리즈 스코프는 시그마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스코프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제조 
품질은 일반적으로 제품 100만 개당 3개 이하의 결함이 발생하는 수준인 6σ표준을 
따릅니다. 그림 2는 500만 개 파형의 캡처 및 비교에서 마스크 테스트의 통계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스코프는 6개의 장애를 검출했으며 이는 가능한 
6.5σ중에서 6.2σ의 시그마 품질에 해당됩니다. 
 
 
 

그림 2 : 하드웨어 기반 마스크 테스트에서는 6σ표준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

그림 3 : 업계 사양에 기반한 통과/실패 마스크를 PC에서 생성한 후 스코프로  
                다운로드 가능.

키사이트 InfiniiVision 2000, 3000 & 4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라면 70MHz ~ 1.5 GHz 범위의 다양한 
대역폭 모델로 제공되는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의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추천합니다. X-시리즈 스코프는 표준 3년 보증과 업계 최초로 2년 권장 교정 
주기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테스트 옵션을 함께 구입하면 초당 20만 개 이상의 
파형을 테스트해서 빠르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스코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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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실패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golden” 파형을 스코프에 입력한 후, 스코프에서 사용자 지정 시간 및 “golden” 
파형 주위의 전압 허용오차 대역을 기반으로 마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림 1 과 2에 나오는 앞의 두 예제에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발표된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PC에서 이전에 생성된 다중영역 
마스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림 3은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ARINC 429 시리얼 버스 신호의 가져온 마스크에 기반한 Eye 다이어그램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상당수의 펄스가 테스트에 실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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