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된 비디오 측정 세트 
▶▶▶▶ VM6000 

 

 

특징과 장점 

소비자 HDTV 비디오 장치의 테스트 자동화 

PC 그래픽 장치의 VESA 적합성 테스트 자동화 

멀티미디어 PC의 테스트 자동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 

포괄적 컴포넌트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분석 

SDTV, HDTV 및 RGBHV 컴포넌트 아날로그 형식 지원 

사진, 벡터 및 파형 디스플레이 

동반 테스트 신호 패키지 

시간을 절약해 주는 테스트 유틸리티 

통과 실패 한계 테스트 

자동 보고서 생성기 

비디오 측정 액세서리 

완전한 1GHz 대역폭, 4 채널 DPO 기능 

대형 12.1” XGA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GPIB 원격 제어 

LAN 연결 

CD-R/W 드라이브(DVD 읽기 전용) 

Pinpoint™ 트리거링 

지터 및 타이밍 측정, 전력 측정, 직렬 데이터, 이더넷 및 USB 2.0 호환 테스트를 위한 기술 규격 소프트웨어 옵션 

애플리케이션 

설계 검증 

표준 적합성 테스트 

품질 제어 

설치 및 문제해결 

자동화된 제조 테스트 

유선 방송 비디오 시스템 테스트 

VM6000은 디지털 셋톱 박스, 멀티미디어 PC, 그래픽 카드 및 비디오 반도체와 같은 소비자 HDTV 및 PC 그래픽 장치의 

비디오 테스트를 자동화 합니다. VM6000은 디지털로 연결된 가정을 위한 차세대 비디오 장치를 개발 및 

배치하는 엔지니어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상의 속도, 정확성 및 신뢰성으로 업계 선두 업체들은 VM6000을 

설계 검증, 품질 제어 및 ATE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치들과 달리, VM6000은 획득 하드웨어, 최적화된 비디오 측정 알고리즘, 테스트 신호 파일 및 액세서리들을 결합 

테스트 시스템 솔루션 속에 통합합니다. 예전에는 완료에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렸던 제품 검증 활동을 이제 몇 초 또는 몇 

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 플러그 앤 플레이 비디오 측정 능력의 제공으로, 숙련되지 않은 운영자도 비디오 출력 신호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대한 신호의 적합성은 명백한 통과 또는 실패 결과와 차후의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분명하게 식별된 신호 왜곡과 함께 보고됩니다. 



 

VM6000은 SD, HDTV 및 PC 그래픽 신호 형태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자동 비디오 분석기입니다. 1GHz의 전체 대역폭 및 

5GS/s 샘플링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VM6000은 고 해상도 HDTV 및 고 주파수의 PC 그래픽 비디오 신호 측정의 요구조건에 

잘 부합합니다. 480i에서 1080p까지의 전통적인 DTV 형식 및 RGB 또는 YPbPr 색상 공간은 SD 및 HD 옵션 내에서 

지원됩니다. VGA 옵션은 640×480p에서 2048×1536p까지의 해상도와 60Hz에서 120Hz까지의 화면 주사율을 갖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RGBHV 신호를 지원합니다. 

컴포넌트 아날로그 신호 분석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인 VM6000은 비디오 충실도의 포괄적인 특성화, 신호 품질 및 표준 

호환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 장비는 사용 가능한 옵션을 사용하여 적절한 EIA-770.x, SMPTE-274M, 296M 및 VESA VSIS 

표준에 대하여 비디오 신호의 적합성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전통적인 "TV" 신호의 충실도는 업계 채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20초 안에 150개의 개별적인 측정을 자동으로 실행함으로써 평가됩니다. PC 그래픽 신호의 충실도는 VSIS 테스트 과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포괄적인 RGB 비디오 및 HV 동기 측정 파라미터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전 로드된 참조 및 한계 파일은 

적용 가능한 DMT, CVT 또는 GTF 타이밍 표준에 대한 계속/중단(go/no-go)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실패 테스트 결과 디스플레이 요약 

통합된 신호 분석기로서, VM6000은 생산과정에서 단독 QA 스테이션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모듈형 테스트 시스템과는 달리, 

VM6000은 광범위한 프로그래밍, 복잡한 시스템 디버깅 또는 값비싼 테스트 기술의 지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통합된 통과-

실패 한계 테스트 및 문서화 유틸리티는 배포된 설계, 지원 및 생산 조직을 표준화된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정밀한 테스트 결과가 신뢰성 있게 생성되고, 쉽게 복제되며, 세계적인 기술, 생산 또는 판매 조직에 걸쳐 손쉽게 

전달됨으로써 제품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 고유한 기능으로 깊이 있는 신호 분석, 빠른 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설계의 적용 가능한 표준 부합 보장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비디오 측정은 입력 신호 및 디스플레이 장치의 장애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려줌은 물론, 

생산자가 HDTV 또는 PC 그래픽 비디오 신호 품질이 오늘날의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도전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쉬운 구성 및 조작 

VM6000은 쉬운 조작 및 최소의 훈련을 위해 직관적인 Windows 기반의 구성 및 측정 메뉴를 제공합니다. 12.1인치(307mm) 

컬러 디스플레이는 파형 및 측정 결과를 밝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논리적으로 배열된 메뉴를 통해 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마우스 또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라디오 버튼을 통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 형태 구성 메뉴(SD 및 HD 옵션) 

비디오 측정에 있어 복잡한 장비 설정, 알고리즘 선택, 프로그래밍 및 기타 원하지 않는 요소는 VM6000을 사용하여 

제거되었습니다. 구성은 자동 형식 기능을 선택하거나 개별적으로 비디오 형식을 수동 선택하고, 측정 파라미터를 화면상의 

메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며 복잡한 장비 설정, 지루한 수동 측정 및 시간을 소비하는 결과 상관을 제거했습니다. 

이들 테스트 구성은 쉽게 저장되고, 다시 불러오거나 복사되어 다중 형식 비디오 장치의 테스트를 보다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측정을 원하는 사용자는 자동화된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빠져 나와 완전한 기능을 갖춘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 HDTV 및 RGBHV 컴포넌트 아날로그 비디오 형식 지원 

VM6000은 컴포넌트 아날로그 SDTV, HDTV 및 RGBHV 비디오 형식의 어떠한 조합이라도 지원하도록 사용 가능한 옵션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형식의 지원으로 디지털 셋톱 박스, 비디오 반도체, DVD 플레이어, PC 

그래픽 카드 및 기타 소비자 비디오 장치를 자동화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은 사용자가 스스로 지정한 타이밍 파라미터를 입력함으로써 비표준 형식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유 형식 및 아직 정의되지 않은 형식의 지원 허용 

 

참고: 동기 결합기(012-1664-00)가 "분리형 H&V" 동작을 지원 

HDTV 및 고해상도 PC 그래픽 신호에 적합한 대역폭 및 샘플 비율 

VM6000은 신호 획득 및 분석을 위한 기반으로 디지털 포스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합니다. 검증된 고속 측정 구조를 사용하여, 

텍트로닉스는 비디오 산업의 필요와 관련되어 개발된 현재의 비디오 분석기가 갖는 한계를 초월합니다. VM6000은 1GHz가 

넘는 대역폭 및 5GS/s의 최대 실시간 샘플링 비율을 모든 4개의 측정 채널에 대해 제공하여 60MHz HDTV 신호의 주파수 

응답 또는 350MHz PCF VESA 신호의 일시적인 응답을 손쉽게 평가합니다. 장비의 높은 샘플링 비율과 낮은 노이즈 플로어는 

이전에 HDTV 신호에 대해 불가능했던 정확한 노이즈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25ps의 일반적인 기동 시간 및 뛰어난 시간 

기반 성능은 EIA-770 및 SMPTE 274 M과 VESA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동기 및 기동 시간 측정에 충분합니다. 표준 10M(4 

CH.) 레코드 길이 및 높은 샘플링 비율은 최소의 시간 지연으로 측정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포괄적인 컴포넌트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분석 

VM6000은 컴포넌트 아날로그 신호의 충실도 및 적합성에 대한 포괄적인 특성화를 위한 자동화된 비디오 측정의 광범위한 

세트를 통합합니다. 약 150개의 개별 측정은 비디오 신호 진폭, 타이밍 및 노이즈 왜곡을 쉽게 이해되는 파라미터 범주로 

완벽하게 특성화하여 문제 해결 및 설계 최적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신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VM6000은 대응하는 비디오 신호 결함을 식별하고, 적용 가능한 표준의 준수를 검증하고 연결된 디스플레이의 

연동을 보장합니다. 

▶ 형식 지원 

옵션 신호 형식 수직 리프레시 

옵션 주파수 

색상 공간 동기 옵션 

 4채널 상의  

합성 동기 

분리형 H&V 

사용자 정의 형식 메뉴를 통해  

기타의 비 표준 HD 형식 지원 

SD가 가능한 경우, 사용자 정의 형식이 

비 표준 SD 형식을 지원 

사용자 정의 형식을 통해  

기타 프로그레시브 RGBHV 형식 및  

수직 주파수 지원 



 

VM6000의 자동화된 측정 

 

측정 파라미터 

TV 신호 SD & HD 옵션 PC 그래픽 신호 
VGA 옵션 

컬러 막대 

레벨(1-8축) 

컬러 막대 

Luma 레벨*1 

H & V 동기 

H 동기 지터 

H & V 타이밍*1 

H & V 동기*1 

H 동기 지터*1 

노이즈 노이즈 주입 비율*1 

비 선형 통합 및 차별화된 선형, 단조성*1 

채널 간 타이밍 채널-채널 불일치 

채널-채널 스큐*1 

과도 응답, K2T 비디오 과도 응답 

다중 파열 — 

주파수 응답 — 

-  해상도*1 

공간 왜곡  

 

측정 파라미터는 TV 신호(SD 및 HD 옵션) 및 PC 그래픽 신호(VGA 옵션)의 테스트에 대하여 적절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하드웨어 기술, 신호 속성, 적용 가능한 표준 및 기존의 테스트 방법론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합니다. 

TV 테스트 측정은 사실상의 산업 표준인 VM700T에 근거하며, 디지털 장치 및 HDTV 신호에 대해 고유한 왜곡의 평가에 

적용되어왔습니다. PC 그래픽 측정 세트는 PC 그래픽 장치의 성능을 특징 짓는 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파라미터 

보고는 물론 완전히 자동화된 VESA 호환성 테스트 및 비디오 측정을 제공합니다. 

 

▶H 동기 측정 결과 (VGA 옵션)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된 비디오 측정 

VM6000은 자체의 자동화된 비디오 측정에 의해 기존의 오실로스코프, 파형 모니터 또는 모듈 기반의 장비와 차별화됩니다. 

자동화된 측정은 수동 접근과 사용자 개발 프로그램이 거의 필요치 않은 쉬운 사용으로 인하여 속도, 정확성 및 반복성이라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신호 환경 구성, 신호 획득 및 데이터 분석의 자동화는 신호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VM6000은 최적화된 비디오 측정 알고리즘 및 확장된 데이터 처리를 적용하여 가장 숙련된 

전문 사용자보다도 뛰어난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자동 형식 감지 – 장비에 적용된 형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작을 단순화합니다. 사용자 간섭 없이 여러 형식이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테스트되도록 합니다. 

자동 구성 – 적용 가능한 형식 및 원하는 측정을 구성 메뉴에서 선택함으로써, VM6000은 자동으로 이득, 오프셋 및 시간 

비율을 예상되는 공칭 신호 값 상에 근거하여 구성합니다. 공칭 값으로부터의 변동은 자동 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수용됩니다. 

자동 범위 – 자동 범위 기능은 공칭 레벨과 다른 신호에 있어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이득 및 오프셋을 신호 조건에 근거해 최적화하여 장비로 하여금 최상의 결과 생성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자동 특수 위치 – VM6000의 자동 특수 위치 기능은 자동화된 측정이 일시적인 신호 왜곡, 대체 테스트 신호 및 대체 출력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하여 견고하게 동작하도록 보장합니다. 항상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기능은 적절한 테스트 신호 이벤트를 

식별하고, 측정 커서를 최적화된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일관되고 의미 있는 테스트 결과를 보장합니다. VM6000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정 위치 선택은 보고서 생성기에 포함된 선택 가능한 기능을 사용하여 분석되거나 문서화될 수 있습니다. 



 

 

▶다중 파열 측정 결과 디스플레이(SD 및 HD 옵션) 

자동 모드 – 자동 모드는 장비가 하나나 선택되거나 모든 자동화된 비디오 측정을 하나의 실행 명령으로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자동 모드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 장비는 적절한 테스트 신호 라인, 미리 설정된 측정 구성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평균 값을 사용하여 각 측정을 완료합니다. VGA 옵션은 하나의 실행 명령으로 프레임 내의 많은 또는 모든 

라인상에서 선택된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중 라인 측정 능력을 포함합니다. 

측정 커서(특수한 위치) – SD 및 HD 옵션은 주파수 응답, 레벨 및 노이즈 측정 파라미터를 위한 수정된 측정 위치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신호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주파수 응답 측정에 있어, 사용자는 타이밍 위치 입력 또는 

주파수 입력을 선택하여 표준 스윕 신호를 사용하는 지원 비디오 대역폭 내 어디서나 응답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위치는 YPbPr 신호 내에서 상호 전환될 수 있어 4:2:2 또는 4:4:4 비디오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용한 주파수 

스펙트럼에 걸쳐 어디서나 롤 오프, 주파수 왜곡, 자극의 식별 및 위신호의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벨 파라미터에 

대한 커서는 ARIB 신호, MacBeth 차트 또는 기타 비 컬러 막대 신호와 같은, 라인상의 1 – 8 개별 축에 대한 3 채널 레벨의 

유연하고 자동화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이즈 특수 위치 커서는 일시적인 노이즈 측정을 위한 윈도우를 허용하고, 컬러 

막대, 계단 또는 카메라 테스트 차트와 같은 신호상에서 노이즈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파수 응답 측정 입력 선택(SD 및 HD 옵션) 

 

▶노이즈 스펙트럼 디스플레이(SD 및 HD 옵션) 

V3.0의 새로운 측정 – SD 및 HD를 위한 V3.0의 옵션으로서 세 가지의 새로운 측정을 제공합니다. V 동기 측정은 H 동기 

측정에 따른 완전한 비디오 타이밍 측정을 지원합니다. H 동기 지터 측정은 IEEE 1521-2003을 지원하는 원더 측정을 위한 

RMS 지터 및 주파수 오프 셋과 주파수 드리프트 비율을 측정합니다.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경계 주파수 및 가능성/지터 

판독은 디버깅 도중 근본 원인을 찾는 데 도움됩니다. 공간 왜곡 측정은 비디오 이미지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미지에 오프셋 

또는 균열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합니다. 이는 비디오 처리의 그림 변형 여부를 확인하려는 설계 엔지니어에게 유용합니다. 



 

 

▶V 동기 디스플레이(SD 및 HD 옵션) 

 

▶H 동기 지터 및 방랑 디스플레이(SD 및 HD 옵션) 

 

▶공간 왜곡 디스플레이(SD 및 HD 옵션) 

아날로그 RGBHV 신호 형식을 위한 자동화된 VESA 적합성 테스트(VGA 옵션) 

PC가 미디어 관문으로 진화함으로써 디지털적으로 연결된 가정에서 IP 방송 비디오의 출현 및 전통적인 "TV" 및 "PC"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장치의 통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날로그 RGBHV 신호의 충실도 및 적합성의 평가는 PC 

그래픽 장치의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에게 있어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출현, 

지원되는 출력 모드의 급증 및 PC 그래픽 카드상에서 아날로그 RGBHV의 영속성에 의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텍트로닉스는 PC 그래픽 신호 및 장치를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VM" 급의 솔루션인 VM6000 VGA 옵션을 사용하여 이들 

산업 테스트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VGA 옵션은 신호 분석 및 필수적인 VESA 표준 적합성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PC 그래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완전한 비디오 시스템 통합의 발표 또는 수정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설계 

검증 테스트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형식 구성 메뉴(VGA 옵션) 



 

VGA 옵션은 일반적으로 VGA, DVI-I 또는 DVI-A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하는 아날로그 RGBHV 신호 형식을 지원합니다. 

640x480p(VGA)에서 2048×1536p(QXGA)까지의 범위에 걸쳐 60Hz에서 120Hz까지의 선택된 수직 주사 주파수를 사용하여 

10개의 표준 신호 해상도에 대해 자동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 구성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자 지정 

모드를 생성, 편집 또는 다시 불러오기 할 수 있으며 VM6000의 완전한 테스트 자동화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측정 선택 메뉴(VGA 옵션) 

약 150개의 비디오 측정이 각 지원되는 모드에 대해 수행되어 RGB 비디오 충실도, HV 동기 품질 및 형식 적합성의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파라미터 및 테스트 방법은 산업 표준(VESA) 테스트 과정에 근거하며, 비디오 신호 표준(VSIS) 및 적용 

가능한 DMT, GTF 또는 CVT 타이밍 표준의 요구 조건과의 손쉬운 비교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평균 및 구성 컨트롤은 VESA 

샘플링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빠르고 정밀한 측정의 수행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포괄적인 RGBHV 비디오 파라미터에 대한 

전체 적합성은 5분 이내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로딩된 신호 참조 데이터 및 허용 오차 한계 파일은 결과 분석을 

간편하게 하고, 귀찮은 스프레드시트 항목 및 계산을 제거합니다. 자동으로 작성, 인쇄 및 저장되는 보고서를 사용하여 테스트 

결과와 파형 화면 캡처까지 빠르게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RGB 일시 응답 측정 결과(VGA 옵션) 

혁신적인 PC 그래픽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 세트가 지원되는 형식의 전체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신호 특성화를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측정 인터페이스 유닛과 결합되어 동작하는 이들 신호로 단일 실행 명령을 사용하는 

완전한 자동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포함된 측정 인터페이스 유닛은 연결성, 신호 종료, 자동 전환 및 동기 전압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부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값비싼 FET 프로브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DC 진폭 및 고 주파수 타이밍 측정에 

대한 최적화된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적합성 또는 QC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과 또는 실패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는 결합 

솔루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포괄적인 파라미터 신호 분석은 제품 성능 결함을 분리하고, 설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VGA 옵션을 사용하면 숙련되지 않은 조작자라도 VESA 표준 호환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반복 가능한 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RGBHV 신호 충실도의 평가에 광범위한 비디오 지식, 

오실로스코프 숙련도, 복잡한 프로그래밍 또는 시스템 통합 기술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동반 테스트 신호 패키지 

SS 옵션은 지원되는 신호 형식의 테스트를 빠르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지정된 동반 테스트 신호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이 

패키지는 불편한 스위칭 테스트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 충실도의 복잡한 파라미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테스트 신호 패키지는 잠재적인 비디오 측정 세트 운용성 문제를 제거하고 입력 신호의 품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DTV는 비디오 소스 컨텐트 및 신호 형식 확산의 결과이므로, 테스트 신호는 쉬운 생성 및 확장된 형식 테스트를 위해 다양한 

보급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인코딩된 테스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충실도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는 MPEG-2/H.264로 인코딩 된 기본 및 ATSC 전송 스트림으로도 제공됩니다. 인코딩 된 신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텍트로닉스는 각 원시 비디오 형식에 대한 사전 검증된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를 갖습니다. 



 

SS 옵션 신호 소스 패키지(020-2769-00): 테스트 신호 패키지의 파일 및 신호 형식 

 

*2 480i, 480p ES 스트림은 704×480, 720×480 해상도로 제공됩니다. 

*3 ATSC 전송 스트림은 480i, 480p, 720p/30, 720p/60, 1080i/60, 1080p/24 및 1080p/59.94 형식에 대해 제공됩니다. 

*4 TG700 & 적절한 모듈(AVG7, AWVG7, DVG7 및/또는 HDVG7) 필요 

*5 SDI 신호 생성은 525P, 576p 형식에 대해 지원되지 않음 

*6 TG700 DNL 파일은 1080p/50 및 1080p/60 형식에 대해 제공되지 않음 

*7 PC 매트릭스 및 전체 필드 VESA 신호 포함 

HDTV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 

특정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는 컴포넌트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충실도에 대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생성되었습니다. 매트릭스 신호는 전체 필드 신호 스위칭의 불편함 없이 비디오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라인 상의 

테스트 신호 범위를 포함하며, 컨텐트는 각 형식의 전체 대역폭 능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되었습니다. 하나의 

신호는 RGB 및 YPbPr 색상 공간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스트 신호 확산이 최소화됩니다. 

 

▶ 16x9 화면 비율에서 HDTV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 

HDTV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는 셋톱 박스 및 기타 소비자 비디오 장치의 편리하고 포괄적인 테스트를 위해 다양한 파일 및 

신호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고품질의 인코딩된 ATSC 전송 스트림 및 압축된 기본 스트림 파일으로 RTX100B, RTX130B 또는 

MTX100B와 같은 텍트로닉스 MPEG 플레이어 상에서 쉽게 재생됩니다. 

PC 그래픽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 

테스트 시 VESA 적합성 및 인증 테스트에서는 몇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의 테스트 신호가 장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VGA 

옵션은 지원되는 이미지 해상도의 전체 범위에 대해 전체 필드 및 매트릭스 형태로 이들 패턴을 위한 테스트 신호를 

포함합니다. 테스트 신호 파일은 .bmp 및 .png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 PC 그래픽 매트릭스 테스트 신호(VGA 옵션) 

테스트 시 VESA 적합성 및 인증 테스트에서는 몇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의 테스트 신호가 장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VGA 

기술 형식 

신호 소스 DVD 

표준 정의 기본 스트림 

고급 정의 기본 스트림 

ATSC 전송 스트림 

기저 대역 테스트 신호 

PC 비트맵 그래픽 

H.264 SD&HD 스트림 



 

옵션은 지원되는 이미지 해상도의 전체 범위에 대해 전체 필드 및 매트릭스 형태로 이들 패턴을 위한 테스트 신호를 

포함합니다. 테스트 신호 파일은 .bmp 및 .png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png 파일은 비트맵 파일에 의해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계 결과 없이 HV 타이밍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 벡터 및 파형 디스플레이 

그림 및 벡터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실행될 수 있고, 신호 식별, 문제 해결 및 컬러 변환 정확도를 단순화 

시키는 "한눈에 보는" 신뢰성 검사를 제공합니다. 파형은 신호 결함의 시각화를 위해 파라미터 테스트 결과와 함께 동시에 

표시됩니다. 

그림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전체 색상의 그림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하위 샘플 및 하강 변환된 신호로부터 사용 가능한 그림 

영역 및 해상도로 나타납니다. 적절한 16x9 또는 4x3 화면 비율에 의해 최초로 나타나는 그림은 사용자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윈도우를 이동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모드는 테스트 구성이 용이하도록 사용자 적용 가능 

밝은 라인 선택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라이브 또는 풀 모션 비디오 신호 역시 1-2 fps의 수직 주사율로 볼 수 있습니다. 

SD 및 HD 옵션에서 사용 가능한 벡터 디스플레이는 75% 또는 100% 컬러 막대에 대한 표적을 사용한 파형을 표시하고, 601 

또는 709 색채 표적을 수용합니다. 격자선 표적 및 색상 공간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에 대한 

파형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상세한 시험 및 분석을 위해 수직적 및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최소화 함으로써, 선택적으로 파형을 전체 디스플레이 크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벡터 디스플레이 

 

▶ 그림 모드 

 

▶ 전체 화면 파형 디스플레이 

시간을 절약해주는 테스트 유틸리티 및 결과 디스플레이 

VM6000은 HDTV 비디오 테스트를 더 빠르고, 확고하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테스트 유틸리티와 사용자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들 유틸리티는 기본적인 자동화된 측정 능력을 보강하여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우수한 성능 및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들 강력한 자동화된 측정 유틸리티 및 기능은 확장된 문서화 유틸리티와 결합하여 

VM6000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연구 및 개발, 품질 제어 및 생산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장비의 설정을 확고한 획득, 속도 및 정확성에 대한 자신들의 특정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 

전문가들은 측정 기능의 자동화를 통해 자동 측정이 견고하고, 정확하며, 반복 가능하고, 완전히 객관적임을 보장합니다. 



 

테스트 결과 요약 디스플레이 

VM6000은 궁극적인 테스트 과정 및 보고를 위하여 테스트 결과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합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복잡한 개별 

테스트 결과의 탐구 없이 통과 또는 실패 조건 및 비디오 신호 측정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선택된 각각의 테스트 파라미터, 

측정 과정, 파라미터 당 통과 또는 실패 결과와 있는 경우 테스트 오류가 표시됩니다. 완료되면 개괄적인 녹색 또는 적색 

측정 결과 플래그가 표시됩니다. 측정 결과에 직접 접근하려면 통과/실패 측정을 클릭하십시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패한 

테스트 결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통과-실패 지시를 사용한 테스트 결과 요약 디스플레이 

 

▶ 한계 테스트를 켠 상태의 컬러 막대 상대 결과 디스플레이 

통합된 통과-실패 한계 테스트 

VM6000은 사용자 선택 가능한 통과-실패 한계 테스트를 통합합니다. 개별 파라미터 또는 전체 DUT(테스트 대상 장치)의 

수용가능성은 수백개의 개별 수치 결과를 탐색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측정의 과정 및 PF(통과/실패) 결과와 

선택된 파라미터 및 사용자가 선택한 한계에 근거한 전체 DUT PF 결과를 보여주는 PF 요약 화면이 존재하여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에의 사용에 적합합니다. PF 한계 테스트가 사용 가능하면, 실패한 파라미터에 대한 측정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신호 조건의 쉬운 식별을 위해, 직관적인 녹색-적색 수치 결과로 표시됩니다. 

미리 로딩된 사용자 정의 가능한 참조 및 한계 파일 

텍트로닉스는 "기성" 테스트 기능성을 위해 지원되는 비디오 형식에 대한 기본 참조 및 한계 파일 세트를 제공합니다. SD 및 

HD 옵션은 SMPTE/EIA 표준 참조 값 및 텍트로닉스 권장 허용 오차 한계 파일과 함께 미리 로딩 됩니다. VGA 옵션은 적용 

가능한 타이밍 표준에 근거한 VESA 참조 및 허용 오차 한계 값과 함께 미리 로딩 됩니다. 신호 참조 데이터는 개별 표준 

또는 품질 문서의 접근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테스트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파일은 수정된 표적 값, 적합 한계 또는 

계속/중지 생산 과정 한계의 지정을 위해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조 및 한계 파일은 

형식에 의해 자동 선택(기본 값), 수동 지정 또는 미리 설정된 구성 파일(.vmset)을 통해 자동으로 로딩 될 수 있습니다. 



 

 

▶ 참조 및 한계 테스트 구성 메뉴 

유연한 결과 디스플레이 

테스트 결과의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VM6000은 표 형식의 결과 메뉴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파라미터 그룹 내에서 

사용자는 측정 결과, 참조로부터의 편차, 공칭(참조) 값 및 통과 및 실패를 위한 최대/최소 허용 오차 한계를 쉽게 탐색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정보 및 계산은 분석에 필수적이며, 테스트 결과의 이해는 논리적으로 조직되고,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한계 

테스트를 사용 가능하게 하면, 적합하지 않은 테스트 결과는 적색으로 강조되고, 더 이상의 분석을 위해 즉시 신호 왜곡이 

강조됩니다. 

측정 구성의 저장 및 재호출 

측정 구성은 저장되고, 즉석에서 재호출 되거나 다른 장비로 쉽게 복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출고시 기본 설정 역시 재호출될 

수 있습니다. 참조 및 한계 파일은 구성 파일과 연계되며, 구성 재호출 명령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중 디스플레이 출력 형식을 사용하여 장치 테스트를 빠르고 단순하게 합니다. 

사용자는 개별 형식에 대하여 환경을 설정, 저장, 재호출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캡처 유틸리티 

"훌륭한" DUT 또는 참조 테스트 신호 생성기의 출력은 참조 파일과 같이 편리하게 캡처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결과 메뉴에 있는 표 형식의 결과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사용하여 현재의 측정 결과를 기타 측정 결과와 즉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보고서 생성기 

보고서 생성기 유틸리티는 하나의 버튼 조작으로 조직된 비디오 측정 결과를 생성함으로써 테스트의 문서화를 빠르게 합니다. 

테스트 결과, 구성 설정 및 상세한 신호 참조 데이터가 VM6000 테스트 보고서에 요약됩니다. .pdf 및 .rtf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조직화되며 테스트 결과의 확인에 적합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보고서는 .csv 파일 형태로 출력되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VGA 옵션은 내장된 파형 화면 캡처를 선택된 보고서 형식으로 

내장하는 옵션도 포함합니다. 



 

 

▶ VM6000 테스트 보고서  

비디오 측정 액세서리  

편리하고 향상된 테스트 성능을 위해, VM6000은 연결, 종료 및 측정을 단순화하는 보완적인 비디오 측정 액세서리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지정 설계된 동기 픽 오프 및 동기 결합자 액세서리는 TV 신호의 측정을 단순화합니다. VGA 옵션은 

사용자 지정 측정 인터페이스 유닛(MIU)을 포함합니다. 이 유닛은 정교한 VESA 호환성 및 5채널 아날로그 RGBHV 신호에 

대한 완전 자동화된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MIU는 종료, 신호 전환 및 현재 소스/싱크를 제공하고 값 

비싼 FET 프로브 또는 테스트 중의 케이블 수동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 VGA 옵션 – 아날로그 RGBHV 측정 인터페이스 유닛(MIU) 



 

측정 정확도에 대한 긴박한 요구에 주목하여, MIU는 DC 진폭 측정 및 고 주파수 타이밍 측정 양쪽에 대해 최적화된 정확도를 

제공하도록 RGB 및 HV 채널들에 대한 혁신적인 이중 입력 경로를 통합합니다. VM6000은 측정되는 파라미터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RS-232 컨트롤을 사용하여 저 주파수 또는 광대역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광대역 모드에서의 

최적화된 회신 손실을 사용하여 1GHz의 대역폭 전체를 통합 함으로써 MIU는 PC 그래픽 신호의 테스트에 있어 최고의 속도, 

정확성 및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동기 로딩 테스트 

VESA 표준에 따라, H 및 V 동기 전압은 충분한 전력이 연결된 디스플레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피던스 변이를 다루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보장하기 위해 ±8mA 전류 부하를 사용하는 V1 및 V0 조건 하에서 측정해야만 합니다. VGA 옵션은 원격 제어 

MIU를 사용하여 부하를 제공함으로써 이 테스트를 자동화합니다. 

표준 GPIB 원격 제어 및 LAN 연결 

IEEE 488.2와 호환되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GPIB 포트는 선택 가능한 제어기 또는 말하기/듣기 모드를 사용하는 

장비상에서의 표준입니다. 완전히 문서화된 오실로스코프 GPIB 원격 명령 세트 및 단순화된 비디오 명령 세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장비의 모든 능력이 GPIB 원격 제어를 통해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트워크 연결은 10Base-T 및 100Base-T를 지원하는 LAN 포트를 사용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비디오 테스트 보고서 또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별도로 사용 가능한 LAN 어댑터 액세서리와 

텍트로닉스 AD007 GPIB를 통해 네트워크 원격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kVISA™가 오실로스코프 명령의 LAN 원격 

제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완전한 오실로스코프 기능 

텍트로닉스는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여 완전한 DPO7104의 기능을 VM6000에 통합했습니다. 수동 비디오 측정은 

포괄적인 아날로그 HDTV/EDTV 한 필드, 모든 라인, 모든 필드, NTSC, SECAM 및 PAL 비디오 신호에 대한 홀수 또는 짝수 

필드 내에 있는 임의의 라인에 대한 표준 비디오 트리거링 뿐만 아니라 1080i, 1080p, 720p 및 480p와 같이 새로 등장한 

표준에 적합한 트리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보다 쉬운 측정 및 육안 검사를 위해 IRE와mV 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PO7104 오실로스코프의 완전한 기능 및 선택적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VM6000 플랫폼의 

능력 및 가치를 확장합니다. 오실로스코프 기능 및 규격은 DPO7104 또는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