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트로닉스의 DPO4000 및 미드레인지급 DPO7000 시리즈

DPO™ 최신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TekVPI(Tekt-

ronix Versatile Probe Interface) 아키텍처에 차세대 텍트로닉

스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본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텍트로닉스 프로브 인터페이스의 발

전 과정과 TekVPI 설계의 특징 그리고 신형 TekVPI 프로브에 대

해 설명합니다.

기술개요

TekVPITM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서 다기능성과 사용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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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트로닉스 프로브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

과거 50여년간 점점 증가하는 계측기 대역폭 속도와 계측 성능 요

구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인터페이

스 설계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바나나 플러그와 UHF형

커넥터가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일반 BNC형 커넥터가 널리 사용된 프로브 인터

페이스 형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BNC가 크기가 작고 보다 높은

주파수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BNC 프로브 인터페이스는

거의 4GHz에 가까운 최대 사용 가능 대역폭을 제공하는 오늘날의

고품질 BNC형 커넥터가 장착된 테스트 및 계측 장치 설계에 여전

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9년 텍트로닉스는 7000 시리즈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일반 BNC형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계를 변형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7000 시리즈 설계에서는 획득한 아날로그 신호를 전

달하는 데 BNC형 커넥터를 사용했지만 호환 가능한 오실로스코프

가 연결된 7000 시리즈형 프로브의 감쇠 범위 설정 기능을 내장할

수 있도록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되는 수직 감쇠 범위를 자동으로 탐

지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기계 및 전기 인터페이스 설계의 일부

로서 아날로그 인코드된 배율 탐지 기능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1986년에는 TekProbe™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가 도입되면

서 프로브의 유용성이 더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TekProbe-BNC Level 1 설계에서는 아날로그 인코드된 배율 탐

지 핀을 제공하여 7000 시리즈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감쇠

범위를 확대하고 레거시 7000 시리즈 프로브에 대한 지원을 제공

했습니다. 

프로브의 신호 조절 네트워크 설계의 일부로 트랜지스터, IC 또는

다른 작동 부품이 들어가는 "액티브" 프로브 타입에 요구되는 작동

전력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TekProbe-BNC Level 2 설계도

도입되었습니다. TekProbe-BNC Level 2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프로브 타입의 유용성을 개선하고 프로브 팁에서 캘리브레이션된 오

프셋을 달성하기 위해 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가 통신할 수 있는 기

능을 추가함으로써 Level 1 설계의 능력의 보다 향상시켰습니다. 

2001년 끝없이 높아지는 프로브 대역폭, 기계 및 전기 설계의 안정

성에 대한 요구 사항에 부응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텍

트로닉스 계측기의 프로빙 능력이 계속 발전한 결과, 최적의 신호

충실도와 최고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TekConnect™ 첨단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BNC 커넥터를 사용

하는 TekProbe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대역폭은

TekConnect 인터페이스 설계 아키텍처에서 BMA형 커넥터(크기

와 성능이 SMA 커넥터와 유사함)를 사용했고 텍트로닉스가 제공하

는 최고 대역폭의 오실로스코프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소 18GHz

이상 높은 충실도의 전기 신호 경로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약 4GHz

로 제한되었습니다. TekConnect 설계에는 오실로스코프에 포지티

브 잠금 기능이 있는 TekConnect 프로브 메커니즘을 편리하고 안

정적으로 한 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된 기계 설계 방

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TekConnect 설계는 전기 캘리브레

이션 조정, 프로브 설정 파라미터의 소프트 스위칭, 다른 프로브 액

세서리 어댑터의 캐스케이딩 등과 같은 첨단 기능을 사용한 읽기 및

쓰기 프로브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읽기 전용 기능을 뛰어넘은

프로브 및 오실로스코프 통신 기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 TekConnect 설계 아키텍처는 텍트로닉스가 제공하는 최

고 성능의 오실로스코프를 위한 첨단 프로빙 기능에 있어 최첨단을

대표하는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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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텍트로닉스 프로브 인테베이스의 발전과정

텍트로닉스 프로브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
일반 BNC(60년대 초) 

TekConnect(2001년) TekVPI(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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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텍트로닉스 프로브 인터페이스인 TekVPI 도입

2006년 텍트로닉스는 사용 편의성, 다기능성 그리고 이런 범주의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다른 성능 상의 특징

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로서

TekVPI(Tektronix Versatile Probe Interface) 기술을 적용한 최

신 디지털 포스퍼 오실로스코프인 DPO4000과 DPO7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제품군의 미드레인지급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TekVPI

는 신형 TekVPI 프로브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텍트로닉스가 프로

브 제품 설계 분야에서 쌓아온 50여년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TekProbe 및 TekConnect 프로브 범주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결

합했습니다.

TekVPI의 특징

다기능성과 사용 편의성은 TekVPI 프로브 설계의 트레이드 마크로

서, TekVPI 오실로스코프 호스트 계측기와 지능적으로 양방향 오

실로스코프/프로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TekVPI 프로브 설게는

EEPOM 메모리와 양방향 직렬 인터페이스 통신 기능을 가진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TekVPI의 설계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프로브를 설정하고

표시된 프로브 상태와 설정 정보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정확한 프로브 계측 성능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사용자의 테스트 및 계측 작업을 단순화하고 계측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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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VPI 프로브 설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각 TekVPI 프로브의 프로브 보상 회로함("comp box")에는 사용자

가 프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설정 컨트롤과 작동 상태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컨트롤과 표시기가 있습니

다. 프로브의 보상 회로함에 있는 실링 처리된 멤브레인 키패드 버

튼에는 명확하게 레이블이 붙어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기에 좋은 크

기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간단히 프로브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프로브의 보상 회로함에는 눈에 잘 띄는 2색 또는 3색의 LED 표시

등이 있고 레이블이 붙어 있어 사용자가 프로브 설정 및 키 작동 상

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보다 전통적인 프로브 컨트롤과 표시기 기능 외에도,

TekVPI에는 사용 편의성을 위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요소인 프로브

메뉴 버튼도 채용됩니다. 모든 TekVPI 프로브의 전용 프로브 보상

회로함에는 사용자가 TekVPI 호스트 오실로스코프 계측기 상의 그

래픽 프로브 메뉴 디스플레이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

는 메뉴 버튼(Menu Button)이 있습니다. 

계측기 프로브 메뉴 디스플레이와 표시된 다른 알림 아이콘은

Probe Model Type(프로브 모델 형식), Probe Serial Number(프

로브 일련 번호), Attached Probe Channel Number(연결된 프

로브 채널 번호), Probe Operating Status and Warnings(프로

브 작동 상태 및 경고), Probe Diagnostics(프로브 진단)를 포함

한 종합적인 프로브 정보를 제공하여 이벤트 문제해결을 지원합니

다. 또한 모든 프로브 설정 제어 기능은 계측기 디스플레이에서 설

정, 변경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테스트 및 계측 구

성의 사용자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TekVPI 호스트 계측기도 테스

트 애플리케이션의 계측 결과 획득 중에 적용되는 테스트 구성을 사

용자가 쉽게 재구성(Recall Setups(설정 호출))할 수 있도록 프로

브 구성의 설정 파일을 기록하고 저장합니다(Save Setups(설정 저

장)).

TekVPI 프로브 원격 제어 지원

TekVPI의 양방향 오실로스코프/프로브 통신과 TekVPI 호스트 계

측기의 네트워크 통신 기능(USB, GPIB, 이더넷)에 의해 지원되는

TekVPI 프로브 설정은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ATE 환경에서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TekVPI를 이용하면 프로브 감쇠 범위와 같은 설정 기능

을 원격으로 제어 및 변경하거나 DC 오프셋을 자동 점 조정하거

나 현재 프로브 타입에서 잔류 자기장을 소자하는 등의 모든 작업

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최적의 프로브 성능과 계측 정확

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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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VPI 레거시 프로브 지원

지난 50여년간 텍트로닉스 프로브 인터페이스의 발전으로 대역폭이

최대 4GHz에 이르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텍트로닉스 오실로스코

프와 함께 적용되는 BNC 레거시 프로브 인터페이스 형식은 BNC

커넥터, 7000 시리즈, TekProbe-BNC Level 1 및 TekProbe-

BNC Level 2 프로브 타입의 4가지로 분화되었습니다. 

텍트로닉스는 사용자가 텍트로닉스의 최신 TekVPI 오실로스코프 계

측기와 함께 레거시(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프로브 타입을 적용

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기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계측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ekVPI는 일반 BNC 커넥터,

7000 시리즈, TekProbe-BNC Level 1 및 TekProbe-BNC

Level 2 프로브 타입에 대한 레거시 프로브 인터페이스 지원을 제

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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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일반 BNC 또는 7000 시리즈 또는 TekProbe-BNC Level 1 연결, 신형 TPA-BNC 어댑터를 통한 TekProbe-BNC Level 2 연결, 새로운 TekVPI 연결



TekVPITM 기술을 이용하여 새 프로브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서 다기능성과 사용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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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BNC에 연결된 프로브, 7000 시리즈 프로브 및

TekProbe-BNC Level 1 프로브(단일 아날로그 인코드된 배율

탐지 핀)는 TekVPI 오실로스코프 상의 TekVPI 프로브 채널 입

력 커넥터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프로브 타입의 모

든 성능 특징과 기능이 지원되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ekProbe-BNC Level 2 프로브는 TekVPI 프로브 인터페이

스 어댑터에 대한 새로운 TPA-BNC TekProbe-BNC를 사용

하여 TekVPI 오실로스코프에 연결됩니다. 이 어댑터는 오실로

스코프의 TekVPI 프로브 채널 커넥터 상의 BNC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TekProbe에서 획득한 아날로그 계측 신호를 전달

합니다. 또한 TPA-BNC 어댑터는 연결된 TekProbe-BNC

Level 2 프로브 타입의 작동에 필요한 프로브 전원을 변환 및

공급합니다. 연결된 TekProbe-BNC Level 2 프로브 타입의 모

든 성능 특징과 기능이 지원되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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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A-BNC TekProbe-BNC Level 2와 TekVPI 프로브 인터페이스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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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VPI 프로브 전력 관리

프로브 통신 기능을 제공하거나, 빠른 신호처리 속도를 정확히 계측

하는 데 필요한 높은 대역폭을 달성하거나, 연결된 DUT에 대한 프

로브 로딩 향을 최소화하거나, 변압기 코어 포화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버킹 전류(bucking current)"를 제공하거나, 현재 계측 프

로브 타입의 계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첨단 "능동 프로

브" 설계의 정교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프로브 작동을

지원하는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능동 프로브”는 프로브의 신호

조절 네트워크 설계의 일부로 트랜지스터, IC 또는 다른 능동 소자

가 있는 프로브입니다. 전통적으로 능동 프로브의 작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원은 호스트 오실로스코프 계측기에 설계 시부터 내장

된 기능에 의해 제공, 할당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TekVPI의 설계 아키텍처는 TekVPI 오실로스코프 및 프로브 사용

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프로브 전력 관

리를 위한 신기술을 제공합니다. 

TekVPI 호스트 오실로스코프는 계측기에서 사용 가능한 TekVPI

프로브 입력 채널 연결 중에서 +5VDC와 +12VDC의 벌크 전원을

배전합니다. 각 프로브 입력 채널은 벌크 전원에 똑같이 액세스하므

로 특정 채널에 어떤 프로브 타입이 연결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오

실로스코프에 대해 어떤 프로브 타입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어떤 입력 채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프로브 전력 관리와 개

별 프로브 타입의 전원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변압을

위한 지원은 호스트 오실로스코프가 아니라 각 TekVPI 프로브 내

에서 수행됩니다. TekVPI 프로브 내에서 달성되는 바와 같이 프로

브 전력 관리의 이런 분산형 아키텍처 덕분에 TekVPI 호스트 오실

로스코프의 설계 오버헤드와 관련 비용이 줄어듭니다.

TekVPI 프로브 전력 관리 설계의 중요한 이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30A AC/DC 전류 프로브인 신형 TCP0030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계측 범위의 전류 프로브에서는 "버킹 전류"에 필요

한 전원을 공급하고 정확한 계측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TCP0030

TekVPI 전류 프로브에서는 이런 외부 전원이 불필요합니다.

TCP0030은 단순히 TekVPI 호스트 오실로스코프 상의 임의의 프

로브 입력 채널에 직접 연결되므로 사용자의 테스트 장비 구성의 복

잡성을 줄이고 값비싼 벤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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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VPI의 기계적 설계

TekVPI 프로브는 매력적이고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패키징과 신

뢰성 있는 기계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프로브 커넥터

의 노즈 피스를 TekVPI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입력 채널 커넥터의

결합 버킷에 삽입하여 TekVPI 프로브나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인

터페이스의 버킷 쪽에는 스프링 인장력이 작용하여 안정적으로 연

결되고 연결을 끊어야 할 때까지는 인터페이스 노즈 피스의 잠금 메

커니즘이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TekVPI 프로브 또는 어댑터가

연결 또는 분리됨과 동시에 누름 버튼 록 릴리즈를 누르는 간단한

작동법으로 TekVPI 프로브나 어댑터를 연결 및 분리할 수 있습니

다. 프로브 인터페이스 연결의 전기 신호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TekVPI 프로브 상의 금으로 도금된 스프링 접촉식 핀이나 어댑터

노즈 피스가 TekVPI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 입력 채널 버킷 쪽에

있는 작은 회로 기판 상의 금 도금 접촉 패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TekVPI에서는 오실로스코프 내에 프로브 특성 내장

TekVPI 프로브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및 양방향 통신 기능

의 지원을 받아 오실로스코프와 연결된 TekVPI 프로브 간에 보다

긴 히 통합하여 알고 있는 이득 오프셋이나 연결된 TekVPI 프로

브 타입의 전파 지연 특성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

면 사용하기 쉽고 보다 정확한 프로브 계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

다.

이 TekVPI 프로브 설계가 제공하는 이점 중 한 가지 예는 TekVPI

프로브 생산 중에 계측되어 연결된 TekVPI 오실로스코프가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브 메모리 내에 저장되는 전파 시간 지연 파

라미터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한 전력 계측 분석 결과를 위해 전압

과 전류 계측 프로브 타입 간의 신호 지연 타이밍 차이를 데스큐하

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심지어

는 테스트 셋업 과정에서 무시되기도 합니다. TekVPI 프로브는 호

스트 TekVPI 오실로스코프로 저장된 전파 시간 지연 특성을 전달

하며 이 정보는 계측된 전압 및 전류 신호 파형 위상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1ns 미만의 정확도 내에서 데스큐된 시간 정렬을 달성하

는 데 사용됩니다. (외부 데스큐 캘리브레이션 액세서리 장치를 사

용하여 보다 정확한 타이밍 데스큐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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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TekVPI 프로브 타입

2006년에 출시되는 첫 TekVPI 프로브 타입 제품을 아래에 요약합

니다. (사양, 도해, 애플리케이션, 특장점에 대한 설명은 개별 제품

의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TCP0030 - AC/DC 전류 프로브

- TekVPI 오실로스코프에 직접 연결

- 계측 범위 1mA ~ 30A

- 대역폭 120MHz 이상

- 피크 펄스 능력 50A

– TAP1500 - 1.5GHz 능동 전압 프로브

- 상승 시간 267ps 이하

- 입력 다이내믹 레인지 ±8V

- 입력 커패시턴스 1pF 이하

- 입력 저항 1㏁

- 작은 설계 형상에 액세스하기 위한 소형 프로브 헤드

– TAP2500 - 2.5GHz 능동 전압 프로브

- 상승 시간 140ps 미만

- 입력 다이내믹 레인지 ±4V

- 입력 커패시턴스 0.8pF 이하

- 입력 저항 40㏀

- 작은 설계 형상에 액세스하기 위한 소형 프로브 헤드

10 www.tektronix.com/video

▶ TCP0030 ▶ TAP2500(일반적인 TAP1500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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