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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기술 문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이해와 프로브 기초 입문서를 통해 

이들 장비의 기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프로브를 선택하려면, 

www.tektronix.com/accessories를 방문하십시오. 

 

올바른 프로브 선택 

오실로스코프 측정 애플리케이션의 범위와 니즈를 고

려하여 텍트로닉스는 다양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제공합니다. 

신호 특성 

적합한 프로브 선택의 첫 단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

호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전압, 전류 혹은 두 가지 모두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호의 주파수는 얼마인지, 신호 진폭은 얼마나 큰지, 

테스트 중인 장치의 소스 임피던스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신호를 차동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텍트로닉스가 제공하는 

많은 종류의 프로브 중에 최고의 프로브 솔루션을 선

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역폭 

사용할 텍트로닉스 오실로스코프와 일치하는 대역폭

의 프로브를 선택하십시오.  

경험에 의하면, 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의 대역폭은 

측정하려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3 ~ 5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호의 상승 시간의 대역폭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500 MHz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능동 

프로브가 종종 보다 나은 소(small)신호 성능을 제공

할 것입니다.  

프로브 부하 

측정하려는 신호에 가능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프로

브를 선택하고자 할 것입니다. 테스트 중인 장치

(DUT)의 소스 임피던스의 값이 모든 프로브 부하의 

네트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임피던스가 낮을 때 전형적인 고임피던스 

10X 수동 프로브의 부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임피던스와 함께 추가된 고임피던스는 전

체 임피던스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

문입니다. 수동 프로브는 저가의 탁월한 다목적 솔루

션입니다. 그러나 높은 소스 임피던스를 갖는 보다 

높은 대역폭에서는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높은 소스 임피던스에는 능동 단일 종단 프로브나 차

동 프로브가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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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 인터페이스별 프로브 

텍트로닉스 인터페이스는 향상된 능력과 성능을 제공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압 또는 전류 진폭 

프로브 선택은 신호 진폭과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류 프로브는 전류 측정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C 혹은 AC/DC 전류 

프로브가 필요한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류 프로브는 솔리드 토로이드(solid toroid)나 

분할 코어 설계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들 인터페이스를 기존 프로브 솔루션에 사용하려면 

대부분 추가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분할 코어 설계는, 솔리드 토로이드 전류 프로브의 

경우처럼 분리하고 재결합할 필요 없이, 전도체 주변

을 고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전압 프로브는 소(small)신호 수동, 능동, 차동, 고압 

차동 및 고압 수동 유형 등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됩

니다. 프로브를 선택할 때는 플로팅 측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진폭을 고려하십시오.  

 

프로브 팁 연결  

대부분의 프로브는 표준 액세서리 패키지와 함께 제

공됩니다.  

최신의 프로빙 인터페이스 솔루션에는 오토제로

(AutoZero), 프로브 메뉴 버튼의 온 스크린 메뉴(On 

Screen Menu) 등 풍부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액세서리에는 종종 프로브에 부착되는 그라운드 

리드 클립, 보상 조정 도구, 프로브를 다양한 테스트 

포인트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 하나 이상의 프로브 팁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표면 실장 장치(surface mount device)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위해 설계된 프로브는 표준 액

세서리 패키지에 추가 프로브 팁 어댑터를 포함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브에 대한 옵션으로 다양한 특수 용도 액세

서리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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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프로브 

수동 전압 프로브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오실로스코

프 프로브입니다.  

다른 특수 프로브는 측정 시스템으로서 오실로스코프

의 범위와 기능성을 확장해 주지만, 다목적 수동 전

압 프로브는 오실로스코프의 최전방에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프로브의 유용성은 당연시되고 있지만, 프로브가 없

으면 가장 단순한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텍트로닉스 수동 프로브는 최대의 신호 무결성을 유

지하면서 함께 사용되는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특성에

도 맞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3, 9, 20 GHz의 특수 용도 고대역폭 수동 프로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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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단일 종단 프로브 

능동 전압 프로브는 오늘날의 고속 설계로부터 실시

간 신호 정보를 충실히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텍트

로닉스 오실로스코프에 제공합니다. 능동 프로브는 

폭넓은 신호 포착을 제공하며, 테스트 중인 장비

(DUT)의 부하 감소를 보장합니다. 능동 프로브는 최

소의 부하를 요구하는 고임피던스, 고주파수 회로 요

소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DC 오프셋 기능은 DC 오프셋 전압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AC 신호를 측정할 때 프로브의 전체 동적 범위

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TekVPI 인터페이스가 있는 능동 프로브는 DPO/ 

MSO4000과 DPO7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 직접 

연결됩니다.  

 

 

 

 

 

 

 

 

 

 

 

 

 

 

 

 

 

 

 

 

 

 

 

 

텍트로닉스의 TekConnect® 인터페이스는 능동 프로

브 인텔리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프로브 

전력, 프로브 파라미터의 자동 신호처리, 그리고 스케

일 파라미터 및 오프셋 전압 수준을 포함한 프로브 

제어를 제공합니다. 

 

 

 

 

 

 

 

 

 

 

 

 

 

 

 

 

 

 

 

 

 

 

 

 

TekConnect 인터페이스는 18GHz까지 대역폭 및 신

호 충실도를 확장합니다.  

TEKPROBE BNC 능동 프로브는 또한, 1103 

TEKPROBE 전원공급장치가 사용될 경우 

TDS1000B/2000B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BNC형 커넥

터를 갖는 모든 오실로스코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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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513, P7516 삼중 모드 차동 프로브 

P7500 시리즈 프로브는 차동 신호 측정 임무를 간소

화하기 위해 TriMode(tm) 프로빙을 제공합니다.  

삼중모드 프로빙은 단일 프로브 설정을 통해 하나의 

프로브가 차동, 단일-종단 및 공통 모드 측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차동 프로브/차동 프리앰프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고속 

직렬 데이터 표준은 차동 신호를 사용합니다.  

넓은 주파수 범위, 높은 공통모드거부율(CMRR), 그

리고 스큐 대응 입력 때문에 차동 프로브는 차동 신

호를 측정하는데 이상적입니다.  

텍트로닉스는 소형(hand-held) 프로빙, 결합(solder-in) 

프로빙, 또는 고정(fixtured) 프로빙을 위한 다양한 종

류의 연결 옵션을 갖는 400MHz에서 최대 16GHz의 

전 범위 차동 프로브를 제공합니다. 

 

 

 

 

 

 

 

 

 

P7313SMA, P7350SMA, P7380SMA 

텍트로닉스는 50Ω환경에서 고속 차동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13GHz의 SMA 프로브 라인을 제공합니다.  

SMA 프로브는 복수 채널 오실로스코프의 각 채널당 

차동 신호 획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수많은 새로운 멀티 레인 고속 직렬 데이터 표

준의 적합성 테스트에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SMA 프로브는 또한 AC 결합되지(coupled) 않았거나 

DC 참조(referenced)되지 않은 신호에 대한 종단 전

압 제어를 제공합니다. 입력 신호는 한 쌍의 정밀 정

합 SMA 케이블을 통해 첨부됩니다. 

 

 

 

 

 

 

 

 

 

 

 

 

ADA400A 차동 프리앰프 

ADA400A 차동 프리앰프는 매우 낮은 진폭의 전압과 

접지되지 않은 신호의 직접 오실로스코프 측정을 허

용합니다.  

ADA400A는 TEKPROBE BNC 인터페이스 오실로스

코프용으로 설계되었지만, 1103 TEKPROBE 전원 장

치를 이용하면 모든 오실로스코프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특징 

모델 – ADA400A 

이득 – X100, X10, X1, X0.1 

대역폭 - DC ~ 1 MHz 

대역폭 필터 – 100 Hz, 3 kHz, 100 kHz 

차동 전압 – 100mV @100.1 V @ X10;±40V @ x1, X0.1 

접지에 대한 최대 입력 전압 - ±10V @ X100, X10; ±40 

V @ X1, X0.1 

입력 R - 모든 설정에서 1 MΩ의 입력 임피던스와, X100 

및 X10 이득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한 Ω(>1012Ω) 

임피던스 

입력 전류 - 55 pF(각각의 입력) 

공통모드거부율(CMRR) - >100,000:1 DC - 1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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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트로닉스는 혁신적인 Z-Active 프로브 아키텍처를 

고안해냈는데, 이는 능동 프로브 앰프를 공급하는 분

산된 감쇠기 토폴로지로 구성된 혼성 접근법입니다.  

이들은 앰프에서 분리된 소형 수동 프로브 팁을 사용

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프로브의 도달 영역을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능동 프로브의 경우 이 정도 길이를 추가하면 

신호 충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키텍처는 높은 DC 입력 저항을 유지하

고 기존의 프로브 아키텍처보다 높은 AC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실행하면서 프로브 본체와 DUT에 프

로브를 부착하는 지점 간에 상당한 길이를 제공합니

다.  

이 아키텍처는 두 개의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

하는데, 그 두 개의 영역은 기존 능동 프로브와 비슷

한 높은 DC 임피던스와 Z0 프로브의 안정적인 높은 

주파수 부하입니다. 

 Z-ActiveTM 차동 프로브(P7313, P7380A, P7360A, P73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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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프로브 

텍트로닉스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전류 프로

브를 제공합니다.  

텍트로닉스 전류 측정 시스템은 AC/DC 동시 측정, 

DC ~ 2GHz의 DC 대역폭 커버리지, mA ~ 20,000A의 

진폭 측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텍트로닉스 AC 전용 프로브는 고정 및 분할 코어 구

성의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AC/DC 전류 측정 프로브는 분할 코어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테스트 중인 장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류 측정은 전력 손실, 위상 편이를 이해하는데 사

용되며, 전력 프로브 측정에 대한 낮은 임피던스 부

하의 대안으로도 사용됩니다.  

전류 프로브는 전도체를 통한 전자의 운동에 의해 생

성되는 흐름 장(flux field)을 측정합니다.  

전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흐름 장은 전류 프로브의 규

격 내에서 오실로스코프나 기타의 측정 장비를 통해 

디스플레이 및 분석될 수 있는 선형 전압 출력으로 

변환됩니다. 

 

 

오실로스코프 시리즈 전류 측정 솔루션 

텍트로닉스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각각의 오실로

스코프 시리즈에 대하여 전류 프로빙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일부 전류 프로브는 외부 앰프 시스템을 요구하는 반

면, 다른 프로브는 오실로스코프에 직접 연결됩니다.  

TDS1000, TDS2000 및 TPS2000 시리즈는 일반적 

측정을 위해 A621(AC)과 A622(AC/DC)를 이용합니다.  

TCP202은 TDS3000, TDS5000, TDS7000, DPO70K 

및 DSA70K 시리즈에 공통된 전류량 수준(15A 미만)

에서 고속 AC/DC 측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ekVPI 인터페이스의 DPO4000, MSO4000 및 

DPO7000 시리즈는 최대 120MH의 주파수에서 1mA 

~ 150A를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TCP0030과 TCP0150 직접 연결 전류 프

로브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보다 높은 전류 기능 필요 

TCPA300과 TCPA400 전류 프로브 앰프는 최대 750A 

(dc+pkac)의 전류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들 제품은 보다 높은 전류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

한 전류 측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BNC 및 

TEKPROBE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T4 AC 전용 전류 프로브는 3.8mm 턱 크기의 전류 프

로브(TCP202, TCP0030, TCP305, TCP312, P6021, 

A6302 및 A6312)에 사용될 때 2kA 측정을 제공합니다. 

 

전력 연결 

전류 측정은 전력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방정식의 절

반에 불과합니다(P = I x E). 나머지 부분은 전압 측정

입니다. 이 두 부분의 조합이 돌입/분출

(inrush/outrush) 전류, 라인 전력 고조파, 전력 품질, 

스위칭 장치에서 전력 손실 측정, 자기 부품 특성화, 

전력 반도체 장치 특성화 및 리플과 노이즈의 분석 

등과 같은 전력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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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차동 프로브 

플로팅 전압 측정 문제 해결 

P5200, P5205 및 P5210는 적합한 접지 연결 없이 

접지 오실로스코프를 동작시킬 필요가 없도록 하는 

고전압 차동 프로브로 안전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P5200 프로브는 모든 제조사의 접지 오실로스코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P5205 및 P5210 프

로브는 TEKPROBE BNC 인터페이스가 있는 텍트로

닉스 오실로스코프 전용입니다. 

 

고압 프로브  

P5100, P6015A 단일 종단 프로브는 사용자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접지된 고압 측정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성 - 고압 차동 프로브 

 

 

 

 

 

 

 

 

 

 

특성 - 고압 단일 종단 프로브 

 

 

 

 

 

 

 

 

 

 

 

P5102, P5120 IsolatedChannel(tm) 애플리케이션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지로부터 측정 격리 및 채널간 

공통 전압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PS2000 시리즈 디지털 저장 오실로스크프와 결합

된 P5120과 THS700 시리즈 소형 디지털 저장 오실 

 

 

 

 

 

 

 

 

 

 

 

 

 

 

 

 

 

 

 

 

 

 

 

 

 

로스코프와 쌍을 이룬 P5102는 접지로부터의 격리 

및 채널간 완전한 격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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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컨버터 

P6700 시리즈 

텍트로닉스 P6701B/P6703B는 편리한 분석을 위하여 

광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제품들은 TEKPROBE BNC 인터페이스가 설치된 

텍트로닉스 오실로스코프나 1103 TEKPROBE 전원공

급장치가 장착된 다른 제조사의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사용됩니다.  

P6700 시리즈 제품은 광학 통신 시스템 혹은 통신 

신호(SONET/SDH 혹은 광채널)를 위한 아이 패턴 테

스트와 같은 소스의 개발, 제조 혹은 서비스 과정에

서의 광학 신호 특성 부여에 이상적입니다. 

 

전기 통신 어댑터 

AMT75(75 Ohm ~ 50 Ohm) 어댑터는 75 Ohm 비디오 

환경에서의 고속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50 Ohm 종단 기기에 제공합니다.  

어댑터는 TEKPROBE BNC 인터페이스가 있는 TDS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및 적합한 어댑터가 설치된 다

른 오실로스코프 시스템에 직접 연결됩니다. 

특성 - P6700 시리즈 OE 컨버터 

 

 

 

 

 

 

 

 

 

아래에 나열된 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액세서리 중 

일부입니다. 전체 목록은 www.Tektronix.com 

/accessories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어댑터 

TEK-USB-488 

USBTMC-USB488 표준을 준수하는 DPO/MSO4000, 

TDS1000B/2000B와 같은 텍트로닉스 계측기의 USB 

포트를 통해 텍트로닉스 장비의 GPIB 제어를 가능하

게 합니다. 

 

 

 

 

 

 

어댑터 및 연결 액세서리 

텍트로닉스는 동축 어댑터 및 커넥터의 전체 라인을 

제공합니다.  

납뗌이나 인두 작업 없이 신속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

니다. 

 

TekConnect® 신호 상호 연결 

TekConnect® 신호 연결 시스템은 1 GHz이상의 신호 

대역폭에 프로빙할 때 고대역폭 오실로스코프를 위한 

최상의 신호 충실도를 보장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전기 신호를 보

존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적인 BNC 커넥터의 능력을 

벗어나는 속도에서의 신호 충실도를 보장하는 편리한 

락킹(Locking)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모든 텍트로닉스 고대역폭 오실로스코프의 특징 

Tekconnect, P7000 시리즈 프로브는 이 신호 연결 

시스템과 직접 호환됩니다.  

SMA형, BNC형 및 N형 커넥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

는 어댑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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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VPI 인터페이스 

DPO4000, MSO4000 및 DPO7000 시리즈 오실로스

코프 제품군은 TekVPI(텍트로닉스 다목적 프로브 인

터페이스)를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기능성과 사용 편의성은 TekVPI 프로브 설계의 트

레이드 마크로서, TekVPI 오실로스코프 호스트 계측

기와의 인텔리전트한 양방향 오실로스코프/프로브 커

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TekVPI 아키텍처는 사용자의 테스트 및 측정 경험을 

단순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EEROM 메모리가 설치

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프로브 설계, 프로브 설정

에서 사용자의 용이한 사용을 강화시켜주는 양방향 

직렬 인터페이스 통신 능력, 출력된 프로브 상태 및 

설정 정보의 손쉬운 선택, 그리고 정확한 프로브 측

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모든 텍트로닉스 미들레인지(mid-range) 성능의 오실

로스코프는 TekVPI를 특징으로 합니다.  

수동 프로브, 능동 프로브, 차동 프로브 및 전류 프로

브 시리즈는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성능 도구 세트를 

갖춘 고객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TPA-BNC 어댑터는 TEKPROBE 인터페이스가 설치

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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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기, 종단장치 및 케이블. 

감쇠기, 종단장치 및 케이블은 여러분의 테스트 기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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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를 위한 이동성 액세서리 

텍트로닉스는 테스트 시스템 및 스테이션 투 스테

이션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의 

계측 장비 활용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장비 카트/워크스테이션 

텍트로닉스는 소중한 작업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  

 

며, 기기의 공유 및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테스트 중 

인 장치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텍트로닉스 장비 카트 및 워크스테이션은 기기 자산

을 보호하면서 높은 수준의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카트는 조립 준비가 된 상태로 배송되며, 최대 구성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랙마운트 키트. 

텍트로닉스 랙마운트 키트는 텍트로닉스 기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랙마운트 키트는 후면부에 연결할 수 있으며 랙마운

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공간을 최대화합니다. 

장비 이동 케이스 

텍트로닉스 경질 이동 케이스나 편리한 연질 이동 케

이스는 이동을 위해 설계되었고 여러분의 기기 자산

을 보호합니다.  

텍트로닉스 이동 케이스는 각각의 기기에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며, 프로브, 배터리 팩, 매뉴얼을 위한 

저장 공간을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위한 소프트 케이스 및 HCTEK4321

는 여러분의 소중한 계측 장비에 최대한의 보호를 제

공합니다. (TDS1000, TDS2000, TPS2000, TDS3000, 

DPO4000 시리즈) 

배터리 전원 계측 장비 

텍트로닉스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휴대용 오실로

스코프로 최대한의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팩은 일반적으로 2 ~ 3시간 사용한 후 재충전

하면 됩니다. 두 세 개의 팩이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원을 제공합니다.  

원격 장소에서의 계측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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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46, P6247, P6248 프로브 팁 액세서리 

 

P6249, P7240, P7225 프로브 팁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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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00 프로브 팁 액세서리 

 

 

TDP0500, TDP1000, TDP1500 프로브 팁 액세서리 

 

 

 

TDP3500 프로브 팁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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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액세서리 및 교체 부품 

텍트로닉스는 완전한 고성능 프로빙 솔루션 세트 및 광범위한 기타 다른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P6137, P6138A, P6139A 프로브 팁 액세서리     P61XX/A, P61XXB, P612X, P620X, P22XX 프로브 팁 액세서리 



    

    

P5100, P5102, P5120 프로브 팁 액세서리  

60K-14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