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G01R 27/02

(45) 공고일자   1999년04월01일

(11) 등록번호   특0173490

(24) 등록일자   1998년10월30일
(21) 출원번호 특1996-032402 (65) 공개번호 특1997-022333
(22) 출원일자 1996년08월02일 (43) 공개일자 1997년05월28일

(30) 우선권주장 8/540,927  1995년10월11일  미국(US)  
(73) 특허권자 플루크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워싱톤 98206-9090 에버레트 피.오.박스 9090
(72) 발명자 보트맨 제프리 에스.

미합중국 워싱톤주 98115 시애틀 노스 이스트 50 애버뉴 6031
(74) 대리인 송재련, 한규환

심사관 :    박종효

(54)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요약

본 발명은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에 관한 것이다. 펄스발생기는 테스트하려는 장치(DUT)에 자극펄스
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 샘플 홀드 회로,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및 포착메모리를 포함한 디지탈화 
회로는 DUT를 가로지르는 응답전압을 반복적으로 샘플링하여, 펄스응답을 측정하는 동안 전압의 타임레
코드(time record)를 시간의 함수로서 작성한다. 각각의 타임레코드는 시간에 대비한 전압 정보를 주파
수에 대비한 전압 정보로 변환하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에 의해 공지된 방법으로 연산된다. 공지된 저
항값을 갖는 일 세트의 교정저항기를 측정하여 일 세트의 복소 교정상수를 측정함으로써, 임피던스 측정
계기는 DUT의 주파수에 대비한 복소 임피던스 및 반사감쇠량을 측정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전송선로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계기의 예시도,

도 2는 제 1도의 임피던스 측정계기의 단순화된 블록도,

도 3a 내지 3d는 임피던스 측정계기에서 높은 타임해상도를 갖는 디지탈 타임레코드를 얻기 위한 반복적
인 디지탈 샘플링 처리를 도시한 그래프,

도 4a 내지 4b는 임피던스 측정계기의 측정처리의 흐름도,

도 5a 내지 5c는 임피던스 측정계기의 계기단자에 제공하는 100 Ohm 저항기, 개방회로(open circuit) 및 
단락(short circuit)에 포함된 바와 같은 예시적인 펄스응답을 도시한 그래프,

도 6a 내지 6c는 임피던스 측정계기에 결합된 통상적인 전송선로의 예시적인 펄스응답, 상기 전송선로 
펄스응답에 의거한 주파수에 대비한 계산된 임피던스 측정, 임피던스 측정계기에서의 주파수에 대비한 
임피던스측정에 의거한 주파수에 대비한 계산된 반사감쇠량 측정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적 임피던스 측정계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펄스를 사용하여 복소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계기에 관한 것이다.

테스트하려는 일-포트 장치(DUT)의 한 쌍의 단자들 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전
자계기들이  있다.  오옴의  단위로  표현되는  임피던스는  DUT를  흐르는  전류(I)와  DUT를  가로지르는 
전압(V)의 관계를 정의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 임피던스는 순전히 저항만을 나타내어 DUT의 전압 및 전
류의 위상이 같게 한다. 이러한 관계는 오옴의 법칙, R=V/I [R은 저항]에 따른다. 또한, 커패시턴스 또
는 인덕턴스 성분들에 의해 DUT에 주목할만한 양의 리액턴스가 발생하는 경우 임피던스는 복소수가 된
다.  그러므로,  복소  임피던스는  저항성분(R)  및  리액턴스성분(X)으로  이루어지며,  리액턴스성분(X)은 
DUT를 흐르는 전류를 전압에 대하여 편이시킨다. 복소 임피던스(Z)는 종종 식 Z = R + jX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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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 임피던스는 통상 주파수의 함수로서 변화하므로, 사용자는 유효한 복소 임피던스값을 얻기 위하여 
해당 주파수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로써, 임피던스 식은 Z(f) = R(f) + jX(f) [f는 해당 주파수]가 
된다.

일-포트 장치의 복소 임피던스를 판정가능한 전자 측정계기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및 전자 성분 
애널라이저를 포함한다. 벡터 네크워크 애널라이저 및 성분 애널라이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유사한 방
식으로 작동하지만, 측정된 복소 임피던스정보를 처리하고 표시하는 방법은 대개 상이하다. 벡터 네트워
크 애널라이저는 복소 임피던스를 그래픽적으로, 통상 주파수에 대비한 임피던스의 형태로 표시한다. 성
분 애널라이저는, 임피던스정보를 그래픽적으로 표시하는데 더하여,  임피던스정보를 사용하여,  저항을 
가로질러 발생하고 션트R-C회로(shunt R-C circuit)와 같이 설계되는 기생 커패시턴스와 같은 전자 성분 
파라미터를 수학적으로 모델화한다. 현재 새로운 계기 설계들은, 종래 이러한 두 타입 중의 하나의 계기
에서만 발견되는 많은 특징들을 통합시킴으로써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및 성분 애널라이저 사이의 
구별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및 성분 애널라이저 양자는 고 주파수에서 지속파(CW)의 형태로 DUT의 두 단
자를 가로지르는 부가적인 신호를 부과한다. 이러한 애널라이저는 선형 리시버를 사용하여 선택 주파수
범위 상에서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대개 부가신호는 높은 양의 스펙트럼 순도를 갖는 스웹트-
주파수(swept-frequency) 사인파 형태이다. 이러한 계기는 DUT로부터 결과적으로 반사된 신호를 측정하
여 공지된 임피던스를 갖는 기준저항으로부터의 반사신호와 비교함으로써 크기 및 위상 양자에 대한 반
사감쇠량 측정을 행하여 부가신호에 대한 DUT의 반응을 판정한다. 반사감쇠량 측정으로부터, DUT의 두 
단자 사이의 임피던스가 계산된다.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및 성분 애널라이저는 통상 스웹트-주파수 
사인파 측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주파수에 대비한 반사감쇠량 또는 주
파수에 대비한 임피던스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임피던스 및 반사감쇠량 측정에 있어서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반
면, 값이 비싸고 복잡하며 부피가 큰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실용적이지 못
하며 실험용과 연구용으로 제한된다. 더욱이, 활용가능한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중에서도 매우 정교
한 것만이 수식변환을 사용하여 거리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통상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제한적인 특정 성능이 고장난 전송선로 DUT상에 발생하는 임피던스 또는 반사 감쇠량 측정의 가능성있는 
원인들을 문제해결하고 찾아내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능력만을 제공한다.

임피던스를 펄스에 의거하여 측정하는 것(펄스계 임피던스 측정)은 시간지연 반사율계(TDR)에 의하여 종
래에 공지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TDR은 공지된 크기의 부가적인 펄스를 DUT내로 도입시켜서 결과
로서 생긴 반사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임피던스 측정을 수행한다. 부가펄스 폭은 매우 좁게, 통상 10㎱ 보
다 작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TDR은 전송선로를 따라 시간의 함수로서 임피던스를 고 해상도로 측
정할 수 있다. 이로써 TDR은, 동축케이블 및 꼬임쌍을 포함하는 전송선로를 따른 임피던스 측정시 가장 
자주 적용되며 신호를 분열시키는 불연속부를 검출함으로써 전송선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다. 
전송선로상의 선택된 지점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은 검출되어 국한될 전송선로상의 고장 또는 불연
속부를 허용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것은 실용적으로 특히 바람직한 특징이다. 만일 전송선로를 통과하는 
신호의 전파속도가 알려지면, 부가 및 반사펄스 사이의 시간지연이 사용되어 전송선로를 따라 계기로부
터 고장지점에 대한 거리를 결정할 수 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휴대가능한 실용적인 TDR은 이러한 측
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TDR을 구비하여 임피던스측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극히 일부의 부가펄스와 같은 반사펄스의 크기는 TDR
의 출력임피던스에 대한 기준과 같은 전송선로를 따라 소정의 주어진 점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TDR측정은,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제공하고 전송선로 상의 불연
속부를 위치측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TDR측정은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에 대비한 크기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펄스가 발진됨에 따라, 아날로그 트레이스는 수평디스플레이를 따라 스윕되는 한편, 
반사신호의 전압레벨에 의해 수직으로 편향된다. 이러한 기존의 TDR기술은 DUT의 주파수에 대비한 임피
던스를 측정하지 않고, 펄스응답만을 표시한다. 따라서, 복소 임피던스 및 반사감쇠량을 측정하는 저가
의 휴대가능한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라,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가 제공된다. 소스저항(Rs) 및 피크전압(Vs)를 갖는 펄스발생
기는 한 쌍의 테스트단자에 결합된다. 샘플 홀드 회로,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및 포착메모리를 포함
한 디지탈화 회로는 펄스응답측정 동안 테스트단자를 가로지르는 전압(Vo)의 타임레코드(time record)를 
작성한다. 높은 타임해상도를 갖는 타임레코드를 얻기 위하여, 자극펄스를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응답신
호의 전압(Vo)을 샘플링함으로써 타임레코드가 작성된다. 타임레코드는 오리지날 응답신호 상의 시간에 
대응하는 메모리 로케이션에 저장된 디지탈 측정값의 어레이(array)이다. 이로써 타임레코드는, 응답신
호를 재생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속 푸리에 변환(FFT)에 의해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 변환가능한 응답신호
에 상당하게 디지탈적으로 샘플링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FFT는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
여 시간에 대한 전압 정보를 주파수에 대비한 전압 정보,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 변환한다. 주파수 도메
인 표시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일 세트의 복소수로서 유지되어, 복소 임피던스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응답신호의 위상성분을 보존한다. 공지된 저항값을 갖는 일 세트의 교정저항기를 측정하여 일 세트의 복
소 교정상수를 생성함으로써, 임피던스 측정계기는 주파수에 대비한 복소 임피던스의 측정을 제공할 수 
있다.

공지된 저항값을 갖는 일 세트의 교정저항기의 각각의 부재를 계기커넥터를 가로질러 결합하고 각각의 
교정저항기의 펄스응답을 F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소 주파수 도메인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임피던스 
측정계기가 교정된다. 다양한 교정저항기에 따른 주파수 도메인 표시와 같은 상기 세트의 교정측정값은, 
각각의 주파수에 대비한 복소 교정상수를 푸는데 사용되는 일 세트의 주파수에 대비한 전압값을 나타낸
다.  이에 의해, 주파수에 대비한 복소 교정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선형방정식 전체를 풀어야 한다. 각각
의 주파수에 대해 저장된 교정상수는 주파수에 따라 인덱스된 복소 교정값의 데이터 어레이 형태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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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타임측정기간(time spanning months) 동안 저장되고, 측정계기가 재교정될 때에만 갱신된다.

DUT가 계기커넥터에 결합되어 측정이 행해지고 FFT가 수행됨으로써, 주파수에 따라 인덱스된 전압값의 
복소 어레이인 Vo(f)로 표현되는 주파수에 대비한 응답전압의 주파수 레코드를 얻게 된다.  각각의 주파
수(f)에 대하여, Z(f)로서 표현되는 DUT의 임피던스가 Vo(f) 및 관련된 복소 교정상수로부터 계산된다.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저가의 휴대가능한 임피던스 측정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선택된 주파수 범위 상에서 복소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속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여 주파수의 함수인 펄스계 복소 임피던스 측정값
을 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특징, 기능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을 참조로 한 다음의 설명에 의하여 당업자들에게 명확해질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전송선로 형태인 테스트하려는 장치(DUT)의 복소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임피던스 
측정계기(10)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선로는 커넥터(14)에 의해 서로 결합되고 대향단부에 
일 세트의 커넥터(18)를 구비하는 다양한 길이의 소정 수의 케이블 세그먼트(16)를 포함한다. 전송선로
는  커넥터(18)  중의  하나를  거쳐서  측정계기(10)에  결합된다.  전송선로에  저항  성단(resistive 
termination)을 제공하는 성단 저항기(20)는 다른 커넥터(18)에 결합된다. 성단 저항기(20)의 저항은, 
허용된 기술수단에 의해 반사펄스를 최소화하도록, 전송선로 고유의 특성 임피던스와 거의 매치하도록 
선택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송선로는 대량 100Ω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며 성단(20)은 100Ω 저
항기이다.

다양한 종류의 전송선로, 특히, 데이터통신용 국부영역 네트워크(LAN)를 제공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송선로의 복소 임피던스 및 반사감쇠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소 임피던스로부터 도출되는 반
사감쇠량은 LAN케이블시스템을 허가하는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출현한 필드 테스트 요구사항이다. 교호
적으로, 계기(10)에 결합된 DUT는, 복소 임피던스가 측정되어야 할 수동 저항기, 커패시터 또는 인덕터 
네트워크와 같은 소정의 일반적인 일-포트(one-port) 전기 네트워크의 형상일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임피던스 측정계기(10)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임피던스 측정계기(10)는 일-포
트 DUT(50)에 결합된다. 일-포트 장치 측정시, 자극 및 응답신호는 동일 포트에 결합된다. DUT(50)는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선로 및 성단(20)에 부합한다. 펄스발생기(52)는 펄
스 트리거에 응답하는 DUT(50)에 결합되는 자극펄스를 생성한다. DUT(50)로부터의 응답신호는, 샘플링 
입력부에서 수신된 샘플 트리거 신호에 응답하는 전압레벨을 포착하여 개별의 전압샘플을 생성하는 샘플 
홀드 회로(S/H)의 입력부에 결합된다. 개별의 전압샘플은, 트리거 입력부에서 수신된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 트리거 신호에 응답하는 디지탈 측정값으로 샘플을 변환시키는 ADC(56)에 결합된다. 디지탈 
측정값은, 메모리 트리거 신호에 응답하는 선택된 시간값에 대응하는 위치에 디지탈 측정값을 저장하는 
포착메모리(58)에 결합된다. 포착시간제어장치(ATC)(60)는 펄스 트리거 신호, 샘플 트리거 신호, ADC 트
리거 신호, 및 메모리 트리거 신호를 발생하여 응답신호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는 처리를 조정함으로써 
포착메모리(58)에 응답신호의 타임레코드(time record)를 모은다.

S/H(54), ADC(56), 포착메모리(58) 및 ATC(60)는 함께 디지탈 샘플링 회로(61)를 구성한다. 본 발명에서
는, 충분한 진폭 및 시간정확도를 갖는 100㎒ 까지의 복소 임피던스 측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당 500 
메가샘플에 상당하는 샘플링속도가 선택되었다.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탈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는 다른 회
로들도 소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지원할만한 샘플링속도 및 측정정확도를 갖는 경우, 유용하게 대
체가능하다.

타임레코드는 오리지널 응답신호상의 부가펄스(incident pulse)로부터의 선택된 시간지연에 대응하는 포
착메모리(58)의 메모리 로케이션(location)에 저장된 디지탈 측정값들의 어레이이다. 이로써 타임레코드
는, 응답신호를 재생하도록 사용되거나 고속 푸리에 변환(FFT)에 의해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 변환가능한 
디지탈적으로 샘플링된 등가의 응답신호가 된다. 펄스응답측정의 완료 후, 포착메모리(58)는 응답신호의 
완전한 디지탈 타임레코드를 포함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반복적인 샘플링처리를 더욱 상세
히 설명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62)는 일반적인 계기연산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 다양한 종류의 상업용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가능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62)는 디지탈 데이터버스(64)를 경유하여 디지탈신
호프로세서(DSP)(66), 표시장치(68), 키패드(70), 메모리(72) 및 포착메모리(58)를 포함하는 다양한 계
기성분들에  결합되어,  계기측정,  계산,  제어  및  표시기능을  조정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62)는  또한 
ATC(60)에 결합되어 종합적인 펄스응답측정처리를 제어한다. 디지탈 타임레코드는 다른 수식 연산 및 표
시를 위해 포착메모리(58)로부터 메모리(72)로 이동가능하다.

키패드(70) 및 표시장치(68)는 계기-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키패드(68)는 키, 회전 놉, 스위치, 
또는 디지탈장치 제어용의 다른 상업용 입력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표시장치(70)
는 텍스트와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는 도트 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LCD)이다. 메모리(72)는 측정처리에 
필요한 디지탈 타임레코드, 교정데이터, 및 다른 정보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메모리성능을 갖는 상업용 
RAM이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지는 않은 DSP(66)는 마이크로프로세서(62)용으로 선택된 것과 같
은 일반적인 목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빠르게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수행하도
록 최적화된 상업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DSP(66)는 본 발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디지탈 타임레
코드를 주파수 도메인 등가물로 변환시키고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측정계기(10)의 전체적인 측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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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리량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포함된다.

측정계기(10)는 계기커넥터(74)를 경유하여 DUT(50)에 결합된다. DUT(50)는 종종 꼬임쌍 케이블과 같은 
전송선로 형태이므로, 계기커넥터(74)는 계기접지에 관계된 단일 불평형 라인을 평형 라인출력으로 변환
하여 한 쌍의 꼬인 케이블의 평형 라인을 미분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는 통상 밸룬으로 지칭되는 불평형-평형 트랜스포머가 사용되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

도 3A 내지 도 3D는 높은 타임해상도를 갖는 펄스응답의 디지탈 타임레코드를 얻기 위한 반복적인 디지
탈 샘플링 처리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발명에서는, 샘플링된 펄스응답 측정의 타임해상도를 실시간 
샘플링 기술에서 보다 높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디지탈 샘플링이 사용된다. 자극이 반복적으로 발생되
고, 각각의 반복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응답신호를 반사하는 DUT(52)내로 유도된다. 응답신호의 각각 
반복되는 전압샘플은 자극펄스로부터 소정의 시간지연에서 샘플링된다. 다중 측정 및 다중 시간지연 상
에서, 입력신호의 샘플링 표시는 각각의 소정의 지연시간에 대응하는 메모리 로케이션의 포착메모리(58)
에 모여져서 타임레코드를 형성한다. 높은 타임해상도를 갖도록 시간지연을 선택가능하므로, 비교적 높
은 등가 시간 샘플링속도가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샘플링된 펄스응답의 타임해상도는 2㎱이
며, 이것은 4㎒의 실 시간 샘플링속도를 갖는 ADC(56)를 사용하여 얻어진다.

도 3A에서, 펄스발생기(52)에 의해 일련의 자극펄스(100)가 생성된다(도 2 참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자극펄스(100) 마다 하나의 샘플 트리거(102)가 발생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자극펄스(100) 
당 샘플 트리거(102)들을 사용한다. ADC(56)의 소정의 반복속도 및 가능한 샘플속도에 의거하여 더 크거
나  적은  샘플트리거(102)들이  선택될  수  있다.  도  3B에서,  지연시간  ΔT1  -  ΔT4에  도시된 
샘플트리거(102)는, S/H(54)가 자극펄스에 대한 응답신호를 샘플링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도 3C에서, 각
각의 자극펄스에 대해 동일한 응답신호가 수신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네 번 반복되는 응답신호들로부
터 상이한 지연시간 ΔT1 - ΔT4의 샘플 1 - 4로 지칭된 총 네 개의 샘플들이 얻어진다. 도 3D에서, 소
정의 지연시간에 따라 각각의 측정값이 모아지면서, 각 측정값은 지연시간에 따라 포착메모리(58)에 위
치된다. 시간지연이 선택되는 순서는 순차적, 예를 들어, 포착메모리(58)의 좌에서 우로, 또는 랜덤하
다. 랜덤 및 순차 디지탈 샘플링기술은 공지되어 있으며 본 발명을 이행하도록 사용가능하다.

도 4A 및 도 4B는 함께 측정계기(10)의 종합적인 측정처리의 흐름도를 구성한다. 시작 처리(200)는 전체
의 측정처리를 시작하며, 이것은 계기(10)를 켜거나 키패드(70)를 경유한 조작자의 명령을 통해 자동적
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

교정저항기삽입 처리(210)는 공지된 저항값을 갖는 교정저항기를 측정계기(10)에 결합하는 단계를 수반
한다. DUT(52)의 임피던스를 추출할 수 있는 교정 측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상
이한 저항값을 갖는 일 세트의 교정저항기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계기(10)의 
교정은,  계기오퍼레이터가 적절한 교정저항기값을 삽입하고 측정결과가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처리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62)의 제어하에 자동적인 순서로 이행된다. 측정계기(10)가 임피던스측정을 행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교정저항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교정저항기 세트의 절대적 정확도가 측정계기(10)
의 측정정확도를 결정한다.

교정펄스응답 측정 처리(220)에서, 교정저항기의 교정펄스응답이 측정된다.

교정펄스응답의 FFT계산 처리(230)에서, 처리(220)에 의해 작성된 타임레코드는 FFT에 의해 등가의 교정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 변환되어 메모리(72)에 저장된다.

마지막 교정저항기인가? 처리(235)에서, 세트 중의 마지막 교정저항기가 측정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 이
루어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트 중에 남아있는 각각의 교정저항기에 대하여 처리(210, 220 및 230)
가 되풀이된다.

교정값 K(f) 계산 처리(240)에서, 세트 중의 각각의 교정저항기의 펄스응답의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부터 
각각의 주파수 f에 대한 교정값이 계산된다. 교정값은 선형식을 사용하여 소스전압 및 임피던스와 같은 
펄스발생기(52)의 미지의 값을 푸는데 사용된다. 자극펄스의 진폭 및 펄스발생기의 소스저항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간에 따라 제어되지 않으므로, 알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제어되는 상이한 값의 적어도 두 
개의 교정저항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미지의 임피던스가 계기(10)에 결합될 때, 측정된 응답신호, 및 
기준저항기 측정으로부터 계산된 교정상수로부터 임피던스가 계산될 수 있다. 교정상수는 복소수이며, 
주파수에 따른 어레이로서 메모리(72)에 저장된 각각의 교정상수는 실수 및 허수부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처리(210, 220, 230 및 240)는 필요시에만 발생하는 측정계기(10)의 종합적인 교정절차를 구
성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교정상수는 드물게 구해지며, 교정작업들 사이에 일년을 초과하는 
주기를 갖는다. 교정상수는 보통 장기간 메모리(72)의 측정계기(10)에 저장된다.

도 4B를 참조하면, DUT 삽입 처리(255)에서, DUT(50)는 계기커넥터(74)에 결합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송선로 형태인 DUT(50)의 경우, 커넥터(18)는 계기커넥터(74)내로 삽입된다.

DUT의 펄스응답 측정 처리(260)에서, 처리(220)에서와 동일한 방법의 교정저항기의 측정과 같은 방법으
로 DUT(50)의 펄스응답이 측정되어 포착메모리(58)에 타임레코드로서 저장된다.

펄스응답의 FFT계산 처리(270)에서, 처리(260)에 의해 작성된 타임레코드는 처리(230)과 동일한 방법으
로 등가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 변환되어 메모리(72)에 저장된다.

주파수에 대비한 임피던스 계산 처리(280)에서, 펄스응답의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부터 DUT(50)의 단자에
서 측정된 주파수에 대비한 복소 임피던스가 계산된다. 처리(240)에서 계산되어 처리(250)에서 저장된 
교정상수(285)는 임피던스값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파수에 대비한 반사감쇠량 계산 처리(290)에서, 임피던스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이 반사감쇠량에 관하
여 제공된다. 반사감쇠량은 흔히 측정데이터를 이러한 양식으로 표시하는 기존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부터 차용한 측정법이며, 많은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들이 여전히 반사감쇠량에 대하여 특정되어진다. 
반사감쇠량은 시스템의 공지된 특성 임피던스에 대비하여 측정된 바와 같은 복소 임피던스의 간단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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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변환이다. 본 발명에서, 복소 임피던스를 반사감쇠량 측정값으로 변환하는 추가 단계는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Z는 복소 임피던스; Ro는 측정시스템의 특성 임피던스.

측정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 처리(300)에서, 처리(280, 290)에서 계산된 측정정보는 측정계기(10)의 표
시장치(68)에 그래픽 또는 수치로 표시된다. 임피던스는 R + jX 의 형식으로 각각의 주파수에 대비한 실
수 및 허수데이터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파수에 대비한 실수 및 허수부, 주파수에 대비
한 크기 및 위상, 주파수에 대비한 크기 등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그래픽구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표시양
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교호적으로,  기존의  회로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는  스미스챠트(Smith 
chart)상에 구성되거나 저항기, 커패시터 또는 인덕터와 같은 집중 요소의 형태로 DUT를 모델화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측정계기(10)는 측정정보를 일 세트의 패스/페일(pass/fail) 범위와 비교하는 수
단 또는 다른 진단기술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필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문제해
결 및 진단을 도울 수 있다.

종료 처리(310)에서, 전체적인 측정처리는 자동으로 종료하거나, 자동으로 계속하거나, 또는 키패드(70)
로부터의 사용자입력을 경유하여 재개시된다.

도 5A 내지 도 5C는 측정계기(10)의 계기커넥터(74)에 구비된 100Ω 저항기, 개방회로 및 단락 형태의 
DUT(50)의 타임레코드 형태로 저장된 바와 같은 예시적인 펄스응답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각각의 타임레코드는 길이가 4,096 포인트이며 포인트 당 2㎱의 타임해상도를 갖는다. 각각의 
세 그래프의 수직눈금은, 부가펄스진폭을 0.5로 하였을 때의 상대눈금이다.

도 5A에서, 계기커넥터(74)에 결합된 100Ω 저항기의 펄스응답에 대응하는 트레이스(500)가 도시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계기커넥터(74)에서의 계기(10)의 특성 임피던스는 100Ω이어서, 100Ω 저항기는 
비반사 성단을 제공한다. 자극펄스는 0.5의 피크진폭을 갖는다. 계기(10)에 존재하는 리액턴스성분으로 
인한 소량의 잔여 '링잉'이 자극펄스에 후속되며, 그렇지 않으면 자극펄스는 100Ω 저항기에 의해 흡수
된다.

도 5B에서, 계기커넥터(74)에서의 개방회로의 펄스응답에 대응하는 트레이스(502)가 도시된다. 이제, 진
폭 0.5인 양의 반사펄스는 개방회로에서 반사되어 자극펄스와 결합하도록 복귀된다. 반사펄스는 밸룬 및 
계기커넥터(74)를 통해 흐르면서 대략 5㎱ 정도 지연되므로, 자극 및 반사펄스는 완전히 일렬이 되지 않
는다. 결합된 펄스응답은 0.56의 진폭을 갖는 두꺼운 단일 펄스로서 나타난다.

도 5C에서, 계기커넥터(74)에서의 단락의 펄스응답에 대응하는 트레이스(504)가 도시된다. 이제, 진폭 
0.5의 음의 반사펄스가 단락에서 반사되어 자극펄스와 결합하도록 복귀된다. 반사펄스는 밸룬 및 계기커
넥터(74)를 통해 흐르면서 대략 5㎱ 정도 지연되므로, 자극 및 반사펄스는 다시 완전히 일렬이 되지 않
는다. 결합된 펄스응답은 개별의 음의 자극펄스 및 음의 응답펄스로서 나타난다. 도 5A에서의 100Ω 저
항기 및 도 5C의 단락의 펄스응답은, 공지된 값의 교정저항기의 다른 펄스응답과 함께, 미지의 DUT 임피
던스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교정상수를 계산하도록 사용된다.

도 6A 내지 도 6C는, 미지의 DUT가 계기커넥터(74)에 결합될 때의 종합적인 측정처리로부터의 예시적인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예에서, 길이 50피트인 단일 세그먼트(16)를 구성하는 꼬인 와이어 쌍 전
송선로 형태의 DUT(52)는 임피던스 측정계기(10)에 결합된다. 전송선로의 펄스응답은 도 6A에 도시되고, 
전송선로 펄스응답 및 교정상수에 의거한 주파수에 대비한 계산된 임피던스 측정은 도 6B에 도시되며, 
주파수에 대비한 임피던스 측정에 의거한 주파수에 대비한 계산된 반사감쇠량은 도 6C에 도시된다.

도 6A는 도 5A 내지 도 5C의 펄스응답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수직 및 수평눈금으로 측정된 
펄스응답이다.  그러나,  도  6A에서,  DUT는  저항기  또는  단락과  같은  집중  요소(lumped-element 
component)가  아니며,  전송선로의  길이를  따른  전파시간이  큰  전송선로의  형태인  분산 
요소(distributed-element component)이다. 트레이스(600)는 측정된 펄스응답이다. 전송선로의 대향단부
는 커넥터(18)로 인한 불연속부를 지시하는 작은 반사펄스(602)에 의해 지시된다. 본 예에서의 전송선로
는, 다른 반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100Ω 성단(20)을 갖는 커넥터(18)에서 종료된다. 종료되지 않
은 커넥터(18)로부터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선로의 정확한 반사감쇠량 측정을 얻기 위하여 성단 
저항기(20)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도 4A 및 도 4B의 흐름도의 처리(250, 260)로부터 도 6A의 
그래프가 도출된다.

도 6B는 전송선로 펄스응답 및 교정상수에 의거한 주파수에 대비한 계산된 임피던스 측정결과이다. 트레
이스(604)는 임피던스의 크기이며, 오옴 단위의 수직축과 메가헤르츠 주파수 단위의 수평축을 갖는다. 
전송선로의 임피던스는 주파수범위 스팬 100㎒를 걸쳐서 대략 100Ω이지만, 전송선로의 길이방향을 따라 
커넥터(14, 18)로부터의 반사결과인 국부 피크값 및 곡저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반사는, 전송선로의 길
이에  따른  임피던스변화로  인한  반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반사펄스(602)에  도시되었던  바와  같은 
커넥터(14, 18)로부터의 불연속부의 결과이다. 이로써, 임피던스는 도 4B에 도시된 처리(280)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도 6C는 도 6B에 도시된 주파수에 대비한 임피던스 측정데이터에 의거한 주파수에 대비한 계산된 반사감
쇠량이다. 트레이스(606)는 계산된 반사감쇠량의 값을 나타낸다. 반사감쇠량 계산은 제 4B도에 있는 처
리(290)에 설명된 수학식을 사용하여 행해진다. 수직축은 데시벨(dB) 단위이고 수평축은 메가헤르츠 주
파수 단위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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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들은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넓은 범위에서 본 발
명의 상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일부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측정결과들을 특정의 제한값들
과 비교하기 쉽게 함으로써 오차제한 및 허용대역을 그래픽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부가하여 필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도울 수 있다. 만일 충분한 속도 및 해상도가 유지된다면, 반복 디지탈 샘플링 이외의 
기술을 포함하는 다른 디지탈 샘플링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탈 타임레코드를 작성하여도 좋다. 단일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계기제어기능 뿐만 아니라 FFT계산도 수행하게 하여 전체의 부품수 및 대응하
는 부품가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테스트 하려는 장치(DUT)에 결합하는 계기커넥터;

(b) 상기 계기커넥터에 결합되어 상기 DUT에 자극펄스를 발생시키는 펄스발생기;

(c) 상기 계기커넥터에 결합되어 상기 DUT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고 샘플링하여 디지탈 측정값을 제공
하는 디지탈 샘플링 회로;

(d) 상기 샘플링 회로에 결합되어 상기 디지탈 측정값을 수신하고 저장하여 상기 응답신호의 타임레코드
를 형성하는 포착메모리;

(E) 상기 포착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타임레코드를 수신하면서, 상기 타임레코드상에 고속 푸리에 변환
을 행하여 주파수 도메인 표시를 구하고, 상기 주파수 도메인 표시 및 일 세트의 교정저항기의 측정으로
부터 도출된 일 세트의 교정상수를 사용하여 상기 DUT의 일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을 계산하는 마이크
로프로세서; 및

(F)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극신호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상기 타임레코드는 상기 응답신호의 반복적
인 디지탈 샘플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으로부터 일 세트의 반사감쇠
량값을 계산하며,  상기 표시장치는 상기 세트의 반사감쇠량값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청구항 4 

(a) 테스트 하려는 장치(DUT)에 결합하는 계기커넥터;

(b) 상기 계기커넥터에 결합되어 상기 DUT를 가로질러 자극펄스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펄스발생기;

(c) 상기 계기커넥터에 결합되어 상기 자극펄스로부터의 선택된 시간지연에 상기 DUT로부터 응답신호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여 디지탈 측정값을 제공하는 디지탈 샘플링 회로;

(d) 상기 디지탈 샘플링 회로에 결합되어, 상기 디지탈 측정값을 수신하고 상기 선택된 시간지연에 대응
하는 메모리 로케이션에 저장하여, 상기 응답신호의 타임레코드를 작성하는 포착메모리;

(E) 상기 포착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타임레코드를 수신하면서, 상기 타임레코드상에 고속 푸리에 변환
을 행하여 주파수 도메인 표시를 구하고, 상기 주파수 도메인 표시 및 일 세트의 교정저항기의 측정으로
부터 도출된 일 세트의 교정상수를 사용하여 상기 DUT의 일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을 계산하는 마이크
로프로세서; 및

(F)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으로부터 일 세트의 반사감쇠
량값을 계산하며,  상기 표시장치는 상기 세트의 반사감쇠량값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펄스계 임피던스 측정계기.

청구항 6 

(a) 복수의 교정저항기를 측정하여 교정타임레코드를 구하는 단계;

(b) 상기 각각의 교정타임레코드의 고속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여 복수의 교정 주파수 도메인 표시를 생
성하는 단계;

(c) 상기 교정 주파수 도메인 표시로부터 일 세트의 교정상수를 계산하는 단계;

(d) DUT를 측정하여 타임레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e) 상기 타임레코드의 고속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여 주파수 도메인 표시를 생성하는 단계;

(f) 상기 주파수 도메인 표시 및 상기 세트의 교정상수로부터 일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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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g) 상기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계 
복소 임피던스 측정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a) 상기 DUT에 자극펄스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 및

(b) 상기 DUT로부터 응답신호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여 상기 타임레코드를 구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계 복소 임피던스 측정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의 복소 임피던스값으로부터 일 세트의 반사감쇠량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세트의 반사감쇠량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계 복소 
임피던스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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