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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기초(Oscilloscope Basic) - 1. 대역폭(Bandwidth)

오실로스코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스펙(Specification)은 대역폭(Bandwidth)입니다.
대역폭이 무엇인지, 오실로스코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에 맞는 적절한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됩니다.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 대역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대역폭인지 아날로그 대역폭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일반적인 내부 다이어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입력증폭기(Input Amplifier)가 입력신호의 진폭(Amplitude)을 ADC(Analog-Digital
Converter)의범위에 맞게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TRACK&HOLD 과정에서 입력 신호를 샘플링 속도에
따라 샘플링을 합니다. ADC 는 각 샘플들의 전압을 디지털(Digital) 값으로 변환하고 디지털화된 샘플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입력증폭기는 대역폭을 결정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디지털 대역폭은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속도에 의한 기능입니다. 아날로그 대역폭이 입력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가 손실 없이 오실로스코프 입력되도록 결정하는 반면, 디지털 대역폭은 입력증폭기를
통과한 신호를 에러 없이 샘플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나이퀴스트 한계’에 따르면 아날로그 신호는 손실 없는 신호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주파수의 2 배만큼
샘플링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파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디지털대역폭)는 샘플링 속도의 절반 입니다. 정현파(Sine Wave)같은 협대역(Narrowband)
파형은 더 낮은 속도로 샘플링 될 수 있습니다. 펄스(Pulse)파형 같은광대역(Broadband )신호는 더 높은
샘플링 속도로 샘플링 됩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너무 낮은 속도로 샘플링을 했을 때에는
엘리어싱(Aliasing)과 왜곡(Distortion)된 신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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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역폭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말하며, 메가헤르츠(MHz)나 기가
헤르츠(GHz)로 표현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은 입력된 정현파의진폭이
70.7%까지 감쇠되어 화면에 표시되는 주파수 입니다. 이것은 -3dB 지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실로스코프는 얼마나 큰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말씀 드리면,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은 입력신호의 높은 주파수 성분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합니다. 잘못된 크기의
대역폭은 입력신호의 진폭과 구형파의 모서리(Edge)부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Serial Data Application)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규칙은
오실로스코프 대역폭이 측정된 신호의 주파수 보다 5 배 이상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2.5Gb/s 의 PCIe
Gen1 에서 하나의 신호는 1.25GHz 의 기본 주파수를가집니다. 따라서, 6.25GHz 이상의 대역폭을 가진
오실로스코프에서그 신호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