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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증
User’s
manual
for mTDR-070
본 제품은 ㈜나노트로닉스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인 바 하자보증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께서

는 ㈜나노트로닉스 혹은 제품의 판매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자보증은 구입당시의 하자보증카드를 영수증이나 청구서 또는 확인서와 더불어 구입 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정히 제시하여 요구한 경우에 유효하며, 제품의 일련번호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나노트로닉스의 하자보증은 제품 및 하자부품의 교환에 한합니다.
3. 하자보증은 ㈜나노트로닉스의 정식 판매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노트로닉스의 정
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교정에 대하여는 보상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보수 또는 그로 인
한 제품의 손상은 하자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본 제품은 당초 특정국가의 기술규격이나 안전기준에 맞도록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않
은 국가의 규격에 맞도록 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
격조정 및 그에 따른 손상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적용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하자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a)

통상적인 마모에 의한 부품의 주기적인 점검, 유지보수, 수리 또는
교환

b)

운송, 해체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c)

잘못된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확한 설치에 의한 오작동

d) 번개, 홍수, 화재, 천재지변, 전쟁, 사회적 혼란, 전압 부주의 등 ㈜나노트로닉스로서
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피해
6.

하자보증은 보증기간이내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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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pecifications
DIMENSIONS
Width: 247mm(9.7”)
Depth : 127mm(5”)
Height: 267mm(10.5”)
Weight:3.3kg(7.2pounds)
CABLE LENGTH MEASUREMENTS
Range : 3.2 ~ 16,000m (10.4 ~ 50,000ft)
Minimum display resolution : 1cm (variable up to 50cm)
Accuracy : Coax ± 0.01m ± 0.01% of reading
OUTPUT PULSE
4 volts peak to peak into open circuit
Pulse width: 5,15,45,100,200,500,1000,2000ns
Rise time: 1ns
Impedance: 75Ω
DISPLAY
Display 320 X 240 back-lit LCD
MICROPROCESSOR
Intel i80386EX
INTERNAL MEMORY
256Kbyte
MAXIMUM STORAGE CAPACITY
100 waveforms
COMMUNICATION PORT
RS-232 compatible( 1 start bit, 8 data bits, 1 stop bit and no parity and 38,400 baud rate)

4

User’s manual for mTDR-070

GAIN
0 to 66 dB or better, 32 steps, maximum sensitivity 1mV(full scale)
SCREEN UPDATE RATE
Maximum 3 times per second
EFFECTIVE SAMPLING RATE
10 GS/s
PVF
Variable from 0.3000 to 0.999 in steps of 0.001
V : 90 to 300m/s
V/2 :45 to 150m/s
INPUT BANDWIDTH
300 Mhz
INPUT PROTECTION
250V AC 60Hz
CONNECTOR
BNC female
BATTERY
12V Nickel Metal Hydride battery pack, 4000mAh
BATTERY CHARGER
14V 1A adaptor
BATTERY COMSUMPTION
7.2W with backlight in use
Operating time : 8 hours
Recharge time : 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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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TEMPERATURE
-10°C(+14°F) ~ +50° C(122°F)
STORAGE TEMPERATURE
-20°C(-4°F) ~ +70° C(158°F)
ENVIRONMENTAL HUMIDITY
Below 90%
yNote
제품의 사양이나 디자인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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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FETY INFORMATION
The safety precautions stated here must be followed during all stages of operations of this
TDR instrument.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safeguards or with specific warnings
elsewhere in this manual violates safety standards of design, manufacture, and intended
use of the TDR instrument. Nanotronix assumes no liability for the customer’s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requirements.
The product should not be connected to any energized circuits. Connection to mains
supply voltages can damage this TDR instrument and bring hazardous risks to the user.
User must assum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his or her own safety.
This TDR complies with the safety requirements of IEC 61010-1:1995.
usage on de-energized circuits only.
yInternational Symbol used on the Meter
Caution! Refer to the explanation in this manual.
Double insulation or reinforced insulation battery.
Meter complies with current EU Directives.
yInternational Standards
Safety: IEC 61010-1: 1995
EMC: EN 61326: 1997 A 1: 1998
EMC
ESD
EM
Burst
Surge
Conducted RF

Standard Category of Pass
IEC 1000-4-2 A
IEC 1000-4-3 A
IEC 1000-4-4 A
IEC 1000-4-5 A
IEC 1000-4-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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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mTDR070은 선로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로의 설치, 유
지, 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고안된 Hand Help 형태의 측정 기기이다. 본 기기는 금속
Cable로 구성된 통신 선로에서 단선, 단락, 임피던스 이상 등의 Cable 내 결함을 손쉽게 검
출하고, 측정된 선로의 정보를 Graphic을 통하여 Display하여 사용자가 통신 선로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
mTDR070은 가로 320 pixel, 세로 240 pixel로 구성된 Graphic LCD를 사용함으로써 측정 정
보의 관측과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손쉽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27개의 다
양한 기능을 내장하는 스위치를 제공한다. 27개의 스위치는 각각의 정해진 동작을 수행함으
로써 사용자가 용이하게 기기를 조작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mTDR070은 최대 해상도 1cm, 최대 측정 범위 16km의 측정 성능을 갖는다. 이는 관측하고
자 하는 통신 선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음으로 선로의 설치, 유지, 보수에 용이하
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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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관 및 사용자 Interface

A. 외관 모습과 각 부 명칭 설명

그림 1 mTDR070의 외관 모습(Yellow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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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c)
그림 2 mTDR070의 정면 모습

A.1 mTDR070의 정면 모습과 각 부 설명
(a) LCD부분 : mTDR070이 선로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Display
부이다.
i. Waveform display부
LCD에서 파형을 나타내는 부분, 측정 Data를 알아보기 쉽도록 Graphic 형태
로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부분
ii. Information Display부
기기가 측정한 Data 중에서 수치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정보를 Display하
기 위하여 만들어진 부분
(b) Charge Indicator
Battery의 충전이 진행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LED. 실제 Battery를 충전하기
위해 Adapter를 연결한 경우에, 충전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LED에 불이 켜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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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NC Connector
mTDR070의 측정 Connector. 측정 대상 Cable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75ohm
BNC female 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다.
(d) Switch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스위치부이다. 총 27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로 구성함으로써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a)

(b)

그림 3 mTDR070의 뒷면 모습

A.2 mTDR070의 뒷면 모습과 각 부 설명
(a) Serial Connector부
mTDR070의 저장 파형 Data를 PC로 전송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Serial
Connector부이다.
(b) Charge Connector부
mTDR070을 충전하기 위하여 Charge Adapter를 연결하기 위한 Connector부
이다. mTDR070은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용
adapter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서만 충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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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위치부의 구성과 각 스위치의 기능

그림 4 mTDR070의 스위치부의 모습
항목을 mTDR070은 사용자가 기기를 손쉽게 조작하여 원하는 Data를 얻을 수 있
도록 총 27개의 스위치를 제공한다. 각 스위치는 사용자가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 POWER
기기의 전원을 켜거나 끈다. 여타 다른 스위치와는 달리 1~2 초 정도의 시간
동안 길게 누르고 있을 때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기
의 Power가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POWER 스위치는 Toggle 방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기가 꺼져 있는 경우에 1~2초 정도 PWR 스위치
를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1~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진다
ii. PULSE
mTDR070의 출력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Pulse Width Mode를 동작시킨다.
Pulse Width Mode에서는 출력 펄스의 폭을 PULSE 키와 방향키를 통해 조절
한다. 매번 PULSE 키를 누를 때마다 출력 펄스의 폭이 한 단계 증가하고, 또
한 방향키를 통해 펄스의 폭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iii. SRCH
mTDR070의 Automatic Event Search 기능을 동작시킨다. mTDR070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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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이 되는 선로에서 나타나는 Event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내장
되어 있다. SRCH 키를 누르면 기기는 측정 대상 선로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Event를 찾아 낸다. 이와 관련해서는 4.6절 SERCH 기능에서 더욱 자세히 설
명하도록 한다.
Iv. VOP
측정에 사용되는 Cable의 VOP(Velocity of Propagation)를 설정하는 VOP
Mode를 동작시킨다. VOP Mode에서 VOP값을 조절하는 방법은 Pulse Width
Mode에서 출력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즉, 방향키를 통해
값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VOP키를 통해서도 VOP의 조절이 가능하다.
v. BACKLIGHT
LCD의 Backlight를 켜거나 끈다. Toggle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한 번 누
르면 Backlight가 켜지고, 다시 누르면 Backlight가 꺼진다.
vi. ZOOM ARROW KEYS
mTDR070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측정값을 확대 축소함으로써 특정 위치의 측
정 결과를 더욱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키이
다. 자세한 내용은 4.5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은 확대 축소에 사용되는
4개의 키이다.
1. ← : Zoom Out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의 X축(거리) 범위를 넓게
바꾼다. 즉 현재 측정 대상 케이블의 측정 거리를 넓혀서 더 넓은 범
위를 한꺼번에 화면에 나타낸다.
2. → : Zoom In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의 X축(거리) 범위를 좁게
바꾼다. 즉 현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원하는 위치의 측정값만 더 자
세히 관측하고 싶은 경우에 측정 범위를 줄여 더 자세한 측정 결과를
화면에 나타낸다.
3. ↓

: Gain Down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의 크기를 줄인다. 기기가
갖는 LCD 화면은 실제 기기가 측정한 측정값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그
크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현재 측정되는 케이블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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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할 때 이 키를 통해 측정값의 확대
정도를 낮춤으로써 화면상에 전체 파형의 대략적인 형태를 나타내 볼
수 있다.
4. ↑

: Gain Up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의 크기를 키운다. 위의
Gain down 키를 통해 측정값의 대략적인 형태를 관측한 후에 특정
위치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원하는 경우 이 키를 통해 해당 위치의
측정값을 확대하여 관측할 수 있다.

vii. CURSOR ARROW KEYS
mTDR070은 사용자가 측정된 결과를 관측하는데 용이하도록 2개의 커서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측정값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은 4.5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은 커서를 동작시키는 6개의 키이다.
1. CSR1 ← :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커서1을 왼쪽으로 움직인다.
2. CSR1 → :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커서1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3. CSR1 Mark :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커서1을 Event Search를 통해 검색한
Event중에서 화면상에 보여지는 위치로 직접 이동시킨다.
4. CSR2 ← :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커서2를 왼쪽으로 움직인다.
5. CSR2 → :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커서2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6. CSR2 Mark :
LCD의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커서2를 Event Search를 통해 검색한
Event중에서 화면상에 보여지는 위치로 직접 이동시킨다.

15

User’s manual for mTDR-070

viii. ARROW KEYS
기기의 각 동작 모드에서 해당 동작의 수행을 보조하거나, Menu에서 항목간
의 이동을 담당한다. mTDR070은 방향키의 동작과 관련하여 Scroll, Pulse
Width, VOP의 3가지 모드에서 동작한다. 각 모드는 각각 SCRL, PULSE, VOP
키를 통해 활성화되고 방향키를 통해 동작한다.
1. ← : Pulse Width 모드나 VOP 모드에서는 해당 값을 감소시키는데 사용
하고, Scroll 모드에서는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을 왼쪽
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한다.
2. → : Pulse Width 모드나 VOP 모드에서는 해당 값을 증가시키는데 사용
하고, Scroll 모드에서는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을 오
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한다.

3. ↓

: Pulse Width 모드나 VOP 모드에서는 해당 값을 감소시키는데 사
용하고, Scroll 모드에서는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을
아래쪽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한다.

4. ↑

: Pulse Width 모드나 VOP 모드에서는 해당 값을 증가시키는데 사
용하고, Scroll 모드에서는 Display 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을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한다.

ix . TABLE
mTDR070의 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한 Event들에 대한 정보를 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이 키를 동작시키면 기존에 SRCH 키를 통해 검색
한 측정 Cable의 Event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 표가 Display된다.
x. 그 외의 키
. SCRL
mTDR070의 Scroll 모드를 활성화 시킨다. 이 키를 누르면 이 후부터는 방향
키를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측정 파형을 이동시킬 수 있다.
. MENU
mTDR070의 Menu를 활성화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Menu 부분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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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TDR070의 Save Menu를 활성화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되는 Save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 LOAD
mTDR070의 Load Menu를 활성화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되는 Load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 MODE
Load시에 Display영역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의 종류를 설정한다. mTDR070은
Load 기능을 통해 기존에 저장한 측정 파형을 불러와 다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Memory의 측정 파형만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측정
파형과 동시에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키이다.
. ESC
각종 Menu 활성화 상태에서 빠져 나와 다시 측정 상태로 복귀한다.
. ENTER
각종 Menu 활성화 상태에서 해당 선택하거나 수정된 내용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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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의 동작 설명
4.1 동작 원리
TDR은 Cable 내의 전자기파 반사 현상을 이용하여 Cable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을 의미하
며 이를 통해 Cable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를 TDR 기기라 한다. 일반적
으로 Cable 내에 전파되는 전자기파는 임피던스가 변하는 지점에서 반사되어 입사된 지점으
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반사파의 형태와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선로
상의 결함의 유무나 상태를 관측할 수 있다.
그림 5는 선로의 대표적인 결함인 단선과 단락 상태에서 TDR을 통한 측정의 결과 파형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의 위치가 TDR 기기가 Cable 에 인가한 펄스 신호이고,

가 Cable

의 결함 지점에서 반사되는 반사 신호이다. 이때 생성된 반사 신호의 형태를 통해 결함의 종
류를 판단하고, (결함이 단선일 때는 입사파와 반사파의 위상(Phase)이 같고, 단락일 때는 위
상이 반대가 된다.)

과

사이의 거리를 통해 측정 지점에서부터 결함 위치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5 단선과 단락 파형
모든 Cable에는 에너지 전파에 대한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사파에 실린 에너지보다 반사
파에 실린 에너지가 작게 나타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반사파의 높이가 입사파의 높이보다
작은 형태로 나타난다. Cable의 손실은 전파되는 거리의 길이가 길수록 크게 나타나기 때문
에 결함 지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에서의 파형의 높이가 낮아진다.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

에서 나타난 결함은 에너지가 작은 신호를 통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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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 거리의 결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신호를 출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TDR 기기는 측정에 사용하는 펄스 신호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 펄스 신호
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측정에 사용된 펄스 폭 만큼 Cable의 결함을 판단하기 곤란한 음영지
역(Dead Zone)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mTDR070에서는 원거리의 결함까지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5, 15, 45, 100, 200, 500, 1000, 2000ns의 총 8가지의 폭이 다른
펄스 신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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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 대상 Cable 연결
mTDR070으로 통신 선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 선로의 Cable에 기기를 연결해야
한다. mTDR070은 동축 Cable로 이루어진 통신 선로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이므로, 기기의 측정 단자가 동축 Cable 선로에 연결하기 쉽도록 BNC 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 단자를 측정 대상 Cable에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 대상 Cable의 종단이 BNC 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기의 측정 단자가 BNC Female Connector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측정 대상 Cable의
BNC Male Connector와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측정에 가장 적합한 연결 방법이다.
(2) 측정 대상 Cable의 종단이 FC Connector인 경우
통신 선로에 사용되는 동축 Cable은 그 종단이 FC 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많
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측정 대상 Cable을 mTDR070에 연결하는 방법은 기기에 기본적
으로 제공되는 BNC to FC Converter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측정 대상 Cable과 측
정 기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3) 측정 대상 Cable의 종단에 특정 Connector가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기본 악세서리로 제공되는 악어 클립을 이용한다. 즉, 악어 클립을 기기의 측
정 단자에 연결하고 측정 대상이 되는 Cable의 두 단자를 악어 클립으로 각기 연결한다.
단, 이 경우에 측정 대상이 되는 Cable은 이상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 기기와 연결된 경우
가 아니기 때문에(TDR 방식을 이용한 측정은 대상이 되는 두 가닥의 선이 항상 일정한 특
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부분 단선이나 부분 단락과 같은
Event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4) 측정 대상 Cable의 종단을 mTDR070과 바로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 (측정 대상 Cable의
종단과 기기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이 경우에 기본 악세서리로 제공되는 8m 연장선을 이용한다. 즉, 8m 연장선의 한쪽 끝을
mTDR070의 측정 단자에 연결하고 반대쪽 끝을 측정 대상 Cable에 연결한다. 단, 이 경우
에 기기에서 보여지는 측정 파형은 측정에 사용된 8m 연장선과 실제 측정 대상 Cable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한 결과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보여지는 측정 파형은 따로 연장선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기기에 보여지는 측정 파형은 기기의 측정 단자와
연장선과의 접점에서 (연장선과 측정 대상 Cable의 접점이 아니다) 시작된 측정 결과이므
로 실제 길이를 계산할 때는 연장선의 길이를 적절히 빼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mTDR070은 Menu 항목에 “Default Cable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4.7절을 참고하기 바
란다.) 본 기기에 제공되는 8m 연장 Cable은 78%의 VOP를 갖는 75ohm 동축 Cab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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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면을 읽는 방법
4.3.1 기본 화면의 구성
mTDR070은 측정 대상 Cable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Power On시에 다음 그림과 같은 화
면을 LCD에 Display한다. 이러한 형태의 화면을 main 화면이라 부르고, (a)의 영역을
Waveform Display 영역, (b)의 영역을 Information Display 영역이라 한다.
4.3.2 Waveform Display 영역
그림에서 (a)의 영역을 Waveform Display 영역이라 한다. Waveform Display 영역은 기본적으
로 mTDR070이 측정한 측정 Data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Graphic을 통해 Cable의 상
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Waveform Display 영역에는 기기가
Cable에 펄스를 인가하고 이 펄스가 Cable내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신호의 변화 추이를 그
림으로 보여준다.
Waveform Display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는 측정 파형, 거리 표시자, 커서1, 커서2, Event
Threshold의 5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6 mTDR070의 기본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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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파형은 기기가 측정 대상 Cable의 상태를 조사한 Data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그
림으로 나타내주는 정보이다. 사용자는 이 파형을 관측함으로써 대상 Cable에 존재하는 각종
Event들을 눈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거리 표시자는 기기의 출력단으로부터의 거리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눈금
자이다. 사용자는 이 눈금을 통해 LCD에 보여지고 있는 측정 파형의 위치가 측정 시작점으로
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의 대략적인 값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커서1과 커서2는 사용자가 측정 파형을 관측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관측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 지시자이다. 즉, 사용자가 측정 파형에서 특정 위치의 거리와 그 위
치에서의 신호 크기를 알고자 할 때 커서를 해당 위치에 위치시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보여지는 정보는 Information Display 영역에 Display 되므로 뒤에 보
충 설명한다.
Event Threshold는 mTDR070의 event 자동 검색 기능을 수행할 때 기기가 event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나타낸다.

파형

중심의

기준선으로부터

그림에서

점선으로

보여지는

Event

Threshold 이상 벗어난 측정값들을 기기는 event로 판단할 것이다. 이 값은 Menu에서 변경
할 수 있다.
4.3.3 Information Display 영역
그림에서 (b)의 영역을 Information Display 영역이라 한다. Information Display 영역은 측정
파형 이외의 Data를 글자와 숫자를 통하여 나타내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림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 부분의 정보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은 Waveform Display 영역에 존재하는 커서의 X축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C1은 커서 1의 위치를 C2는 커서 2의 위치를 나타낸다. 즉, 위의 그림에서 볼 때 현재 커
서 1과 커서 2의 위치는 기기의 출력단을 기준으로 0.00m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측정 파형을 관측하면서 파형상의 특정 지점이 나타나는 실제 위치를 알고
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이다.

는 현재 커서 2가 존재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역류 손실을 나타내는 값이다. 즉, 기기가
선로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신호의 최대치에 대비하여 현재 커서 2가 존재하는 위치에서의
측정 Data의 크기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기기가 측정 대상 Cable에 인가한 펄스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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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Vo, 반사된 펄스의 전압을 VR이라고 할 때 역류 손실(dBR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 dBRL = 20log10 (VR / Vo )
따라서 이 수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해당 위치에서의 Cable의 손상도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록의 역류 손실 부분 참조)

은 현재 측정에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설정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PW는 기
기가 측정에 사용하는 Pulse Width를 나타내고, VOP는 Cable마다 각기 다른 값을 갖는
Cable의 VOP(Cable에서 신호의 전파 속도, Velocity of Propagation)를 나타내는 값, THR은
event threshold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리고 AVG는 현재 본 기기가 측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매번 Refresh시마다 실제 진행하는 측정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는 mTDR070이 현재 측정에 사용하는 펄스의 폭은 5ns 이고, VOP는
66.7%, event threshold는 75mV 그리고 한번 Refresh시에 측정을 100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현재 Display되고 있는 측정 파형의 x축 Zoom과 y축 Gain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현재 X축의 Zoom 단계는 2이고, Y축의 Gain 단계는 8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뒤에
Waveform Display 조절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mTDR070은 X축으로 1 ~ 5000사이
에 19개의 Zoom 단계를 가지고, Y축으로 32 개의 Gain 단계를 갖는다.

는 커서 1과 커서 2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에서 보여지는 C1값과 C2값 사

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선로상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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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mTDR070 기기의 현재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mTDR070은 화면에 파형
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하여 Line1, L1 & M, Memory의 3가지 모드를 갖고, 방향키의 동작과
관련하여 PW, VOP, Scroll 의 3가지 모드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 기기가 동작하는 모드가 어
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그림에서

의 모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서 기기

는 Line1의 측정 파형을 보여주고 방향키에 따라 scroll 기능이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4.9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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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측정 관련 Factor의 의미와 조절 방법
mTDR070이 Cable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설정이 필요한 요소는 PW, VOP, THR,
AVG의 네 가지가 존재한다. PW는 기기가 측정을 위해 Cable에 인가하는 펄스 신호의 폭이
고, VOP는 Cable내에서 신호의 전송 속도, THR은 기기의 search 기능 동작시에 event 검색
기준 레벨, AVG는 기기가 Cable 측정 시에 수집하는 Data 수집 횟수이다.
4.4.1 측정 관련 Factor 각각의 의미
PW(Pulse Width)
mTDR070은 Cable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펄스 형태의 신호를 Cable에 인가하고, 이 신호
가 Cable내에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신호의 추이를 관측한다. mTDR070이 사용하는 펄스
신호는 그 크기가 약 2V 정도이고, 펄스의 폭이 5ns, 15ns, 45ns, 100ns, 200ns, 500ns,
1000ns, 2000ns인 8가지의 신호이다.
TDR 기기가 측정에 사용하는 펄스의 폭을 상황에 따라 가변하여 사용하는 것은 각 펄스마다
측정 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Cable 내를 진행하는 신호에서 필연적으로
신호의 감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 이상 진행한 후에는 그 신호가 너무 미약
하여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거리 위치에서 Cable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기기가 출력하는 출력 신호의 에너지를 높여야 한다.
펄스 형태를 갖는 신호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력 펄스의 크기를 키우거나 펄스의 폭
을 넓혀야 한다. mTDR070은 출력 펄스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원거리의 Cable 상태를 측
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펄스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펄스의 크기를 일정 이상 증가시
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거리의 Cable 상태를 관측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펄스의 폭을 변화하지 않고 항상 그 에너지가 큰 넓은 폭을 갖는 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펄스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음영지역(Dead

Zone)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음영지역은 출력하는 신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Cable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범위를 말하고,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펄스의 폭과 동
일하다. 즉, Pulse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Cable 상태의 관측이 부적합하다. 이는 66.7%의
VOP를 갖는 Cable에 1us의 폭을 갖는 펄스를 사용한 경우에 100m의 음영지역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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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mTDR070은 근거리 위치에서의 Cable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5ns의 펄
스를 출력하고, 원거리 위치에서의 Cable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2us의 펄스를 가변
하여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로써 기기 전체의 음영 지역을 최소로 하고 측정 가능
거리를 넓혔다.
VOP (Velocity Of Propagation)
VOP는 측정 대상 Cable이 갖는 특성으로서 Cable에 인가된 신호가 Cable내에서 전송되는
속도를 의미한다. mTDR070은 Cable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Cable에 펄스 신호를 인가하고,
이 신호가 Cable 내를 진행하면서 보이는 신호의 전송 추이를 관측한다. 이때 중요하게 사용
되는 요소가 Cable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되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mTDR070은
Cable에서 발생하는 반사파의 크기와 생성 시간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Cable의 상태를 측
정하는 것이다.
이때 반사파의 크기는 Cable 상에 존재하는 결함의 크기와 비례하고, 발생 시간은 결함까지
의 거리와 비례한다. 이때 결함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식이 다음 식 1과 같다. 따라서
mTDR070이 Cable의 상태를 검사하는데는 Cable 내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속도가 결함의 위
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거리 = 시간 * 속도(Cable 내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속도)
Cable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속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
는 m/s의 단위로 표현하기는 불편하다. 따라서 Cable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속도는 일반적으
로 광속에 대한 비율을 통해 표현한다.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km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VOP 1.00으로 정의하고 Cable의 전
파속도는 빛의 속도에 대한 비율로서 나타낸다. 예를 들어, 0.66 혹은 66%라고 하면 이는
Cable 내에서의 전기 신호가 빛의 속도의 66%의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ble의
VOP는 Cable의 재질, 절연체 및 유전체 등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며 0.3에서
0.9 사이의 값이 일반적이다.
전파속도를 알 수 없는 Cable을 측정해야 할 경우에는 측정 대상 Cable과 동일한 종류의
Cable을 준비하고 길이를 정확히 측정한다. 이 Cable을 mTDR070을 연결하여 거리를 측정
한다. 이미 알고 있는 Cable의 길이와 측정된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LCD의 `VOP' 항목의 숫
자를 변화시켜 측정한다. 이렇게 하여 실제 Cable의 길이와 기기의 측정값이 같아지는 순간
의 VOP값이 해당 Cable의 전파속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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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vent Threshold)
THR은 mTDR070이 search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event를 검색하는 경우에 기기가 event를
판단하는 기준 전압 레벨이다. Waveform Display 영역에 점선으로 표시된 값과 동일하며 기
기는 이 기준 레벨 이상의 측정 파형 변화가 있을 때 해당 위치를 event로 판단한다.
mTDR070을 이용하여 선로를 관측할 때 사용자는 선로 전체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고 event
발생 위치를 찾아 자세히 관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조작을 간편화하기
위해 mTDR070은 자동 event 검색 기능인 search 기능을 제공한다. 이때 기기가 event를 판
단하는 기준값을 event threshold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적절히 입력하여야 한다. 초기값은
75mV이다.
AVG(Average)
AVG는 mTDR070이 매번 화면에 측정한 Data를 Refresh할 때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측정의
횟수를 나타낸다. Average 횟수는 1부터 2048번까지 총 16단계가 존재한다.
mTDR070은 측정 파형에 나타나는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파형을 반복 측정하여
그 결과의 평균을 측정 결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횟수가 많아지면 표시되는 파형에서 고주파
의 노이즈가 제거되어 보다 정확한 측정 Data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메뉴에서는 기본값으로 반복측정 횟수가 2회로 설
정되어 있다.

4.4.2 측정 관련 factor의 조절
PW의 조절
mTDR070에서 Pulse Width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PW 키를 누르면 된다. PW 키를 누르면
mTDR070은 방향키의 동작 모드를 PW 모드로 변환하고,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조작하면
mTDR070이 출력하는 Pulse Width가 변화한다. 이때 왼쪽이나 아래쪽 화살표는 Pulse Width
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작하고, 오른쪽이나 위쪽 화살표는 Pulse Width를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동작한다. 또한 PW 모드 상태에서 PW 키를 다시 누르면 Pulse Width를 증가하는 방향
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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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P의 조절
mTDR070에서 VOP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VOP 키를 누르면 된다. VOP 키를 누르면
mTDR070은 방향키의 동작 모드를 VOP 모드로 변환하고,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조작하면
mTDR070의 VOP 설정값이 변화한다.
이때 왼쪽 화살표는 VOP의 세 번째 유효 숫자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동작하고 오른쪽 화살표
는 VOP의 세 번째 유효 숫자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동작한다. 또한 아래쪽 화살표는 VOP의
두 번째 유효 숫자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위쪽 화살표는 VOP의 두 번째 유효 숫자를 증가하
는 방향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VOP 모드에서 VOP 키를 다시 누르면 VOP의 세 번째 유효 숫
자가 증가한다.
THR의 조절
mTDR070에서 THR을 조절하는 방법은 MENU의 Config Setting에서 Event Threshold를 수정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MENU 항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MENU 항목 참조)
AVG의 조절
mTDR070에서 AVG를 조절하는 방법은 MENU의 Config Setting에서 Average Number를 수
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MENU 항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MENU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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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Waveform Display 영역 조절 방법

mTDR070은 Waveform Display 영역에 현재 진행중인 측정 상태를 파형을 통해 Display한다.
이때 Waveform Display 영역에 Display되는 것은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측정 파형
과 관측 시 기준자가 되는 커서이다.

그림 7 mTDR070 동작 시에 Waveform Display 영역의 모습

4.5.1 CURSOR
mTDR070은 화면에 Display되는 측정 파형을 사용자가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기준자인 커
서를 제공한다. 커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커서 1과 커서 2 두 개가 존재하고, 각 커
서는 각기 커서 1 조정 버튼과 커서 2 조정 버튼을 통해 동작한다.
커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스위치는 그림에 보이는 데로 총 6개가 존재한다. 이중에서 위쪽 영
역은 커서 1을 조정하는 스위치이고, 아래쪽 영역은 커서 2를 조정하는 스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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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화살표는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쪽 화살표는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커서의 이동 시 이동의 기본 단위는 Display되는 화면의 가로 방향으로 1 pixel이고, 커서가
이동할 때마다 커서가 가리키는 위치의 측정 정보가 Information Display 영역에 곧바로
Update되도록 하였다.
커서 조정 스위치 중에서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 가운데에 있는 스위치는 Mark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로서 커서를 Event 지점으로 강제 이동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스위치는
mTDR070에서 Search 기능을 수행한 후에 검색된 Event 부분을 관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스위치이다. (4.6절의 Search 기능 참조)
4.5.2 ZOOM
mTDR070이 Cable을 측정하는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mTDR070의 측
정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측정 대상 Cable의 상태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X축 ZOOM 기능이다. Zoom Out을 통해 넓은 범위를 조사하고, Zoom In을 통해 특정
위치를 자세히 관측할 수 있다.
mTDR070은 Search 기능을 동작시킨 경우에 자동 Event 검색을 통해 측정 대상 Cable에서
검색되는 모든 Event가 한 화면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측정 범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내
장되어 있다. 이 기능을 통해 mTDR070은 측정 대상 Cable의 Event를 관측하기 적절한 측정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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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TDR070의 zoon 기능 동작 이전

그림 9 mTDR070의 zoom in 동작 이후(커서2가 중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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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TDR070의 zoom out 동작 이후 (커서 2가 중심인 경우)

mTDR070은 X축으로 19단계의 ZOOM 단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mTDR070은 화면에
Display되는 측정 파형을 최대 1Cm 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고, 또한 최대 16km의 범위를 한
꺼번에 관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ZOOM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측정 대상이 되는 선로 전체
에서 나타나는 신호의 전송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에 대한 자세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mTDR070은 Y축으로 표시되는 측정 Data의 크기를 Display함에 있어서 Gain을 31단계
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로에서 발생한 Event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도록 하
였다.
mTDR070에서 X축 ZOOM을 조절하는 방법은 스위치 패널에서 ZOOM Arrow Key의 왼쪽 화
살표와 오른쪽 화살표를 작동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왼쪽 화살표는 ZOOM Out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매 작동 시마다 ZOOM 단계를 한 단계씩 증가시켜 mTDR070의 측정 범위
를 넓힌다.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는 ZOOM In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매 작동 시마다 ZOOM
단계를 한 단계씩 감소시켜 특정 지역을 확대하여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X축 ZOOM 기능을 동작시킬 때, ZOOM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한 최종 커서의 위치로 설정되어 있다. 즉, ZOOM 기능을 동작시키기 전에 커서 2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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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다면, 현재 커서 2번의 위치를 중심으로 ZOOM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였다. (POWER
ON 이후에 커서를 이동한 적이 없다면 커서 2가 기준점으로 설정된다.) 이때 현재 기준점이
되는 커서를 Information display영역에서 음영 처리하여 나타낸다.
mTDR070에서 Y축

Gain을 조절하는 방법은 스위치 패널에서 ZOOM Arrow Key의 위쪽 화살

표와 아래쪽 화살표를 작동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위쪽 화살표는 Gain Up 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매 작동 시마다 측정 파형의 측정값의 Gain 단계를 한 단계씩 증가시켜 그 측정
값의 크기를 키워서 특정 위치를 자세히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아래쪽 화살표는
Gain Down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매 작동 시마다 측정 파형의 측정값의 Gain 단계를 한 단
계씩 감소시켜 측정 파형 전체를 한 눈에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1 mTDR070에서 y축 gain 동작 이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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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TDR070의 y축 gain up 후의 모습

그림 13 mTDR070의 y축 gain down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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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SCROLL

그림 14 mTDR070에서 Scroll 이동 전
mTDR070은 화면에 Display되는 측정 화면의 범위를 이동하는 기능으로서 Scroll 기능을 제
공한다. 즉, 관측하고자 하는 위치를 이동하면서 측정 파형을 관측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측정 파형을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능은 SCRL 키를 누름으로써 활성화되어 방향키를 통해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SCRL 키를 누르면 mTDR070의 방향키의 동작 모드가 SCROLL 모드로 변화하고, 이후에 방
향키를 누르면 화면에 Display되는 측정 파형이 각 방향키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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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TDR070에서 Scroll을 오른쪽으로 이동 후

그림 16 mTDR070에서 Scroll을 왼쪽으로 이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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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earch 기능
mTDR070은 금속 Cable로 구성된 선로의 상태를 검사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
된 장비이다. 본 기기는 펄스 형태의 신호를 Cable에 인가하고 이 신호가 Cable 내를 진행하
면서 보이는 신호의 전송 추이를 관측함으로써 Cable의 상태를 검사한다.
이때 신호의 전송 상태가 정상적인 Cable에서의 상태와 달라지는 현상을 Event라 하고, 이는
Cable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Event로는 단선이나 단락과 같은 Cable
의 이상을 들 수 있다.
mTDR 기기는 기본적으로 선로의 상태를 측정한 측정 Data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
의 판단에 의한 Event의 검출을 유도하는 기기이다. 즉, 기기의 화면에 Display되는 측정 파
형을 관측함으로써 사용자가 선로의 상태를 판단하는 장비이다.
본 mTDR070은 이러한 사용자의 기기 사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Event를 검출하는
Auto Event Search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이는 신호의 전송 상태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
여 일정 크기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이를 Event로 인식하고 검출하는 기능이다.
4.6.1 Search 기능의 동작
Search 기능은 기기에 존재하는 SRCH 키를 통해 동작한다. SRCH 키를 누르면 기기는 기존
에 Setting 되어 있는 검색 요건에 따라 Cable을 검사하고 Event를 검출한다. 이 동작을 수행
하는 데는 수 초의 시간이 소모되고, 이 시간 후에 기기는 검출된 Event가 화면에 모두 나타
날 수 있도록 적절히 측정 범위를 조절하여 화면상에 Displa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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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TDR070의 Search 기능을 동작시킨 이후의 화면 모습

Search 기능을 동작시킨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화면 상태의 예를 보이는 것이 그림 17 이
다. 위의 그림 17에서 보이는 측정 파형은 Search 기능을 통해 Event가 검출된 경우이고, 이
경우에 전체 Event가 한 화면에 보여질 수 있는 측정 범위, 즉 첫번째 Event와 마지막 Event
를 포함하도록 측정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화면에 Display한다.
Cable에서 Event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화면상에 다음의 그림 18과 같은 측정 파형이
Display될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파형은 mTDR070이 측정을 위하여 Cable에 인가하는
펄스 신호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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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earch를 통해 event를 검출하지 못한 경우

4.6.2 Event Table
mTDR070이 자동 Event 검색 기능을 통해 검출한 Event에 관한 정보는

Event Tab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vent table은 검출된 전체 Event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하기 쉽도
록 표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한다. 본 기기는 스위치 패널의 TABLE 스위치를 통하여
Event table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19는 그림 17의 경우처럼 Search 기능을 통해 Event가 검출된 상태에서 Event
Table을 불러온 경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TDR070은 자동
Event 검색 기능을 통해 총 3개의 Event를 검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각 Event의 시작 위치
는 Table상의 Begin에 나타내어져 있고, Event의 최고점의 위치는 Peak에, Event 사이의 거
리는 pk to pk에 나타내어져 있다. 또한 Event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volt와 dBRL을
포함한다. Volt는 실제 기기가 Cable에 인가한 신호에 의해 나타나는 반사 신호의 크기를 전
압으로 나타낸 것이고, dBRL은 이를 통해 역류 손실을 계산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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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uto event search 동작 후 event table
4.6.3 Event Select
본 mTDR070은 검색된 Event를 관측하기 위해 해당 Event 위치로 직접 이동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이 기능은 Event Table에서 원하는 Event를 선택하는 것으로 동작한다. Event Table
에서는 검색된 Event를 커서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는 방향키를 통하
여 이동이 가능하다. Event의 선택은 Enter 키를 통해 이루어 진다. 즉, 방향키를 통하여 관
측하고자 하는 Event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르면 기기의 측정 파형 위치가
Event 위치로 강제 조정 된다. 이때 측정 파형은 최대 Zoom In 상태로 보여진다.
다음의 그림 20은 Event Table에서 특정 Event를 Select한 이후에 기기의 화면에 Display되는
측정 파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면은 해당 Event 위치로
강제 이동되고, 이때 Display 영역의 커서 2도 해당 Event 지점으로 강제 이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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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vent select 이후 나타나는 측정 파형의 모습

4.6.4 mark 기능
mTDR070은 검색된 Event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Event Table 이외에 Mark 기능을 갖
는다. Mark 기능은 Event Table과 같이 전체 Event의 모습을 한 눈에 살펴 볼 수는 없지만,
Cable의 시작점에서부터 발생한 모든 Event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
이다.
Mark 기능은 Cursor1 Mark나 Cursor2 Mark 키를 통해 동작한다. Cursor1 Mark는 커서 1을
Event 발생 지점으로 강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Cursor 2 Mark는 커서 2를 강제 이동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Mark 기능이 동작하는 방식은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측정 영역내에서
커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Event로 강제 이동하는 기능이다. 이때 Event를
찾아가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Cable의 시작 위치에서 끝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다.
즉, 모든 event가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display 영역을 조절한 후에 Cable의 시작점에서
Cursor2의 Mark 기능을 계속 동작시킨다면 커서2는 영점에서 가장 가까운 Event를 시작으로
모든 Event 위치로 강제 이동한다. 그리고 현재 커서의 위치가 최종 Event의 위치에 있다
Mark 기능은 커서를 다시 첫번째 Event 위치로 이동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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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Menu 조작 방법
mTDR070은 기기의 설정을 조정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enu 모드를 내장하고
있다. Menu 모드는 스위치 패드의 MENU 스위치를 통하여 동작하고 Menu 모드 시 Display
되는 화면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초기화면

변경화면

그림 21 mTDR070의 menu 모드
Menu 모드에서 선택 항목은 방향키를 통해 이동 가능하고, 항목의 선택은 Enter 키를 통해
이루어진다.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Menu 모드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르면 된
다.
4.7.1. Event Select
스위치 패드의 Table 키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목이다. 즉, 현재 검색된 Event를 표 형태
로 나타내어 Event로의 강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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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Delete memory
Save를 통해 Memory에 저장된 측정 Data를 지우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항목이다. Delete
memory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LCD 화면 모습은 그림과 같다.

그림 22 delete memory
여기에서 해당 Data를 지우는 방법은 방향키를 통한 항목상의 이동과 Enter 키를 통한 선택
이다. 즉, 원하는 Data 위치로 이동한 후에 Enter 키를 누르면 해당 Data가 삭제 된다. 이때
한번 지워진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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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Reset memory

그림 23 : reset memory 선택 화면
Reset Memory는 저장되어 있는 파형 또는 측정자료 Data를 전부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이다. Memory 상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Data를 지우고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한번 삭
제된 Data는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7.4 Upload Memory
Save를 통해 저장된 Memory의 파형 정보를 serial 통신 방식을 통해 PC로 전송한다.
mTDR070은 측정 data를 저장하고 이를 PC로 전송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NanoWaveTM”이
라는 PC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된 프로그램을 PC에서 설치하고 mTDR070 기기와 PC를
serial cable로 연결한 후에 MENU의 upload memory를 선택하면 기기에 저장 되어 있는 데
이터를 PC로 전송을 시작한다. 이때 PC와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PC에서 전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면 ‘ERROR’ 메시지를 띄우고 data의 전송을 취소한다. 전
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mTDR070 기기는 다시 측정 기본 상태로 복귀한다.
“NanoWaveTM”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제공되는 “NanoWaveTM”사용설명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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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Cable select
mTDR070의 측정 대상이 되는 Cable은 일반적으로 통신 선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동축
Cable이다. 그런데 실제 선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동축 Cable은 제조회사나 특성 임피던
스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또한 각 Cable은 각기 다른 VOP를 갖는다. 따
라서 사용자는 Cable을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 대상 Cable의 VOP를 미리 인지하고 그 값을
기기에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기는 잘못된 측정을 통해 잘못된 결과
를 출력하게 된다.
mTDR070에서는 사용자가 VOP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VOP 조절 전용키를 스위치 패드
에 만들어 두었다. (3.B의 스위치 설명 참조) 이 키를 누르면 mTDR070은 VOP 조절 모드가
동작하여 방향키의 동작에 따라 VOP값이 변화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측정 대상 Cable의
VOP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4 :

cable select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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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Select는 사용자가 Cable의 VOP를 설정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축 Cable들을 제조사와 종류에 따라 데이터 베
이스화함으로써, 측정 대상 케이블의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자동으로 VOP가 설정되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대상 Cable의 VOP를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Cable Select 기능을 Cable의
VOP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위의 그림 24는 mTDR070에서 Cable Select 기능을 동작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 MENU 키를 통해 display되는 MENU 항목에서 5번째에 위치한 Cable Select를 선택하면
mTDR070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속의 Cable 항목들이 제조사와 종류에 따라 화면상에
display된다. 여기에서 방향키를 통해 항목간에 이동하고,

Enter 키를 통해 케이블을 선택하

면 VOP를 설정하고 측정 화면으로 되돌아 간다. 여기에서 VOP를 설정하지 않고 측정 화면으
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르면 된다. 다음은 기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Cable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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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Comm Scope

Times Fiber

Capscan

CABLE TYPE

VOP(%) MANUFACTURER

CABLE TYPE

VOP(%)

540 QR

88.0

500 MC2

93.0

715 QR

88.0

650 MC2

93.0

860 QR

88.0

750 MC2

93.0

1125 QR

88.0

1.00 MC2

93.0

500 PIII

87.0

500 Foam

87.0

625 PIII

87.0

625 Foam

87.0

750 PIII

87.0

750 Foam

87.0

875 PIII

87.0

875 Foam

87.0

1000 PIII

87.0

1000 Foam

87.0

RG-59 Foam

85.0

RG-59 Foam

82.0

RG-6 Foam

85.0

RG-6 Foam

82.0

565 TX10

89.0

500 GID-3

83.0

700 TX10

89.0

625 GID-3

83.0

840 TX10

89.0

750 GID-3

87.0

1165 TX10

89.0

875 GID-3

87.0

500 T10

87.0

1000 GID-3

87.0

625 T10

87.0

RG-59 Series CX

81.0

750 T10

87.0

RG-6 Series CX

81.0

875 T10

87.0

RG-59

82.0

1000 T10

87.0

RG-6

82.0

RG-59 T10

82.0

RG-57(50)

66.7

RG-6 T10

82.0

RG-58(75)

66.7

CC

88.0

MC2

93.0

Drop

82.0

Drop

82.0

Trilogy

Scientific Atlanta

Belden

General

4.7.6 Default Cable
mTDR070을 이용하여 Cable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 Cable을 mTDR070 기기의 측
정 단자에 연결해야만 한다. 그런데 측정 대상 케이블의 위치나 종단의 상태로 인해
mTDR070에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케이블을 측정하거나 케이블의 종단에 연결된 커넥터가 기기의 출력단자에
연결될 수 없는 경우) mTDR070은 이런 경우에 Cable 측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장선, BNC
to F converter, 악어 클립 등의 악세서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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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Cable은 연장선을 이용하여 Cable을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능이다. 연장선은
mTDR070의 출력 단자와 측정 대상 케이블의 종단 사이의 거리가 멀 때 둘 사이를 연결해주
는 선이다. 그런데 mTDR070이 Cable을 측정하는 경우에 기기는 연장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기의 출력단을 측정 Cable의 시작점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기에서 표시되는 거리는 항상
실제 거리에 연장선의 길이가 더해진 상태로 출력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 측정 거리값
에서 연장선의 길이를 빼줘야만 실제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이 Default Cable이다.
Default Cable은 현재 Display상에서 커서 2가 존재하는 위치를 거리 계산의 시작점으로 재조
정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mTDR070은 연장선을 통해 cable을 측정한 경우에 연장선
의 끝 지점 즉, 실제 측정 대상 Cable의 시작점을 거리 계산의 시작점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실제 Cable에서 event가 발생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mTDR070에서 Default Cable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25에 나타낸

것과 같이 mTDR070에 연장선을 연결하고 연장선이 끝나는 위치에 커서 2를 위치시킨다. (이
때 연장선의 끝지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히 Search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그림 26에
나타낸 것처럼

MENU의 Default Cable 항목을 선택하면 그림 27과 같은 화면이 display될

것이다. 이는 mTDR070이 Default Cable 기능을 동작시킨 결과로써 그림 25에서 커서 2가
위치하는 곳을 거리 측정의 시작점으로 재설정한 결과이다. 그림의 거리 표시자를 보면 0점
의 위치가 바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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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TDR070의 default cable 실행전

그림 26 menu의 default cable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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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TDR070의 default cable 실행 후

4.7.7 Change config
mTDR070의 기기 내부 설정값을 변화하는 부분이다. 설정 내용은 Event Search 기능의 측정
해상도와 측정 거리, event 판단 기준 전압 레벨, 그리고 Save 기능의 저장 해상도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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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hange config

Waveform Save Length는 기본적으로 현재 화면상에 보여지는 영역으로 고정되어 있다. 즉,
Save 시에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만을 Memory에 저장한다.
Waveform Save Resolution은 Data 저장시에 Data를 저장하는 해상도를 의미한다. 이 값은
1cm ~ 100cm 까지 12단계로 변화 가능하고, Power on시에 기본값은 10Cm로 고정되어 있
다. 이는 측정 data를 저장할 때 10Cm마다 한 개씩 data를 저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0m 범위를 10Cm 해상도로 저장한다면 100m / 10Cm = 1000이므로, 총 1000개의 Data
가 저장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vent Search Threshold는 Auto Event Search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기기가 Event를 검색할
때 Event로 판단하는 기준값이다. 즉, 이 값이 100mV이라면 mTDR070은 기준 레벨로부터
100mV 이상의 차이가 있는 Data를 Event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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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earch Resolution은 기기가 Event를 검색할 때 Event의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거리 해상도를 의미한다. 즉, 이 값이 1Cm인 경우 Event 검색을 1Cm 단위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값이 작아지면 Event를 자세히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검색 거리
가 짧아지고 측정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이 값이 커지면 검색 거리가 길어
지고 측정 시간이 짧아지지만 Event를 자세하게 검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황
에 따라 이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Event Search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vent Search Length는 기기가 Auto Event Search 기능을 수행할 때 Event를 검색하는 총 거
리이다. 단 일정 범위 이상으로 Event Search Length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Event Search
Resolution값을 키워야 한다. 이는 Event Search length와 Event Search Resolution이 다음 식
과 같이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Event Search Resolution * event Search Length = 10000 cm * cm
Auto Power Off는 자동으로 기기의 전원을 끄는 기능에 관한 항목이다. 기기는 사용하지 않
는 동안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시간동안 키 입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설정할 수 있다. 본 항목은 1, 2, 3, 5, 10, 20, 30, 60분의 8단계의 시간과
auto power off 기능을 동작시키지 않는 경우까지 총 9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좌, 우 화살
표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을 설정하면 기기는 최종 키 입력이후 해당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된다. 기본 설정값은 30분이다.
Average Number는 mTDR070이 매 측정시 실행하는 평균 횟수이다. mTDR070은 측정시 유
입되는 노이즈의 제거를 위해 반복 측정을 통한 평균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평균 횟수가 높
아지면 측정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횟수가 낮으면 정확성은
더 낮아지지만 측정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기기는 1 ~ 2048까지 총 15단계의 평균 횟수의
조절이 가능하다. 기본 설정값은 2이다.
4.7.8 Reset all
mTDR070 기기의 내부 설정값을 초기화한다. 이때 한 번 지워진 설정값은 복구되지 않으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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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rese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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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ave 조작 방법
mTDR070은 사용자가 선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측정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측정 Data를 Memory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다. mTDR070은 저장 해상도와
저장 범위에 따라 최대 100개까지의 Data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0 save
위의 그림 29는 측정 파형의 저장을 위해 Save 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Save 모드의 동작
화면이다. 그림에서 Location은 저장 메모리상의 인덱스 번호를 나타내고, Name은 저장할 파
형의 이름을 Remain은 현재 저장 메모리의 잔여 공간량을 나타낸다.

저장 시에 location은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다. 즉, 매 저장 시마
다 location의 번호는 자동으로 증가되어 해당 번호를 표시한다.
저장할 파형의 이름은 그림에서 붉게 표시된 KEY 항목을 선택하여 윗부분의 키 패드를 통해
이름을 넣을 수 있다. 키 패드는 화살표를 통해 항목간 이동이 가능하고 Enter를 통해 선택한
다. 파형 이름은 총 6자까지 쓸 수 있으며

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이름을 써 넣은 후에

End를 선택하면 이름이 결정된다. 이름을 넣지 않은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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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은 Data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Memory의 전체 영역 중에서 현재 data가 저장되고
남은 나머지 공간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전체 Memory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본 기기에서 하나의 파형 Data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Memory의 양은 저장 Data의 개수로
결정되는데 이는 저장 해상도와 저장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m의 저장 범위를
10cm의 저장 해상도로 저장하면 저장 data의 개수는 총 1000개가 된다. 이것은 파형의 저
장에 사용되는 Data의 개수가
Data 개수 = 저장 범위 ÷ 저장 해상도
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Save 시에 Data 저장 범위는 Save 키를 누르는 순간에 화면에 Display되고 있는 측정 범위
이다. 따라서 저장하고자 하는 측정 범위가 한 화면에 모두 들어오도록 적절히 zoom을 설정
하고 파형을 저장하면 된다.
Save 시에 Data의 저장 해상도는 1, 2, 3, 4, 5, 8, 10, 20, 25, 40, 50, 100Cm의 총 12단계
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를 조절하는 것은 Menu의 Change Config 항목에서 가능하다. (Menu
의 Change Config 참조) 저장 해상도의 기본 설정값은 10Cm이다.
Data를 저장할 때 저장 해상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저장 해상도에 따라 저장된 data의 정확도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저장 해상도가 작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에 대해 보다 많은 수의
data를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측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일정한 거리에 대해 저
장 해상도가 큰 경우에 비해 더 많은 Memory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data
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저장 해상도가 큰 경우는 모다 많은 개수의 파형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측정 정보의 정확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상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mTDR070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파형의 개수는 최대 100개이지만 이는 저장 해상도와
저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저장 Memory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파형 저장
시에 필요한 data 공간이 저장 해상도와 저장 범위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본 기기의
저장 개수의 최대치는 하나의 파형 data를 1000개의 data로 저장할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파형 개수이다. 즉, 100m를 10Cm의 해상도로 저장하는 경우에 총 100개의 파형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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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저장 범위가 100m보다 커지거나 저장 해상도가 10Cm보다 작아지게 되면, 파형 저
장 시에 필요한 data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기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파
형 저장 개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mTDR070에서는 하나의 파형 data를 저장하는데 사용
하는 Data의 최대 개수를 30000개로 제한하였으므로 최소 4개의 파형을 저장할 수 있다.
mTDR070은 저장하고자 하는 파형 data의 양이 현재 남아 있는 저장 공간 보다 클 경우에는
파형의 저장을 완료하지 못하고 화면에 error 메시지를 띄운다. 이 경우에는 저장 공간의 확
보를 위해 기존에 저장된 data를 지워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거나 저장 해상도나 저장 범위의
조절을 통해 저장하고자 하는 data의 양을 줄여서 다시 저장을 동작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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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Load 조작 방법
mTDR070이 기존에 Memory에 저장한 Data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Load 키를 통해 동작한
다. 다음의 그림은 Load 키 동작 시에 보여지는 Load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load

그림에서 TOTAL은 현재 저장된 총 파형 data의 개수를 나타내고, NO는 파형 data의 번호를
NAME는 파형 data의 이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파형 data의 번호는 SAVE 시에 location
번호와 일치한다.
사용자는 Load 화면에 보여지는 여러 개의 저장 Data 중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Data로 방향
키를 통해 항목을 이동하고 Enter 키를 통해 선택하여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Data를 Load하
면 mTDR070은 저장된 Data를 화면에 Displa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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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DR070은 저장한 측정 Data와 현재 측정 Data를 비교하여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즉, 불러온 파형 Data와 현재 측정 진행중인 파형을 한 화면에 같이 display함으로써 사
용자가 두 Data를 비교하여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스위치 패드의
Mode 키를 통하여 동작한다. Mode Key는 토글 형식으로 동작함으로써 화면에 현재 측정 파
형의 display를 on / off 한다.
불러온 저장 Data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Load 키를 누르면 된다. 즉, 불러온 저장
data를 더 관측할 필요가 없을 때 다시 Load 키를 누르면 mTDR070은 불러온 파형 data의
display를 멈추고 다시 일반 측정 모드로 돌아가 현재 연결된 Cable의 측정을 진행한다.

4.10 활선 측정
mTDR070은 현재 서비스중인 Cable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즉, 측정
대상 Cable이 현재 서비스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Cable의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Average
기능을 제공한다. Average 기능은 기본적으로 기기 내부의 filter와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실
제 본 기기가 측정에 사용하는 신호 이외의 data를 걸러내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Average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현재 측정되는 data에 유입되는 외부 신호에 의한 노이즈를 걸러낼
수 있음으로 실 서비스중인 Cable의 측정이 가능하다.
단, mTDR070은 최대 250V(DC or AC 60Hz)까지만 출력단 protection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신호가 실리는 Cable은 측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protection 이상의 고압 신호
는 기기의 파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기의 사용에 유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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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원 관련
mTDR070은 Hand Held 기기의 특성 때문에 Battery를 통해 구동 된다. mTDR070에서 사용
하는 Battery는 12V의 Ni-Mh Battery로서 약 8시간 정도 기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있다.
mTDR070은 Battery의 잔량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Battery Indicator를
나타내어 준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Battery 모양의 그림을 나타내고 실제 Battery의 잔량
에 따라 Battery 그림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사용자는 이 Battery Indicator를 통해 현
재 기기의 Battery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
mTDR070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이 가능한 Ni-Mh Battery를 사용하고, 이를 충전하
기 위한 충전용 Adapter를 제공한다. mTDR070을 충전하는데 사용되는 Adapter는 14V, 1A
의 DC Adapter로서 기기의 빠른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mTDR070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제공되는 Adapter만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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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mory 관련
현재 mTDR070은 Data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512 Kbyte의 Data 공간을 내장한다. 본 기
기는 이를 통해서 최대 100개까지의 파형 Data를 저장할 수 있다. (단, 저장 파형의 개수는
저장 해상도와 저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기기는 Memory에 저장된 파형 Data의 보존을 위해 내장된 보조 Battery를 사용한다. 이
를 통해 저장된 Data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따라서 저장한지 3개월 이상된
저장 파형 Data는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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