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플리케이션 노트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E36300 시리즈 벤치 전원 공급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



소개

키사이트는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모든 종류의 전력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해왔습니다. 차세대 벤치 전원 공급기는  
고객의 피드백, 키사이트의 엔지니어링 지식 및 설계 사례를 통합하여 가장 다기능적인 벤치 전력 제품군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는 E36300A 시리즈 벤치 전원 공급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또한 키사이트의 E36311A, E36312A 및 E36313A 벤치 전원 공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도 소개합니다. 일부 기능은 E36311A 모델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DC 벤치 전원 공급기에 연결

 – 원격 감지로 정확한 전압 실현

 – 전류 측정(단위: 암페어)

 – DC 출력 트랙킹

 – 높은 전압 지원 기능

 – 높은 전류 지원 기능

 – 안전하게 전원 차단

 – 테스트 설정 및 측정 문서화

 – 잠금 장치



03 | 키사이트 | E36300 시리즈 벤치 전원 공급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 - 어플리케이션 노트

DC 벤치 전원 공급기에 연결 
먼저, E36300 시리즈 DC 벤치 전원공급기의 출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편리한  
전면판 바인딩 포스트(옵션으로 리세스형 바인딩 포스트 제공)를 사용하거나 후면판 나사형 출력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전면판 바인딩 포스트(최대 굵기 14 AWG) A = 20A 최대 전류, B = 15A 최대 전류

후면판(채널 1 예) 12A 최대 전류(허용 와이어 굵기 12~30 AWG)

원격 감지로 정확한 전압 실현

오래 전부터 제공해온 원격 감지 기능은 긴 배선을 사용할 때 DUT에서 정확한 전압을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원격 감지는 측정 정확도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열 챔버에 위치해 있는 개발 보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벤치 DC 소스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20~30피트 이상의 긴 와이어 사용). 원격 감지 및 적절한 케이블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DUT에서 프로그래밍된 전압을 얻을 수 없습니다(즉, 5V를 설정하지만 DUT에서 4.5V만 얻을 수 
있음). 이는 부하가 요구하는 전류의 양과 와이어 저항에 기인한 출력 배선에서의 전압 강하(Vdrop)로 
인한 것입니다. 원격 감지는 전력 리드에서의 Vdrop을 자동으로 보상합니다. 이는 부하 임피던스 또는 
상당한 리드 저항이 변할 때 정전압(CV) 작동에서 유용합니다.

E36300A 시리즈 벤치 전원 공급기는 기본으로 원격 감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격 감지는 점퍼를 제거할 필요 없이 + 및 - 출력 단자를 + 및 - 감지 단자에 연결하는 내장형 내부  
릴레이를 통해 쉽게 구현됩니다. 4-와이어 원격 감지 작동을 사용할 때는 후면 출력 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 조임

나사 잠금

12A 커넥터

와이어 삽입

트위스트 리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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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감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배선 팁 
키사이트는 출력 리드에는 단일 연선쌍을, 감지 리드에는 별도의 연선쌍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감지 리드는 매우 작은 전류를 운반하기 때문에 가벼운 게이지 와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지 리드를 와이어당 0.5옴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20게이지 와이어 원활하게 작동).  
와이어 쌍을 50피트(14.7m) 미만으로 최대한 짧게 유지하십시오.

배선이 완료되면 Source Settings > Sense 2W/4W 를 눌러  
4-와이어 작동을 실행합니다. 위 스크린샷 왼쪽에서 CV 표시기 위에 표시된 4-와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드 인덕턴스를 감소시키고 노이즈 픽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와이어를 꼬는 것은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입니다. 위에 표시된 테스트 예에서 채널 1은 단일 연선쌍을 사용하는 2-와이어 작동을 위한  
설정입니다. 채널 2는 출력 리드를 위한 연선쌍과 원격 감지 리드를 위한 별도의 연선쌍을 사용하는 
4-와이어 작동을 위한 설정입니다.

12 A
커넥터

12 A
커넥터

연선쌍

연선(트위스트 리드) 연선(트위스트 리드)

부하 배터리

2-와이어 감지 포함 4-와이어 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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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측정(단위: 암페어) 
벤치 전원 공급기를 사용한 전류 측정이 이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오늘날의 벤치 전원 공급기에서는 
모든 것이 내부에 설계되어 있어 외부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디지털 멀티미터, 전류 션트, 배선 등) 
에러 가능성이 해소되고 설정이 단순해졌습니다. 전원 공급기 상단에 측정 정확도가 명시되고 크고 
멋진 디스플레이에 전류 측정 결과가 암페어로 표시됩니다. 전압에서 전류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측정 범위는 E36312A 및 E36313A 모델의 기본 설정입니다. 측정 범위를 변경하려면  
Utilities > Test Setup > Lower Range (On/Off) 를 누릅니다.
 

측정 사양은 E36300 시리즈 데이터 시트, 문서 번호 5992-2124EN에서 확인하십시오.  

전원 공급기 출력 트랙킹 
E36300A 시리즈는 0~±25V 트랙킹 출력을 제공합니다. 트랙 모드에서 채널 2와 채널 3의 전압은 
양의 전압과 음의 전압이 필요한 OP 앰프 및 다른 회로가 요구하는 대칭적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서로를 
트랙킹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 전원 공급기에서 트랙 모드를 활성화시켜 +5V 및 +5V 트랙킹 DC 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면판 전압 노브 또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채널 2와 채널 3의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2와 채널 3은 전기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지금은 전압 설정을 트랙킹합니다. 트랙 모드는 
E36312A 및 E36313A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Output Settings > Operation Mode > Mode Tracking 을 누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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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계로 간단하게 높은 전압 기능 활성화

외부 커넥터나 점퍼 없이 두 단계로 간단하게 E36312A 또는 E36313A의 내장 자동 직렬 모드를  
사용해서 높은 전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이 와이어를 연결합니다.

 2단계. 직렬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최대 50V 및 2A의 단일 DC 출력 및 단일 측정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 출력 2와 3이 직렬로 연결됩니다. 
채널 2는 이제 “마스터”이고 출력 전압과 전류 설정은 전면판의 전압 및 전류 노브 또는 숫자 키패드를  
통해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Output Settings > Operation Mode > Mode Series 를 눌러 자동 직렬 작동을 활성화합니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직렬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제 채널 2가 직렬 조합을 제어합니다.

연선(트위스트 리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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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계로 간단하게 높은 전류 기능 활성화

외부 커넥터나 점퍼 없이 두 단계로 간단하게 E36312A 또는 E36313A의 내장 자동 병렬 모드를  
사용해서 높은 전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이 와이어를 연결합니다.

 2단계. 병렬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최대 25V 및 4 A의 단일 DC 출력 및 단일 측정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 출력 2와 3이 병렬로 연결됩니다. 
채널 2는 “마스터”이고 출력 전압과 전류 설정은 전면판의 전압 및 전류 노브 또는 숫자 키패드를 통해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널 2가 병렬 조합을 제어합니다.

연선(트위스트 리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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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원 차단

스위치, 로직 칩 또는 오픈 콜렉터 트랜지스터를 통해 RI 입력 핀을 풀 로우(Pull Low) 시키면 원격  
억제 신호가 DC 출력을 비활성화합니다. 원격 억제 기능은 테스트 상자 안전 커버가 열렸을 때 
전원 공급기를 정지시키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Note to layout. Need to omit connector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커넥터 1과 2는 제외하고커넥터 3과 패닉 스위치 배선만 사용하십시오.  
패닉 스위치는 안전 커버 스위치로 문구를 변경하십시오.

억제 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벤치 전원 공급기에서 모든 DC 출력 채널의 출력 상태를 외부 신호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핀 3의 극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레벨 트리거링되고 신호 지연 시간은  
450 ㎲ 보다 짧습니다. 모든 출력 채널 끄기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시간은 45 ms입니다.  
핀 4는 핀 3에 공통입니다.

다음의 비휘발성 억제 입력 모드는 전면판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LATChing - 모든 DC 출력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Logic-True 전환을 야기합니다.  
  출력은 억제 신호가 수신된 후 래치 해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2.  LIVE - 억제 입력 상태에 이어 DC 출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억제 입력이 True일 때 출력은 비활성화됩니다. 억제 입력이 False일 때 출력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3.  OFF - 억제 입력이 간과됩니다.

억제 보호 기능을 소거하려면 먼저 외부 억제 신호를 제거합니다. 전면판에서 Source Settings > 
Protection Clear 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DC 출력이 이전 상태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E36300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 문서 번호 E36311-900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커버 
스위치INH 

입력

INH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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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설정 및 측정 문서화 

E36300A 시리즈 벤치 전원 공급기를 통해 스크린샷을 간편하게 캡처할 수 있고 기본 스크린샷  
파일 이름(screenshot.bmp - 날짜/시간 표기)을 사용해서 저장하거나 보다 의미 있는 파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Manage Files > File Name 을 누릅니다. USB 드라이브에 간편하게 
저장하여 테스트 설정 및 측정 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

전면판 키패드, 노브 및 버튼 잠금 기능을 통해 전원 공급기를 무단 또는 우발적 설정 변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잠금/잠금 해제 소프트 키를 수 초 동안 눌러 전면판을 쉽게 잠글 수  
있습니다.

내장 켄싱턴 보안 슬롯 기능을 사용해서 테스트 벤치에 벤치 전원 공급기를 고정해 두십시오.  
이 실용적인 기능은 전원 공급기가 벤치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결론

키사이트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과 기법을 제공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E36300A 시리즈  
DC 벤치 전원 공급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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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키사이트 보장 프로그램
www.keysight.com/find/AssurancePlans
최대 10년간의 제품 보호를 통해 갑작스러운 예산 지출을 피하고 사양에  
따른 계측기의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채널 파트너 
www.keysight.com/find/channelpartners
키사이트의 측정 전문기술 및 광범위한 제품이 채널 파트너의 편의성과 
결합되었습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품,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키사이트 지점으로 문의하십시오.  
키사이트의 각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www.keysight.com/find/contact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KRA Certified
ISO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www.keysight.com/go/quality
Keysight Technologies, Inc.
DEKRA Certified ISO 9001:2015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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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ysight.com/find/contactus

진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및 전문 인력의 고유한 결합을 통해 고객 여러분이 한 차원 높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Hewlett-Packard에서 애질런트를 거쳐 키사이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