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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소개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는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해주는
장비입니다. 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선 마치 청진기와 같은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주의: 오실로스코프는 매우 민감한 장비이니 사용 전에 설명서를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주세요.

1.2 구성품

본 오실로스코프는 크게 오실로스코프 본체, 전원 케이블, 그리고 프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카솔루션에서 판매하는 세트 구성품을 추가해주세요)
귀여운 브로컬리 인형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시작하기
2.1 전원 연결하기
사진과 같이 전원케이블을 연결한 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다음으로 DEFAULT SETUP 버튼을 눌러 오실로스코프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2.2 프로브 연결하기
프로브의 스위치를 10X에 맞춘 뒤 채널 1 단자에 연결합니다. 먼저 프로브 커넥터에 난 홈과
채널 1 단자의 돌출부를 맞춰 끼운 뒤, 프로브 커넥터를 오른쪽으로 돌려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프로브 팁과 레퍼런스 리드를 PROBE COMP 단자에 연결합니다. 프로브 팁은 위쪽
단자에, 레퍼런스 리드는 아래쪽(GND)에 연결해주세요.

2.3 신호 관찰하기
AUTOSET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파형이 표시될 것입니다. 5V 1khz의 파형이
표시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오실로스코프는 정상입니다.

2.4 프로브 보정
오실로스코프는 매우 민감한 장비로, 온도와 주변 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브 보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2.3에서의 측정값이 아래와 같을 경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프로브의 가변저항을 돌려
조절해주세요.

undercompensated

overcompensated

정상

CH1 보정이 완료되었다면, 프로브를 CH2에 연결한 뒤, 2.2에서
2.4까지의 과정을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2.5 Attenuation(감쇠) 조절 스위치
프로브 손잡이에 위치한 attenuation 스위치를 이용해 신호가 감쇠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기의 attenuation 설정과 프로브의 attenuation 설정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브의 attenuation 설정값이 10X일 경우 오실로스코프 기기의 attenuation 설정을 10X로
맞추어야 합니다.
기기의 attenuation 설정은 CH1(또는 CH2) MENU 버튼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attenuation 설정값이 1X일 경우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이 6MHz로 제한됩니다. 기기의
대역폭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attenuation을 10X로 설정해주세요.

3. 주요 기능 및 사용법

3.1 버튼별 기능

다목적 버튼 및 다이얼(일단 적어둘게)

버튼명

기능

V0

다이얼을 회전시켜 메뉴의 선택, 커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다이얼을
눌러서 데이터 리셋,메뉴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F7

싱글 윈도우 모드와 듀얼 윈도우 모드를 전환합니다.

F0

메뉴창을 끄고 킬수있습니다.

F1-F5

메뉴창에서 각 버튼에 있는 메뉴를 조절 가능합니다.

메뉴 페이지의 전환과 선택항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F6

Trigger부분
버튼명

기능

Level

다이얼을 회전시켜 트리거의 진폭 레벨을 결정합니다.

Set To 50%

트리거 레벨이 끝점(피크)의 중간지점으로 설정됩니다.

ForceTrigger

신호의 수집을 중지하는데 사용됩니다.

Trigger menu

트리거 메뉴를 엽니다.

Probe Check

프로브 체크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Menu부분
버튼명

기능

Save/Recall

설정 및 파형에 대한 저장및 호출메뉴가 표시됩니다.

Measure

측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Acquire

수집 메뉴를 표시합니다.

Utility

유틸리티 메뉴를 표시합니다.

Cursor

커서 메뉴를 표시합니다.

Display

디스플레이 메뉴를 표시합니다.

Autoset

오실로 스코프를 파형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Single SEQ

단일 파형을 수집한후 수집을 정지합니다.

Run/Stop

파형을 수집 혹은 정지합니다.

Default Setup

설정을 디폴트값으로 전환합니다.

Save to
USB Disk

화면의 모든 디스플레이를 캡쳐해 usb로 옮깁니다.

Vertical부분
버튼명

기능

Position

채널별 파형을 위아래로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듀얼 윈도우 모드에서는 두
파형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파형이 화면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Menu(CH1,
CH2)

수직 메뉴 및 CH1,CH2 파형을 끄고 켤수 있습니다.

Volt/DIV

채널별 신호 파형을 증폭 또는 감쇠 시킵니다.

Math menu

FFT등의 수학 연산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문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Horizontal부분
버튼명

기능

Position

트리거의 위치를 좌,우로 이동하는데 사용됩니다. 버튼을 눌러 트리거를
화면 중앙 지점으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Horiz Menu

Window control등의 메뉴를 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문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Sec/DIV

파형의 스케일을 조절하여 파형을 확대 또는 압축할수 있습니다. 듀얼
윈도우 모드에서는 버튼을 눌러 주/부 윈도우를 전환할수 있습니다.

3.2 오실로스코프 설정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측정한 신호를 디스플레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직, 수평 방향
스케일을 비롯한 각종 설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Autoset: 아주 편리한 기능! 수직, 수평 방향 스케일과 트리거 관련 설정을 신호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하여 신호를 예쁘고 보기 좋게 표시해줍니다.
세팅 저장: 세팅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다만 설정 변경 후 전원을 끌 경우 설정이
저장되기까지 5초 이상 기다려주세요.
세팅 불러오기: 전원을 켤 때 자동으로 이전 설정이 복구됩니다.
디폴트 세팅: 이 버튼을 누르면 공장 출하시의 설정으로 변경됩니다.

3.3 트리거(Trigger)

트리거는 오실로스코프가 어느 시점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지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트리거를 적절히 설정하면 불안정하거나 의미없던 화면을 깔끔하고 예쁜 파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오실로스코프는 총 6 종류의 트리거를 지원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트리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dge Trigger

rising edge(전압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간)나 falling edge(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를 감지합니다.

Video Trigger

비디오(영상) 신호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의 필드(field)나
선을 감지합니다.

Pulse Width Trigger

펄스(일정 주기동안 유지되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 더 자세한 트리거 관련 정보는 영문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트리거 모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Auto Mode: 신호가 트리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도 디스플레이에 알아서 신호를
표시합니다.
- Normal Mode: 신호가 트리거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디스플레이에 신호를 표시합니다.
신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는 이전 신호가 계속 표시됩니다. 이 때 오실로스코프는 첫
번째 트리거 직후의 파형만 표시합니다. 다음 신호를 측정하려면 SINGLE SEQ 버튼을
눌러주세요.

3.4 데이터 수집(Data Acquisition)
오실로스코프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디지털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을 “데이터
수집”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Real-Time
Acquisition

Normal

일정 주기마다 신호를 샘플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모드에서 잘 작동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 폭이 좁은 펄스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Peak Detect

일정 주기마다 신호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측정합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면 Normal 모드에서 손실될 수 있는
폭이 좁은 펄스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rmal 모드에 비해 노이즈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Average

여러 파형을 수집한 뒤 평균을 구해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면 랜덤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Equivalent Acquisition

Real-Time Acquisition으로 잘 수집되지 않는, 주기성을
띄는 신호에 적절합니다.

3.5 파형 측정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며, 이를 이용하면 파형의
여러 수치(진폭, 시간 등)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측정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Graticule(격자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격자의 개수를 눈으로 세어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격자당 2V일 때 진폭이 격자 2.5칸에 해당한다면 진폭은 2.5 * 2V =
5V임을 알 수 있습니다.

Cursor(커서): 커서를 움직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항상 쌍으로 표시됩니다. 커서에는
수직 및 수평 커서가 있는데, 수직 커서는 시간 변화량을 측정하고 수평 커서는 진폭을
측정합니다. 커서를 사용하려면 CURSOR 버튼을 누르세요.

자동 측정: 이 모드에서는 오실로스코프가 자동으로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파형이
기록된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격자선이나 커서를 이용한 방법보다 정확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려면 MEASURE 버튼을 누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