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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었으며 이후 편집판에서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gi-
lent는 해당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본 설명서 및 여기 포함된 모든 정보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
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한 명
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부인합
니다. Agilent는 본 문서 또는 여기 포함
된 정보의 제공, 사용 또는 실시와 관련
된 모든 오류 또는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gi-
lent와 사용자가 본 문서의 내용에 해당
하는 보증 조항이 포함된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계약의 보증 
조항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기술 라이센스 
본 문서에 설명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
프트웨어는 라이센스에 의해 제공되며 
이 라이센스에 의해 사용 또는 복제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권리 범주

미국 정부의 제한적 권리  연방 정부에 
제공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 데이터 권리
는 최종 사용자 고객에게 통상적으로 허
용되는 권리만을 포함합니다.  Agilent는 
FAR 12.211(기술 데이터)과 12.212(컴퓨
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방부에 관한 
DFARS 252.227-7015(기술 데이터 - 상용 
항목)와 DFARS 227.7202-3(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
서에 대한 권리)에 의거해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정보에 관한 본 관습적 상용 라
이센스를 제공합니다.

안전 고지

주의

주의 고지는 위험 사항을 알려
줍니다. 올바로 수행하거나 준
수하지 않으면  제품이 손상되
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는 작동 절차와 실행 방식 
등에 주의를 요합니다. 발생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여 해결하
기 전에는 주의 고지 이후 내용
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경고

경고 고지는 위험 사항을 알려줍
니다. 올바로 수행하거나 준수
하지 않으면 상해나 사망을 초래
할 수 있는 작동 절차와 실행 방
식 등에 주의를 요합니다. 발생
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여 해결
하기 전에는 경고 고지 이후 내
용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안전 기호

계측기와 본 문서의 다음 기호는 계측기의 안전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수칙을 나타냅니다.

직류(DC)
장비는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
호됩니다.

교류(AC) 접지 단자

직류 및 교류 범주 II 과전압 보호

주의, 위험 요소가 있음(구체
적인 경고 또는 주의 정보는 
본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Category III 과전압 보호

주의, 감전 위험

CAT II

CA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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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정보 

다음 일반 안전 수칙은 본 계측기의 모든 작동 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수칙 또는 본 설명서 다른 곳의 특정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설계, 제조의 안전 표
준 및 계측기의 의도된 사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Agilent Technologies, Inc.는 고
객이 이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고 • 사용하지 않는 모든 스코프(오실로스코프) 프로브, 디지털 멀티미터
(DMM) 데스트리드 또는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DMM 테스트 리드 및 스코프 프로브를 동시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DMM 기능을 사용하기에 앞서 계측기로부터 스코프 프로브를 분리합니다.

• 스코프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계측기로부터 DMM 테스트 리드를 분리합
니다.

경고 배터리 교체 도중 전기 충격 또는 화재를 피하려면

• 케이스 또는 배터리 덮개를 열기 전, 테스트 리드, 프로브, 전원 공급기, 그리
고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배터리 커버가 열린 상태로 계측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지정된 단열 프로브 및 테스트 리드만 사용하십시오.
• 계측기와 함께 제공되는 10.8V Li-Ion 배터리 팩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화재 및 부상 예방 방법:

• 계측기와 함께 제공되는 지정 AC/DC 어댑터와 테스트 리드만 사용하십 
시오.

• 계측기에 연결하기 전에 계측기의 정격 및 표지를  
확인하십시오.

• 측정을 수행할 때에는 올바른 안전 및 성능 등급의 계측기와 액세서리를 사
용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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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테스트할 능동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계측기에 프로브나 테스트 리드를 연
결합니다. 계측기에서 분리하기 전에 능동 회로에서 프로브나 테스트 리
드를 분리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프로브, 테스트 리
드 또는 노출된 전기 회로망에 USB 케이블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덮개를 벗겨놓은 상태나 전원이 공급되는 중에는 회로를 노출하거나 계측
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노출된 금속 BNC 또는 바나나 플러그 커넥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계측
기에 제공된 절연된 전압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어댑터만 사용합니다.

• 멀티미터기 모드에서 저항이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중에는 전압을 공
급하지 마십시오.

• 계측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동하지 말고 공인 서비스 직원
에게 검사를 맡기십시오.

• 젖어있거나 습한 환경에서 계측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계측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인화성 가스 
또는 불꽃이 있는 장소에서 계측기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계측기 표면이 깨끗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고압 테스
트를 하는 동안에는 BNC 커넥터가 마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경고  최  입력 전압

• 입력 CH1 및 CH2 다이렉트 (1:1 프로브) — CAT III 300Vrms

• 10:1 프로브를 통한 입력 CH1 및 CH2 — CAT III 600Vrms[1], CAT II 1000Vrms[1]

• 100:1 프로브를 통한 입력 CH1 및 CH2 — CAT III 600Vrms[1], CAT II 
1000Vrms[1], CAT I 3540Vrms[1]

• 미터 입력 — CAT III 600V, CAT II 1000Vrms

• 스코프 입력 — CAT III 300Vrms1

• AC 정현파-전압 정격은 Vrms (50 – 60Hz),  DC 적용-전압 정격은 VDC입니다.

 최  부동 전압

• 모든 터미널에서 접지까지 — CAT III 600Vrms

[1] 사양에 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프로브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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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계측기를 제조업체가 정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측기 보호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상 마른 천을 사용하여 계측기를 청소합니다. 에틸 알코올 또는 다른 휘
발성 액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후면에 충분히 공기가 흐르도록 계측기를 똑바로 
세워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닫아 DC 전력 입구 및 USB 포트는 항상 덮어 두
어야 합니다.

주의 ESD(Electro-Static Discharge) 예방 방법:

ESD(Electro-Static Discharge)로 인해 계측기 부품이나 액세서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예민한 장비를 설치 및 제거할 경우에는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을 선택하십
시오.

• 민감한 컴포넌트는 취급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부품이 노출되어 있는 
커넥터 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예민한 부품을 정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ESC 방지 가방에 담아 운반하거
나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옵션)는 올바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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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건 

본 계측기는 실내용으로 제작한 것이며 응결이 적은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
다. 아래 표는 본 계측기의 일반 환경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 조건  요구사항

온도

작동: 
• 0 °C ~ 50 °C(배터리만으로)
• 0 °C ~ 40 °C(AC/DC 어댑터 포함)

저장장치: -20 °C ~70 °C

습도

작동: 
• 최대값: 40 °C에서 80% RH(비응축)
• 최소값: 40 °C에서 50% RH(비응축)

저장: 40 °C에서 최고 95% RH(비응축)

참고 U1610/20A 휴대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아래와 같은 안전 및 EMC 규정을 준수합니다.

• IEC 61010-1:2001/EN 61010-1:2001
• 캐나다: CAN/CSA-C22.2 No. 61010-1-04
• 미국: ANSI/UL 61010-1:2004
• IEC 61326-1:2005/EN 61326-1:2006
• 호주/뉴질랜드: AS/NZS CISPR11:2004
• 캐나다: ICES/NMB-001: 4판,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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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표시

CE 마크는 EC의 등록 상표입니다. CE 
마크는 제품이 관련된 모든 유럽 법적 
지침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ICES/NMB-001은 본 ISM 장치가 캐나
다 ICES-001에 부합함을 나타냅니다.
Cet appareil ISM est confomre a la norme 
NMB-001 du Canada.

ISM GRP.1 클래스 A는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Group 1 클래스 A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C-tick 마크는 Spectrum Management 
Agency of Australia의 등록 상표입니
다. 이는 1992년의 Radio 
Communication Act 조항 하의 호주 
EMC 프레임워크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이 계측기는 WEEE 지침(2002/96/EC) 
마크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부착
된 제품 라벨은 본 전자/전기 제품
을 국내 가정용 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CSA 마크는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제품에는 환경 보호 사용 기한
이 최대 40년 이상인 제한 물질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III U1610/20A 사용 설명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2002/96/EC)

이 계측기는 WEEE 지침(2002/96/EC) 마크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부착된 제품 
라벨은 본 전자/전기 제품을 국내 가정용 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음을 나타냅 
니다. 

제품 범주:

WEEE 지침 별첨 1의 장비 유형을 참조하면 이 계측기는 "모니터링 및 제어 계측
기"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별첨된 제품 라벨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정용 쓰레기로 버리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계측기를 반환하려면 가까운 Agilent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www.agilent.com/environment/product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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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

이 계측기의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은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 모델 번호 또는 설명을 통해 DoC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regulations.corporate.agilent.com/DoC/search.htm

참고 해당 DoC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Agilent 영업 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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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서...

1 시작하기

이 장에는 휴대용 스코프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2 제품 모습

이 장에는 휴대용 스코프 키, 패널,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요가 제공됩니다.

3 오실로스코프 사용

이 장에는 오실로스코프 기능 설정 방법이 설명됩니다.

4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이 장에는 멀티미터 측정에 대한 구성 및 수행 방법이 설명됩니다.

5 데이터 로거 사용

이 장에는 스코프 및 미터 데이터 로그 수행 방법이 설명됩니다.

6 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이 장에는 시스템 관련 설정 및 서비스 기능 수행 방법이 설명됩니다. 

7 사양 및 특성

이 장에는 규격, 특징, 오염 정도 및 휴대용 스코프의 측정 카타고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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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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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소개

U1610/20A휴대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은 다중 산업 자동화, 프로세스 제어,  
시설 유지관리 및 자동차 서비스 산업용 이동형 고성능 문제 해결 도구입니다. 

U1610A 및 U1620A 모델은 각각 100MHz 및 200MHz의 대역폭과, 최대 1GSa/s 
및 2GSa/s의 실시간 샘플비를 제공합니다.

5.7인치 LCD 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U1610/20A 오실로스코프는 2개의 채
널에서 오는 파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U1610/20A는 최고 30가지 종
류의 자동 측정을 수행합니다.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 모두에서 신속하게 파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형 연산 및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1610/20A는 디지털 멀티미터(DMM) 및 데이터 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자동범위설정 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DMM 측정 수행이 가능합
니다. 데이터 로거 기능을 이용하여 DMM 및 범위 측정을 위한 자동 데이터 로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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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패키지 내용물

포장 용기가 도착하면 풀지 마시고 용기에 손상이 있는지부터 검사하십시오.

포장 용기가 손상된 경우 또는 완충제가 스트레스 징후를 보일 경우, 운송자 및 
가까운 Agilent 영업점에 문의하십시오. 손상된 포장 용기 또는 완충제는, 내용
물이 완벽한지 검사하고, 휴대용 스코프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휴대용 스코프 패키지 안에 다음과 같은 품목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1 × 휴대용 스코프

✔ 1 × 전원 케이블

✔ 1 × 리튬이온 배터리 팩(휴대용 스코프에 포함됨)

✔ 1 × AC/DC 어댑터

✔ 2 × 10:1 CAT III 600V 스코프 프로브

✔ 1 × 프로브 연결 BNC 어댑터 

✔ 1  DIMM 테스트 리드 키트

✔ 1 ×  USB 케이블

✔ 1 ×  핸드 스트랩(휴대용 스코프에 부착됨)

✔ 1 ×  넥 스트랩

✔ 빠른 시작 설명서

✔ 교정 인증서

빠진 품목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애질런트 영업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휴 용 스코프 검사

기계 손상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 또는 휴대용 스코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Agilent 영업점에 알립니다.

참고 상기 항목은 수량이 더 필요한 경우 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U1610/20A 사용 설명서 3



1 시작하기 
옵션 액세서리

다음과 같은 액세서리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 1:1 CAT III 300V 스코프 프로브

• 100:1 CAT III 600V 스코프 프로브

• 온도 모듈

• 데스크탑 충전기

• 운반용 소프트 케이스

핸드 스트랩 조정

손에 잘 잡히도록 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스트랩을 열고 2개의 벨크로 스트립
을 조정합니다.

넥 스트랩 설치

스트랩 구멍에 벨크로 스트립을 끼워 넣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적절한 길이
로 스트랩을 조정한 후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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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배터리 충전

휴대용 스코프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 또는 보관한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에는, 제공된 AC/DC 어댑터를 사용하여 휴대용 스코프를 끈 상태로 최소 3시간 
배터리를 완충합니다. 연속 사용 후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는 휴대용 
스코프를 켠 상태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원 키  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지속됩니다. 

휴 용 스코프을 기울게 만듭니다

작동 중 적절한 취급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휴대용 스코프을 기울게  
만듭니다.

 

틸트 스탠드를 들어 올려 
바깥쪽으로 당김
U1610/20A 사용 설명서 5



1 시작하기 
휴 용 스코프 전원 켜기/끄기

휴대용 스코프의 전원을 켜려면 을 약 3초간 누릅니다.휴대용 스코프 디스

플레이가 나타나면, 스코프 사용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휴대용 스코프의 전원을 끄려면 을 약 3초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꺼지

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휴대용 스코프를 재부팅하려면 을 약 10 초간 누릅니다 .

기능 소프트 키 사용

소프트 키 위에 보이는 라벨에 해당하는 소프트 키(  ～ )를 누릅니다.

빠른 도움말 액세스

각각의 도움말 정보를 보려면 기능 키/소프트키 하나를 누르고 연달아  

을 누릅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도움말에서 탐색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도움말을 보시려면  >  > 을 누른 

후 키를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도움말을 사용하여 정보를 액세스하려면 를 약 3초동안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참고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모든 케이블과 액세서리를 연결합니다. 프로브는 휴대용 
스코프이 켜져있는 동안에도 연결/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을 약 10초간 눌러도 휴대용 스코프가 재부팅되지 않으면 배터리를 제거했

다 다시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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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휴 용 스코프 초기화

을 눌러 기본값으로 변경하려면 휴대용 스코프를 재시작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의 모든 사용자 정의 구성이 삭제됩니다.

그림1-1 기본 설정 값 기능

참고 휴대용 스코프을 초기화 하기 전,  > 을 눌러 나중을 위해 현

재의 구성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69페이지의 "저장 및 호출 제어"을 참조 

하십시오.
U1610/20A 사용 설명서 7



1 시작하기 
자가 교정 수행

자가 교정을 수행하면, 어떠한 신호도 휴대용 스코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가 교정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펌웨어는 제로, 오프셋, TDC 교정을 수행
할 것입니다.

• 제로 교정의 경우, 펌웨어는 제로 입력 조건에 맞는 고정된 시간 동안 샘플을 
얻게될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채널 노이즈와 DC 오프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펌웨어는 이 채널 DC 오프셋을 결정하고, 자가 교정이 완료된 직 후 
결정된 DC 오프셋을 이용하여 ADC 샘플에서 차감하여 오프셋 보정 샘플을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온도 변화와 컴포넌트의 노화로 인한 채널 DC 오프셋 
제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값을 제공합니다. 

• 오프셋 보정(제로 교정 완료 후에 수행됨)은 게인 정확성을 위해 시스템 오프
셋 DAC를 보정합니다 보정을 하는 동안, 펌웨어는 +4 영역 및 -4 영역(수직)
으로  제로 입력 신호 트레이스를 상쇄하는데 필요한 오프셋 DAC 코드 설정 
값을 결정합니다. ± 4 영역 범위를 가로질러 입력 트레이스를 이동시키기 위
한 오프셋 DAC용 코드워드 범위는 오프셋 DAC 게인을 나타냅니다. 이 게인
은 온도 변화 및 컴포넌트 노화로 인해 변화합니다. 오프셋 교정은 오프셋 
DAC 게인의 드리프트를 수정합니다.

• TDC 교정은 TDC 회호가 수행하는 시간 간격 측정의 오류(온도 변화로 인한)
를 교정하고 수정합니다.

자가 교정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용 스코프가 예열되도록 적어도 30분 기다립니
다. 다음 상황에서 자가 교정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매 12개월마다 또는 2000시간 작동 후.

• 상온이 교정 온도도로부터 10 °C인 경우

• 측정의 정확도 최대화 

• 이상 작동 발생 후

• 수리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

경고 자가 교정 수행 전에 휴 용 스코프의 입력 단자에 연결된 모든 프로브 및 미
터 연결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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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  > 을 눌러 자가 교정을 시작합니다. 

공장 보정 상수로 복원하려면 을 누릅니다.

그림1-2 자가 교정 통지

날짜 및 시간, 언어 설정

 > 을 눌러 일반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을 눌러 현재 날짜 및 시간(24시간 포맷)을 설정합니다. 아무 소프트 
키나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년도, 월, 일, 시간 및 분을 설정합니다.

을 누르고 을 사용하여 10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
태리어, 독일어, 포르투칼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및 한국어)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참고 • 실시간 시계는 유효한 날자 선택 만 허용합니다. 날짜가 선택된 후, 월 또는 년
이 변경되어 그 날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날짜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는 스코프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U1610/20A 사용 설명서 9



1 시작하기 
프로브를 오실로스코프 터미널에 연결

아래 그림과 같이 스코프 프로브로 단일 채널 또는 이중 채널 중의 하나에 휴대
용 스코프를 연결합니다.
10 U1610/20A 사용 설명서



시작하기 1
스코프 프로브 교정

입력 채널에 처음으로 수동 스코프 프로브를 연결할 때마다 스코프 프로브 보정
을 수행합니다. 프로브 특성을 휴대용 스코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
브를 잘못 교정하면 중요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대한 프로브 교정 조정 방법(예제):

1 아래 그림과 같이 수동 프로브를 채널 단자에 연결하고 BNC 어댑터를 사용

하여 프로브 접점을 외부 트리거 단자에 연결합니다.

2 을 누르고 하나의 채널에 대한 교정 신호를 켜기 위해 토글 키  를 
누릅니다.

3 를 반복해서 눌러 프로브 감쇠 인자를 설정합니다. 

4 입력 신호는 5Vpp, 1kHz입니다(외부 트리거).

BNC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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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비금속 도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가장 단조로운 펄스를 위해 프로브 상의 트
리머 캐패시터를 조정합니다. 

그림1-3 트리머 캐패시터 

그림1-4 펄스 모양 참조

트리머 캐패시터

적절히 보정

과보정됨

보정이 충분치 않음
12 U1610/20A 사용 설명서



시작하기 1
독립적으로 분리된 스코프 입력 채널

신호 소스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지상 접지 기준 신호 - 계통 접지(예: 지상 접지)를 기준으로 하는 전압 신호

• 부동 접지 기준 신호 - 지상 접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전압 신호의 부동  
신호

그림1-5 부동 접지 기준 신호 및 지상 접지 기준 신호

여러 개의 입력값이 있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부동 신호를 측정할 경우, 원치 않
는 접지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지 루프는 측정 오류를 유발하거
나 감전 또는 서지 전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접지 루프는 그림1-6에 나온 것처
럼 두 입력 지점의 음극 단자 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채널 간 격리 기능이 있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접지 루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격
리된 채널은 두 입력 지점 간의 모든 잠재적인 공통 회로를 제거하여 두 가지 신
호 경로의 사이를 효과적으로 분리합니다.

Floating ground 
referenced signal

Floating ground 
referenced signal

Floating ground 
referenced signal

Earth ground 
referenced signal

Earth ground 
referenced signal

Earth ground 
referenced signal

부동 접지 

기준 신호

부동 접지 
기준 신호

부동 접지 

기준 신호

지상 접지 

기준 신호

지상 접지 

기준 신호

지상 접지 

기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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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그림1-6 접지 루프

휴대용 스코프 입력 채널, 외부 트리거, USB, AC/DC 어댑터는 각각 전기적으로 
격리됩니다. 이러한 격리 기능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원치 않는 접지 루프 없이 채널 간의 부동 신호 측정

• 회로에서 트리거 지점을 자유롭게 연결

• USB 포트가 휴대용 스코프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USB 
포트를 사용하여 PC에 연결

• 휴대용 스코프를 충전하는 동안 테스트 대상 장치 모니터링

그림1-7에서는 휴대용 스코프 채널 격리를 간단히 보여 줍니다. 격리된 입력 채
널의 섀시 및 컨트롤은 플라스틱, 고무 또는 다른 종류의 절연 재료로 설계되었
습니다. 각 입력 채널(CH1, CH2 및 외부 트리거)은 그림1-7에 표시된 바와 같이
, 모든 지상 접지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Agilent 격리 기술 아키텍처 및 접지 리
드와 격리됩니다.

V3

V2

V1

Input 1 Input 2
+ – – +

Input 1 and Input 2 negative terminals will experience a V2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hem. 
If these input terminals are not isolated , there will be a short-circuit for voltage source V2.

Multimeter멀티미터

입력 1 및 입력 2 음극 단자 간에는 V2 전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력 단자가 
격리되지 않을 경우, 전압 소스 V2를 위한 단락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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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그림1-7 채널 격리 블록 구성도

측정 프로브와 스코프에 대한 입력 사이에 직접 연결이 없으므로, 측정된 전압
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각 입력은 해당하는 기준 전압 지점에 연결되며 지상 기
준 지점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휴대용 스코프 입력 채널은 서로 완전히 격리되며 채널과 송전선 격리, 채널과 
USB 연결 격리, 채널과 키패드 격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전압 기준 등
급을 사용하여 신호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gilent isolation technology

ADC ADC

Ext 
Trig

CH 1

`

CH 2

1 3 2

USB

AC/DC 
Adapter

SYSTEM

Isolation

AC/DC 
어댑터

Agilent 격리 기술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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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그림1-8 절연 덮개

완전히 격리된 입력 채널 휴대용 스코프가 PWM 인버터 드라이브의 출력 전압 
및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제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예가 그림1-9에 나와 있습니다. 채널 1은 PWM AC 드라이브의 출력 
전압에 연결되어 있으며, 채널 2는 제어 보드에서 신호가 나오는 트랜지스터 입
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부동 측정을 위해 각 채널의 프로브 기준 리드
는 회로에 연결됩니다.

그림1-9 VFD IGBT 제어 신호 및 IGBT 출력 프로브

경고 전기 충격을 방지하려면 고리 클립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프로브 끝 부분
에 절연 덮개를 씌우십시오 . 또한 이렇게 하면 두 접지 클립이 모두 연결되었
을 때 두 개의 프로브가 서로 연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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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CAT III 600V 에서 격리된 프로브를 사용하여 부동 
측정 수행

각 채널의 서로 다른 신호는 접지에 연결되지 않은 기준 지점을 기준으로 합니
다. 이렇게 하면 접지 루프 오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1-10 CAT III 600V에서 채널 간 격리

각 BNC 입력의 최대 입력 전압은 CAT III 300V(비 지상 접지 기준) 및 CAT III 
600V(지상 접지 기준)입니다. 10:1 프로브로 CAT III 600V의 입력 부동 전압을 
측정할 경우, 신호는 10배 약화됩니다. BNC 입력 내의 실제 전압 흐름은 CAT III 
60V가 되며 이는 최대 입력 전압 등급에 속합니다.

참고 그림1-10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휴대용 스코프로 부동 측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측정된 신호가 프로브 및 입력 단자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모든 접지 단
자의 부동 전압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AT III 600V 
입력 신호

부동 전압 
CAT III 600V

10:1 프로브

CAT III 300V 
입력 전압

최대 BNC 입력 전압

부동 전압 
CAT III 6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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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경감 곡선

그림1-11 U1560A 스코프 프로브 1:1

그림1-12 U1561A 스코프 프로브 10:1

그림1-13 U1562A 스코프 프로브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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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미터 터미널에 테스트 리드 연결

아래 그림과 같이 테스트 리드를 휴대용 스코프의 미터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U1610/20A 사용 설명서 19



1 시작하기 
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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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U1610/20A 휴 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사용 설명서
2
제품 모습

제품 개요    22

전면 패널 키 개요    23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 개요    25

멀티미터 및 데이터 로거 디스플레이 개요    26

이 장은 휴대용 스코프 키, 패널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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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모습 
제품 개요

채널 2 단자

외부 트리거 단자

채널 1 단자

디스플레이 
패널

전원 켜기/끄기 키

미터 터미널

USB 포트

DC 삽입구

켄싱턴 잠금 슬롯

배터리 커버

윗면

앞면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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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습 2
전면 패널 키 개요

키 설명

    주 기능 키가 눌러져 있을 경우, 주 기능과 관련된 하위 메뉴에 액세스 하기 

트리거 설정 값 구성 이 키를 누르고 있으면 트리거 모드가 변경됩니다.

파형 수집 모드 선택하기.

연속 가동 모드 또는 정지 모드 간 전환하기. 이 키를 누르고 있으면 트리
거 모드가 단일 수집으로 변경됩니다.

스케일 자동 조정 수행 및 자동스케일 설정값 구성.

멀티미터 모드에 액세스 하기.

오실로스코프 모드에 액세스 하기.

시스템 관련 설정 값에 액세스 하기.

내장 퀵 도움말에 액세스 하기.

데이터 로거 모드에 액세스 하기.

연산 기능 및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능 수행하기.

저장 및 호출, 화면 인쇄, 기본 설정 값 기능에 액세스 하기. 이 키를 누르
고 있으면 빠른 인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값 구성하기.

X 또는 Y 커서 기능에 액세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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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모습 
자동 측정 선택 및 수행하기

소프트 키 기능 및 값 선택하기.

수직 영역 당 전압(volt/div)의 수직 감도(게인) 조정하기.

파형 및 그라운드 레벨 위치 조정하기.

수평 모드 액세스 하기.

수평 영역 당 시간(time/div)으로 스윕 속도 변경하기

지연 시간 설정하기(수평 위치).

다음 항목을 위해 이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 ≈ 휴대용 스코프를 켜려면 1 초 
• ≈ 휴대용 스코프를 끄려면 1 초 
• ≈ 휴대용 스코프를 재부팅하려면 10 초

전원 꺼짐 배터리 충전 중, 이 키는 아래와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 붉은색으로 깜박임 ( 캐패시티 < 60%)
• 노란색으로 깜박임 (60% < 캐패시티 < 90%)
• 노란색 유지 ( 캐패시티 > 90%)

전원켜짐 배터리 충전 중, 이 키는 항상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변경 상
태가 디스플레이의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키 설명
24 U1610/20A 사용 설명서



제품 모습 2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 개요

번호 설명

1 체널 및 시간기준 설정 정보를 보여줍니다.

2 트리거 수준, 신호 그라운드 레벨, 분석기 파형, 시간 기준 및 트리거 지점를  
위한 채널 확인자 및 표시기와 함께 채널 입력 파형을 보여줍니다.

3 샘플 속도를 보여줍니다.

4 키 및 소프트 키의 기능 메뉴를 보여줍니다.

5 신호 획득 모드를 보여줍니다.

6 배터리 상태 및 배터리 충전용 AC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7 트리거 종류, 소스 및 수준을 보여줍니다.

8 날짜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6

4

1 5

7

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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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모습 
멀티미터 및 데이터 로거 디스플레이 개요

6

5

7

2

1

3

4

61
2

8

5

4

번호 설명

1 획득, 날짜와 시간, 지속 상태를 보여줍니다.

2 측정 판독 값을 보여줍니다. 

3 가상 측정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4 결과로 나온 평균, 최대 및 최소 판독 값을 보여줍니다.

5 키 및 소프트 키의 기능 메뉴를 보여줍니다.

6 배터리 상태 및 배터리 충전용 AC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7 자동 또는 수동 범위 모드를 표시합니다.

8 로거링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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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U1610/20A 휴 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사용 설명서
3
오실로스코프 사용

수직 컨트롤    28

수평 컨트롤    33

트리거 컨트롤    38

파형 수집 제어    48

디스플레이 제어    50

자동 측정    52

커서 측정 제어    60

분석기 제어    62

Autoscale 및 Run/Stop 제어    66

저장 및 호출 제어    69

이 장에서는 오실로스코프 기능 설정 방법이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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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수직 컨트롤

을 눌러 수직 채널 제어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을 눌러 해당 채널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파형 표시를 위한 채널 선택

한 개 또는 두 개 채널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토글 키를 통해 채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림3-1 채널 1 하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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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수직 시스템 설정

그라운드 레벨 위치 조정

신호 그라운드 레벨은 디스플레이 상의  아이콘 위치를 통해 식별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및 파형을 수직으로 이동시킵니다:

• 을 누르거나, 

•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

음의 전압 값을 이용해 상단 오프셋 파형으로 파형을 이동시키고 양의 전압 값
을 이용해 하단 오프셋 파형으로 이동합니다.

그라운드 레벨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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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수직 감도 조정 

을 눌러 파형의 수직 감도(volt/div)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널 커플링

 토글 키를 눌러 채널 커플링을 설정합니다.

AC 커플링은 파형의 DC 컴포넌트를 차단하며 보고자 하는 신호의 AC 컴포넌트
만 허용합니다. 

DC 커플링은 AC 및 DC 컴포넌트 둘 다 휴대용 스코프를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프로브 설정

을 눌러 프로브 설정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토글 키를 눌러 전압 프로브의 전압 단위 또는 전류 프로브의 암페
어를 설정합니다. 채널 감도 및 오프셋, 트리거 레벨, 측정 결과, 연산 기능 등은 
선택한 단위를 반영합니다.

를 반복적으로 눌러 전압/전류 브로브로 전압/전류 값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감쇠 인자/민감도를 설정합니다. 감쇠 인자/민감도는 사용되는  
프로브에 따라 설정하여 측정 결과가 실제 전압/전류 레벨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직 감도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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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AC 전류 측정

AC 전류 측정은 AC 전류 클램프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권장하는 제
품은 U1583B AC 전류 클램프입니다 .

AC 전류를 측정하려면

1 AC 전류 클램프를 채널 1 또는 채널 2에 연결합니다.

2 / 를 눌러 연결된 채널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을 눌러 프로브 설정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4 를 토글하여 전류 측정 단위를 설정합니다.

5 를 반복적으로 눌러 AC 전류 클램프에 필요한 V/A 범위를 선택합

니다.

반전 제어
이 제어는 그라운드 레벨에 대하여 표시된 파형을 거꾸로 전환합니다. 반전은 
채널 표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트리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거꾸로 전환하면 분석기 제어 메뉴에서 선택된 기능의 결과도 변경됩니다.

채널 파형 반전 방법: 

1 를 눌러 반전 및 대역폭 제한 컨트롤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2  토글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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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그림3-2 반전 전후 파형

역폭 제한 제어

을 누르고 을 반복적으로 눌러 최대 채널 대역폭을 10kHz 
또는 20MHz로 설정합니다. 대역폭 제한 미만의 주파수를 가진 파형의 경우, 이 
컨트롤을 켜면 파형에서 원치 않는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0으로 되돌리기

>  를 눌러 두 채널의 수직 오프셋을 0으로 되돌립니다.

도치 전 도치 후

대역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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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수평 컨트롤

수평 컨트롤은 파형의 수평 스케일 및 위치를 조정합니다. 

수평 시스템 설정

시간 참조 위치 선택

시간 참조는 트리거 포인트가 참조될 화면 상의 지점입니다. 시간 참조는 화면
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중앙으로 하나의 그리드 라인으로 설정될 수 있습
니다.

 계수선 상단에 시간 참조 위치를 표시합니다 지연 시간이 0으로 설정된  
경우, 지연 시간 표시기( )가 시간 참조 표시기를 덮어 씁니다. 

 를 누르고 를 반복적으로 눌러 시간 참조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림3-3 시간 참조 위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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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수평 스케일 인자를 조정(time/div)

을 눌러 수평 스케일 인자 또는 파형의 스윕 속도를 증가 또는 감

소시킬 수 있습니다. 

파형 지연 설정

지연 설정은 시간 참조 위치에 대하여 트리거 이벤트의 특정 위치를 설정합니다.

을 눌러 지연 시간 표시기( )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음의 지연 값은 트리거 이벤트 전에 파형의 일부를 본다는 것이며 양의 값은 트
리거 이벤트 이후에 파형을 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평 스케일 인자

지연/시간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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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수평 모드

를 눌러 수평 모드 메뉴에 들어갑니다.

주 모드

을 눌러 주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는 오실로스코프용 일반 보기 
모드입니다.  

줌 모드

을 눌러 줌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는 일반 표시의 수평 확장 버
전입니다. 줌 기능이 활성화되면, 디스플레이는 반으로 나뉘어 상단에 일반 스
윕 그리고 하단에 줌 스윕을 표시합니다. 

확장된 일반 표시 영역은 박스로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는 박스의 

크기를 제어하고 은 줌 스윕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림3-4 줌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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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롤 모드

를 눌러 롤 모드로 들어갑니다. 롤 모드는 파형이 화면을 가로질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갑니다.   표시를 중단하려면 을 누릅니다. 화면

의 내용을 지우고 수집을 재시작 하려면 를 다시 누릅니다.

XY 모드

을 눌러 XY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는 전압 대 시간 표시에서 전

압 대 전압 표시로 화면을 변경합니다. 시간축이 꺼지고 채널 1 진폭이 X 축에, 

채널 2 진폭이 Y 축에 표시됩니다. Z 축 입력(외부 트리거)은 trace on/off로 바

뀝니다. Z 값이 낮을 경우(1.4V 미만) Y 대 X가 표시되고, 높을 경우(1.4V 초과) 

trace가 꺼집니다.

주파수 및 두 신호의 위상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XY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 길이

시간 / 눈금 비 인터리브 방식 인터리브 방식

샘플링 속도 기록 길이 ( 지점 ) 샘플링 속도 기록 길이 ( 지점 )

U1610A U1620A U1610A U1620A

50 초 1kSa/s 60k 600k 2kSa/s 120k 1.2M

20 초 2.5kSa/s 60k 600k 5kSa/s 120k 1.2M

10 초 5kSa/s 60k 600k 10kSa/s 120k 1.2M

5 초 10kSa/s 60k 600k 20kSa/s 120k 1.2M

2 초 25kSa/s 60k 600k 50kSa/s 120k 1.2M

1 초 50kSa/s 60k 600k 100kSa/s 120k 1.2M

500ms 100kSa/s 60k 600k 200kSa/s 120k 1.2M

200ms 250kSa/s 60k 600k 500kSa/s 120k 1.2M

100ms 500kSa/s 60k 600k 1MSa/s 120k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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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50ms 1MSa/s 60k 600k 2MSa/s 120k 1.2M

20ms 2.5MSa/s 60k 1M 5MSa/s 120k 2M

10ms 5MSa/s 60k 1M 10MSa/s 120k 2M

5ms 10MSa/s 60k 1M 20MSa/s 120k 2M

2ms 25MSa/s 60k 1M 50MSa/s 120k 2M

1ms 50MSa/s 60k 1M 100MSa/s 120k 2M

500μs 100MSa/s 60k 1M 200MSa/s 120k 2M

200μs 250MSa/s 60k 1M 500MSa/s 120k 2M

100μs 500MSa/s 60k 1M 1GSa/s 120k 2M

50μs 1GSa/s 60k 1M 2GSa/s 120k 2M

20μs 1GSa/s 60k 1M 2GSa/s 120k 2M

10μs 1GSa/s 60k 1M 2GSa/s 120k 2M

5μs 1GSa/s 60k 1M 2GSa/s 120k 2M

2μs 1GSa/s 60k 1M 2GSa/s 120k 2M

1μs 1GSa/s 60k 1M 2GSa/s 120k 2M

500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200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100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50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20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10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5ns 1GSa/s 60k 1M 2GSa/s 120k 2M

시간 / 눈금 비 인터리브 방식 인터리브 방식

샘플링 속도 기록 길이 ( 지점 ) 샘플링 속도 기록 길이 ( 지점 )

U1610A U1620A U1610A U16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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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트리거 컨트롤

을 눌러, 오실로스코프가 데이터 수집 및 파형 표시를 언제 시작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트리거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트리거 된 파형은, 디스플레이의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오실로스코프가 파형 추적을 시작한 파형이며,  매번 

특정 트리거 조건이 충족됩니다. 

트리거 유형

을 누르고 를 반복해서 눌러 트리거 유형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그림3-5 트리거 유형 및 하위 메뉴 설정

디스플레이 좌측에 있는  아이콘은 아날로그 채널용 트리거 레벨의 위치를 나
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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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에지 트리거

에지 트리거는 파형에서 지정된 에지(기울기) 및 전압 레벨을 확인하여 트리거
를 식별합니다.

소스

을 반복해서 눌러 트리거 소스를 선택합니다. 

커플링

를 반복해서 눌러 다음 중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 DC 커플링 - DC 및 AC 신호가 트리거 경로로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 AC 커플링 - 트리거 파형에서 DC 오프셋 전압을 제거합니다. 

• LF(저주파수) 거부 커플링 - 트리거 파형에서 원치 않는 저주파수 컴포넌트
를 제거합니다.

• HF(고주파수) 거부 커플링 - 트리거 파형에서 고주파수 컴포넌트를 제거합니다.

기울기

을 반복해서 눌러 상승( ) 에지, 하강( ) 에지, 얼터네이트( ) 에
지, 또는 이더( ) 에지를 선택합니다

제한값을 갖는 이더 에지 모드를 제외하고 모든 모드는 오실로스코프 대역폭까
지 작동합니다. 이더 에지 모드는 최대 100MHz의 불변 파 신호를 트리거하지만 
1/(2 x 오실로스코프 대역폭) 아래로 고립된 펄스를 트리거 할 수 있습니다.

레벨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이용하여 트리거 레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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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글리치 트리거

글리치란 파형과 비교시 일반적으로 협소한, 파형의 급속한 변화를 말합니다. 
피크 치 감지 모드은 보다 손쉽게 글리치나 협소한 펄스를 보는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소스

39페이지의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극성

 토글 키를 눌러 캡처하고자 하는 글리치를 위한 양( ) 극성 또는 

음( ) 극성을 선택합니다.

레벨 

39페이지의 "레벨"를 참조하십시오.

퀄리파이어

시간 퀄리파이어는 시간 주기가 다음과 같은 채널 패턴을 오실로스코프가 트리
거 하도록 설정합니다.

• 시간 값 미만(<)

• 시간 값 초과(>)

• 시간 값 범위 내(><)

• 시간 값 범위 밖(<>)

퀄리파이어 선택하기:

1 을 눌러 추가 트리거 파라미터에 들어갑니다. 

2 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최  및 최소 값

 >  /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선

택된 퀄리파이어에 맞는 최대 또는 최소 시간 값을 각각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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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커플링

39페이지의 "커플링"를 참조하십시오.

TV 트리거

TV 트리거는 가장 표준의 고해상도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복잡한 파형을 캡
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스

39페이지의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을 반복해서 눌러 NTSC, SECAM, PAL, PAL-M, HDTV 720p,  
HDTV 1080p, 또는 HDTV 1080i 표준을 선택합니다.

NTSC, SECAM, PAL 및 PAL-M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방송 표준입니다. 
HDTV는 고해상도 TV 표준입니다.

모드

을 반복해서 눌러 트리거 할 비디오 신호 부분을 선택합니다.

• 전체 필드 - 수직 싱크 간격의 최초 펄스의  라이징 에지를 트리거 합니다. 

• 전체 라인 - 모든 수평 싱크 펄스를 트리거 합니다.

• 라인 - 선택된 라인 #를 트리거 합니다(HDTV 표준만 해당).

• 홀수 - 홀수 필드의 최초 톱니 펄스의 라이징 에지를 트리거 합니다.

• 짝수 - 짝수 필드의 최초 톱니 펄스의 라이징 에지를 트리거 합니다.

• 라인:홀수 - 홀수 필드의 선택된 라인 #를 트리거 합니다.

• 라인:짝수 - 짝수 필드의 선택된 라인 #를 트리거 합니다.

상기 모드 전부가 모든 표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드 선택은 선택
한 표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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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사용자 지정 라인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트리거 하고자 하는 라인 번호

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라인 트리거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Nth 에지 트리거

Nth 에지 트리거는 트리거가 지정된 유휴 시간 후 발생하는 버스트의 N 번째 에
지를 트리거하도록 합니다. 

소스

39페이지의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기울기

오실로스코프가 파형의 상승 에지 또는 하강 에지의 개수를 카운트하도록 하려

면,  토글 키를 눌러 상승( ) 에지 또는 하강( ) 에지를 선택합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유휴 시간이 충족된 후 N 번째 에지가 감지되었을 때 트리거 합

니다.

유휴 시간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버스트의 최대 폭을 초과하고 

가장 긴 유휴 시간보다 작은 유휴 시간을 선택합니다(높음 또는 낮음).

아래의 예제에서, 유휴 시간은 A보다 작고 B 또는 C 보다 커야 합니다. 유휴 시
간은 낮음(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는 높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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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에지

 >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에지 카운트를  
1 ~ 65535 범위에서 설정합니다.

레벨 

39페이지의 "레벨"를 참조하십시오.

CAN 트리거

CAN(Controller Area Network) 트리거는 CAN 버전 2.0A 및 2.0B 신호를 트리
거 합니다. 기본적인 CAN 트리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프레임 시작(SOF) 비트를 
트리거 합니다. CAN_L 신호 유형의 CAN 메시지 프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

39페이지의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신호

를 반복해서 눌러 CAN 신호의 유형과 극성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

면 아래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소스 채널용 채널 레벨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CAN_H - 실제 CAN_H 차동 버스 신호

지배적인 저신호:

• CAN_L - 실제 CAN_L 차동 버스 신호

• Rx -  CAN 버스 트랜시버부터 오는 신호 수신

• Tx -  CAN 버스 트랜시버부터 오는 신호 송신

• 차동 - 아날로그 소스 채널에 연결된 CAN 차동 버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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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레벨 

39페이지의 "레벨"를 참조하십시오.

전송 속도

을 누르고 를 반복해서 눌러 버스 신호에 맞는 전송 속도

를 설정합니다

선택된 전송 속도가 시스템 전송 속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 트리거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샘플 지점

을 누르고 을 반복해서 눌러 비트 시간 시작과 종료 사이

의 시간 백분율을 나타내는 샘플 지점을 설정합니다.

표준

을 누르고  토글 키를 눌러 표준 CAN(2.0A) 또는 확장 

CAN(2.0B)을 선택합니다.

표준 CAN는 11비트의 긴 식별자를 가지는 반면 확장 CAN은 29비트의 긴 식별
자를 가집니다. 

트리거

 > 을 눌러 데이터 프레임의 SOF 비트를 트리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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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LIN 트리거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트리거는 메시지 프레임의 시작을 표시하는 
LIN 단선 버스 신호의 Sync Nreak exit의 상승 에지를 트리거 합니다.

소스

39페이지의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Sync break

를 반복해서 눌러 LIN 신호의 sync break를 정의하는 최소 클럭 수

를 선택합니다. 

레벨 

39페이지의 "레벨"를 참조하십시오.

전송 속도

44페이지의 "전송 속도"를 참조하십시오.

샘플 지점

44페이지의 "샘플 지점"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을 누르고 를 반복해서 눌러 LIN 표준 1.3, 2.0 또는 2.1을 

선택합니다.

트리거

 > 를 눌러 메시지 프레임의 시작을 표시하는 LIN 단선 

버스 신호의 Sync Break exit에서 라이징 에지를 트리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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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트리거 모드

을 반복해서 눌러 오실로스코프가 트리거를 검색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 트리거 모드를 선택합니다.

• 정상 - 트리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파형을 표시, 그렇지 않을 경우 오실로스코

프는 트리거하지 않으며 화면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 트리거 모드가 설
정되고 트리거가 발견되면 상태 라인에 "Trig'd"가 나타납니다. 트리거가 발
견되지 않을 경우, "Trig'd(blinking)"가 나타납니다.

• 자동 - 트리거 조건이 충족되면 파형을 표시합니다. 트리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오실로스코프가 트리거하도록 만듭니다. 이 트리거 모드

가 설정되고 트리거가 발견되면 상태 라인에 "Auto"가 나타납니다. 트리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Auto(blinking)"가 나타납니다.

• 싱글 - 이어지는 파형 데이터가 화면에 다시 쓰여지지 않고 한 번의 이벤트만 
표시합니다. 오실로스코프가 트리거을 하고 있을 경우, 한 번 습득한 내용이 
표시되고 오실로스코는 정지합니다(상태 라인에 "Stop"이 나타납니다). 

을 다시 눌러 다른 파형을 습득합니다.

그림3-6 자동 트리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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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트리거 연기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오실로스코프가 트리거 회로

를 재 준비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펄스 버스트를 안정하게 트리거하려면, 연기 시간을 
40ns보다 크게, 160ns보다 작게 설정합니다.

노이즈 거부

 토글 키를 눌러 트리거 회로에 추가적인 히스테리시스를 추가하거나 

노이즈를 트리거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노이즈 거부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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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수집 제어

휴대용 스코프의 실시간 샘플링은 반복 신호 또는 단일 신호 둘 중 하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트리거 이벤트 동안 수집된 샘플에서 파형 디스

플레이 생성하고 이전 트리거 이벤트에서 수집한 모든 샘플은 제거됩니다.

을 눌러 수집 모드 메뉴로 액세스합니다.

그림3-7 수집 메뉴

• 일반 모드

대부분의 파형에 사용(일반 decimating, 평균화 없음) 이 모드는 대부분 파형
에 있어서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최대 1.2kpts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 피크 치 감지 모드

최대 샘플비에서 모든 샘플 지점을 평가하고 최소 및 최대 포인트를 선택하
며 메모리에 저정합니다. 이것은 협소한 글리치가 스윕 속도에 관계없이 화
면에 표시되도록 보장합니다. 최대 1.2kpts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캡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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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 고해상도 모드

임의 노이즈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추적을 제공하며 효과적으로 수직 해상도
를 증가시키기 위해 저속의 스윕 속도에서 여분의 샘플을 평균화합니다. 최
대 12kpts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 평균 모드

임의 노이즈를 줄이고 수직 해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중 수집을 평균화 
합니다. 평균 숫자는  또는  키를 사용하여 powers-of-2 증분에서  
2 ~ 8192 범위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 1.2kpts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
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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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어

을 눌러 디스플레이 제어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림3-8 디스플레이 제어 메뉴

벡터 디스플레이

 토글 키를 눌러 연속 파형 데이터 포인트 간에 선을 그려주는 벡터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모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파형

을 생성합니다.  

Sin x/x 삽입

 토글 키를 눌러,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될 때 정확한 파형을 재 생성

하는 x/x 삽입을 활성화시킵니다. 샘플 간 신호 반응을 다시 확인하고자 할 때 

이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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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무한 잔상

 토글 키를 눌러 새 수집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 하지만 이전 

수집 결과를 지우지는 않는 무한 잔상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노이즈 및 지

터를 측정하고 변하는 파형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관찰하고 타이밍 위반을 검사

하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캡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집 결과를 지우려면 을 누릅니다. 오실로스코프가 기동 중이

면 디스플레이는 수집 값을 다시 누적하기 시작합니다. 을 끈 후 

을 눌러 일반 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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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자동 측정

어떠한 채널 소스나 구동 수학 함수에도 최고 30번의 자동 측정(시간, 전압 및 
전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측정하기:

1 을 눌러 측정 기능 메뉴로 액세스합니다 .

2 을 반복해서 눌러 채널 또는 수학 소스를 선택합니다.  
분석기 제어가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에만 수학 소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측정 종류를 선택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4 을 눌러 선택된 측정을 합니다. 

그림3-9 측정 기능 메뉴

가장 최근에 선택된 측정을 위해 측정될 파형의 일부을 보여주기 위해 커서가 
켜집니다.

측정에 필요한 파형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또는 측정을 하기 위한 충분
한 해상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신호나 에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값보다 더 크거나 작게 표시됩니다.  

지난 4회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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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지연 또는 위상 이동 측정을 선택한 경우 을 눌러 소스 채널 또는 구

동 수학 함수를 선택합니다. 을 누르고 를 반복해서 눌러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스를 각각 선택합니다. 

전력 측정을 선택한 경우, 를 눌러 채널 입력 및 프로브 감쇠 인자 또

는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토글 키를 눌러 전압 입력 또는 전류 입력

으로서 채널 1 또는 2를 할당합니다.  또는 를 반복적으로 

눌러 연결된 전압 또는 전류 프로브에 대한 각각의 감쇠 인자 또는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감쇠 또는 민감도를 변경하면 할당된 채널의 수직 스케일도 변경됩

니다. 

모든 측정 값을 삭제하려면 을 누릅니다.

시간 측정

지연

지연은 Source 1에서 선택한 에지와 Source 2에서 선택한 에지로부터 파형  
상의 중간 임계값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트리거 기준점까지의 시간 차를 측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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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듀티 사이클 (–), 듀티 사이클 (+), 하강 시간, 상승 시간, 주파수, 간격,  
폭 (–), 폭 (+)

반복 펄스 열의 듀티 사이클 (-) 및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하강시간은 하향 에지의 상한 임계값과 하한 임계값 간의 시간 차이입니다.

상승시간은 상향 에지의 상한 임계값과 하한 임계값 간의 시간 차이입니다.

주파수는 1/주기로 정의됩니다.

간격은 완전한 파형 사이클의 시간 간격입니다

-폭은 하강 에지의 중간 임계값에서 다음 상승 시간의 중간 임계값까지의 시간
입니다. 

+폭은 상승 에지의 중간 임계값에서 다음 하강 시간의 중간 임계값까지의 시간
입니다.

위상 이동

위상 이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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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T-Max 및 T-Min

T-Max 및 T-Min은 디스플레이의 좌측편에서 시작하여 파형의 최대 및 최소가 
각각 최초로 표시될 때의 X 축 시간 값입니다. 

전압 측정

진폭, 베이스, 최 , 최소, 피크 투 피크, 탑

파형의 진폭은 최상과 최하 값의 차이입니다. 

베이스는 파형의 아래 부분의 모드(가장 일반적인 값) 이거나 그 모드가 잘 정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하는 최소와 동일합니다.

최대 및 최소는 파형 표시에서 각각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입니다.

피크 투 피크 값은 최대 값과 최소 값의 차이입니다.

탑은 파형의 위 부분의 모드이며, 그 모드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하는 
최대와 동일합니다. 
U1610/20A 사용 설명서 55



3 오실로스코프 사용 
평균

평균은 1회 이상의 전체 주기에 걸친 샘플 수로 나누어진 파형 샘플 레벨의 총합
입니다. 

크레스트

크레스트 계수는 파형의 피크 진폭을 파형의 RMS 값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사이클 평균

평균 사이클 값은 사이클 주기 내 통계적 측정 평균입니다,

오버슈트

오버슈트는 큰 에지 전이 다음에 오는 왜곡으로 진폭의 비율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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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프리슈트

프리슈트는 큰 에지 전이 앞에 오는 왜곡으로 진폭의 비율로 표현합니다. 

표준 편차

데이터 군의 표준 편차(σ)는 평균값으로부터 데이터의 변동 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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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RMS(AC)

AC 전압은 통상적으로 RMS(root-mean-squar) 값으로 표현되며 Vrms로 표현
됩니다. 사인파 모양의 전압의 경우, Vrms는 Vpeak√2와 등가입니다.

RMS(DC)

VRMS는 1회 이상의 전체 주기에 걸친 파형의 RMS 값입니다.

전력 측정

전력 측정은 전압 및 전류 프로브에서 측정한 전압과 전류 파형을 하나씩 곱한 
것입니다.

U1610/20A는 공장 또는 상업 지구 및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배전 시스템의 전
력 인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전력 배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50Hz 또는 60Hz 사이클의 
전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제품을 전환 모드 전력 공급 장치에서 발견되는 더 높은 주파수대의 측정에 
사용하려면, 전압 및 전류 프로브 간의 시간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스큐 보정 장
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주파 전압 및 전류 추적 시간이 조금만 상쇄되어도 즉각적인 전류 
판독에서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U1610/20A는 이러한 고주파 전력 측정을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 각각의 연결된 전압/전류 프로브에 해당하는 정확한 감쇠 인자/민감도를 설정
해야 합니다. 프로브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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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유효 파워 

유효 전력(실제 또는 순전력)은 순 에너지 전송을 한 방향으로 생산하여 AC 파
형의 전체 주기를 통해 전력의 일부분을 평균하여 W(와트)로 측정됩니다. 유효 
전력은 시스템의 전기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

피상 전력은 VA(볼트암페어) 단위로 측정되며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
계로 측정됩니다. 이 전력은 AC 시스템으로 흐르는 모든 전류에 의해 증가된 
AC 시스템의 전압입니다.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VAR(volt-amperes reactive) 단위로 측정되며 유도 모터, 변압기, 
솔레노이드에 의해 저장 및 방출되는 전력의 일부분입니다.

역률

전력 인자는 사용되는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
다. 전력 인자가 높으면(1.0 근처) 전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전력 인자가 낮으면 전력 활용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력 인자
가 0.90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일부 전기 회사에서는 전력 인자 벌금을 부과하기
도 합니다. 전력 인자는 실제 전력(와트)과 피상 전력(볼트암페어)의 비율이며, 
실제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 전력 측정을 위해서는 U1583B AC 전류 클램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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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커서 측정 제어

커서는 시간축에서 X 축 값을, 전압 측정에서 Y 축 값을 각각 나타내는 수평 및 
수직 마커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신호 상의 사용자 정의 전압 또는 시간 측정 시
에 커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 눌러 커서 제어 메뉴로 액세스합니다.

그림3-10 커서 기능 메뉴

X 커서 측정은 표시된 파형을 가로질로 2개의 수직 라인을 표시하는데, 이 2개
의 라인은 수평으로 조정되고 연산 FFT(주파수 표시됨)를 제외하고 모든 소스
에서 트리거 지점에 대응하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Y 커서 측정은 표시된 파형을 가로질로 2개의 수평 라인을 표시하는데, 이 2개의 
라인은 수직으로 조정되고 파형의 그라운드 지점에 대응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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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커서 측정 설정하기: 

1 을 반복해서 눌러 채널 또는 분석기 소스를 선택하거나 커서를 끕

니다 . 분석기 소스는 분석기 제어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

니다 . 

2  토글 키를 눌러 X 또는 Y 커서를 선택합니다.

3  또는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X1 또는 

X2 커서를 각각 조정합니다. X1 커서는 짧은 사선으로 된 수직 라인으로 표

시되는 반면 X2 커서는 긴 사선으로 된 수직 라인으로 표시됩니다. 

 또는 을 누루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Y1 또는 Y2 

커서를 각각 조정합니다 . Y1 커서는 짧은 사선으로 된 수평 라인으로 표시되

는 반면 Y2 커서는 긴 사선으로 된 수평 라인으로 표시됩니다 .

4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X1 및 X2 커서를 함께 조정

합니다.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Y1 및 Y2 커서를 함께 조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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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제어

 >  / 을 눌러 파형에 연산 기능 또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능을 수행합니다. 

 >  를 반복적으로 눌러 화면에 채널 1, 채널 2 또는 두 채널
이 모두 표시되도록 하거나 모든 채널 파형을 끕니다.

결과로 도출되는 연산 및 FFT 파형은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분석기 기능을 중단하려면 을 누릅니다.

연산 파형 위치

FFT 파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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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연산 기능

을 눌러 아날로그 채널에 연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산 기능 선택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연산 기능을 선택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연산 파형 스케일 또는 오프셋을 조정합니다.

 /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선택된 연산 기능

의 스케일 계수(unit/division) 또는 오프셋을 각각 설정합니다. 프로브 설정

(  메뉴)을 통해 스케일/오프셋을 위한 전압 및 전류 단위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Ch1 + Ch2 채널 2 전압 값을 하나씩 채널 1 전압 값에 더합니다. 

Ch1 – Ch2 또는
Ch2 – Ch1

채널 1/채널 2 전압 값에서 하나씩 채널 2/채널 1 전압 값
을 뺍니다. 

Ch1 * Ch2 채널 1 전압 값을 하나씩 채널 2 전압 값에 곱합니다.

Ch1/Ch2 또는 
Ch2/Ch1

채널 1/채널 2 전압 값에서 하나씩 채널 2/채널 1 전압 값
을 나눕니다. 

d/dt(Ch1) 또는 
d/dt(Ch2)

채널 1 또는 채널 2의 이산 시간 파생값을 계산합니다. 

(Ch1)dt 또는 
(Ch2)dt

채널 1 또는 채널 2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Ch1 + Ch2 :  V 또는 A

Ch1 – Ch2 : V 또는 A

Ch2 – Ch1 : V 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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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실로스코프 사용 
채널이 다른 단위로 설정된 경우, Ch1 + Ch2, Ch1 – Ch2, 및 Ch2 – Ch1에 대하
여  U(미정의) 단위가 표시될 것입니다.

FFT 기능

 > 를 눌러 시간 도메인 파형을 주파수 도메인 파형으로 변

환하는 FFT 기능으로 액세스 합니다.

소스 선택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FFT 소스로서 아날로그 채널 또는 

연산 기능을 선택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FFT 파형 스케일 또는 오프셋을 조정합니다.

 / 을 누르고  또는  키를 사용하여 스케일 계수

(dB/division) 또는 오프셋(dB 또는 dBV)을 각각 설정합니다.  

윈도우 기능 선택

을 반복해서 눌러 신호 특성 및 특정 우선 순위에 기반한 FFT 입력 

신호에 적용할 윈도우 기능을 선택합니다.

• 해닝 - 정확한 주파수 측정을 위해 또는 서로 가까운 2개의 주파수를 분리시
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 직사각형 - 양호한 주파수 분해능 및 진폭 정확성을 제공하지만 누설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Ch1 * Ch2 : V2, A2, 또는 W

Ch1/Ch2 : -

Ch2/Ch1 : -

d/dt : V/sec 또는 A/sec

dt : Vsec 또는 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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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용 3
• 해밍 - 보다 나은 주파수 분해능을 제공하지만 직사각형 윈도우에 비해 진폭
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해밍 윈도우는 해닝 윈도우 대비 약간 더 나은 주파
수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 B. Harris - 직사각형 윈도우에 비해 시간분해능이 감소하지만 낮은 2차 로브
로 인한 보다 작은 임펄스를 감지하는 능력이 개선됩니다.

• 플랫탑 - 주파수 피크에 대한 정확한 진폭 측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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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cale 및 Run/Stop 제어

Autoscale

을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용 스코프을 설정하여 각각의 채널 및 외부 트

리거 입력에 존재하는 파형 분석을 통해 입력 신호를 가장 잘 표시합니다.

그림3-11 Autoscale 기능 메뉴

Autoscale 취소

을 눌러 을 누르기 전에 존재했던 설정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능은 우연히 을 눌렀을 때 또는 Autoscale 설정 값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전 설정 값으로 복원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Autoscale 모드 선택

 토글 키를 눌러 파형에 적용할 자동 및 수동 범위 모드 간 전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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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cale 후 표시되는 채널 지정

 토글 키를 눌러 어떤 채널이 그 이후의 autoscale 에 표시될 것인지

를 설정합니다.

• All

다음 번에 을 누르면, autoscale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채널이 
표시됩니다. 

• Displayed Ch. 

다음 번에 을 누르면 켜져 있는 채널만 신호 활동을 위해 검사됩니다.

autoscale 중 수집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토글 키를 눌러 autoscale이 수행되었을 때 수집 모드가 Normal 또

는 left unchanged로 전환될지 여부를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 Normal 

휴대용 스코프는 가 눌러져 있을때면 언제나 Normal 수집 모드로 
전환합니다. 

• Preserve 

휴대용 스코프는 가 눌러져 있을 때 선택한 수집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을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Run/Stop

을 눌러 연속 구동 모드 및 정지 모드 간에 전환을 합니다.

• 연속 모드 -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가 파형을 표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동
일한 신호에 대한 다중 수집을 보게됩니다. 트리거 모드가 Normal 또는 
Single 수집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Trig'd”가 상태 라인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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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모드 - 수평 및 수직 제어 키를 눌러 저장된 파형을 상하좌우로 돌리거나 
줌 할 수 있습니다 정지 디스플레이는 정보의 가치가 있는 몇몇 트리거를 포
함할 수도 있지만, 최종 트리거 수집만 팬이나 줌을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디
스플레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트리거 모드를 확실히 한 개의 
트리거만 수집했던  단일 수집으로 변경합니다 을 누르고 있으면 단
일 수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속 모드 표시기

정지 모드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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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및 호출 제어

을 눌러 저장, 회수, 화면 인쇄, 기본 설정, 0으로 되돌리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림3-12 Save/Recall 메뉴

참고  스코프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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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제어

을 눌러 저장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림3-13 저장 하위 메뉴

저장 파일 형식 선택 

을 반복해서 눌러 저장할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파형 추적 및 설

정은 휴대용 스코프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며 나머지 형식은 연결된 USB 저장 
장치에 저장됩니다.

• 추적 및 설정 - 파형 이미지 및 설정 파일을 저장합니다.

• csv 데이터 - 데이터 요소를 CSV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bmp(8비트) – 파형 이미지를 BMP(8비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bmp(24비트) – 파형 이미지를 BMP(24비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png(24비트) – 파형 이미지를 PNG(24비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RAW – 파형 이미지를 원시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저장 위치 선택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내부 메모리 슬롯(트레이스 및 설정 

포맷) 중 아무거나 선택하거나 연결된 USB 장치(그 밖의 포맷)의 아무 위치나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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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USB의 경우, 먼저 USB 저장 장치가 휴대용 스코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 을 누릅니다. 을 반

복해서 눌러 휴대용 스코프가 USB 장치를 감지하도록 <Host>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컬러 반전

 토글 키를 눌러 저장 하고자 하는 화면 이미지의  모든 컬러를 반전

시킵니다. 이것은 이미지 포맷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

을 눌러 선택된 파일 포맷을 선택된 메모리 위치에 저장합니다.

호출 제어

을 눌러 호출 기능으로 액세스합니다. 

그림3-14 호출 하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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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파일 포맷 선택

을 반복해서 눌러 내부 메모리로부터 호출할 파형 트레이스, 설정 또

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호출 위치 선택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해 저장된 파일을 호출 할 내부 메모리 위

치를 선택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지우기

을 눌러 현재 표시된 파형을 화면에서 지웁니다. 휴대용 스코프가 기
동 중이라면, 디스플레이는 파형 데이터를 다시 누적하기 시작합니다.

파일 호출

을 눌러 저장된 파일을 선택된 메모리 위치로부터 호출합니다.

화면 인쇄 제어

을 눌러 휴대용 스코프에 연결된 지원되는 USB 프린터를 통해 현재 
화면 이미지의 하드카피를 인쇄합니다. 을 누르고 있으면 빠른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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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 화면 인쇄 하위 메뉴

이미지 컬러 반전 

 토글 키를 눌러 인쇄하고자 하는 화면 이미지 상의 모든 컬러를 반

전시킵니다.

화면 이미지 인쇄

을 눌러 휴대용 스코프에 연결된 지원되는 USB 프린터를 통해 현재 
화면 이미지를 인쇄합니다.

를 반복적으로 눌러 프린터, USB 또는 내장 저장 장치에 대한 빠른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을 반복적으로 눌러 USB 또는 내장 저장 장치 빠른 인쇄 옵션의 인
쇄 화면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 bmp(8비트) – 파형 이미지를 BMP(8비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bmp(24비트) – 파형 이미지를 BMP(24비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png(24비트) – 파형 이미지를 PNG(24비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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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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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을 눌러 멀티미터 측정을 선택하고 수행합니다.

그림4-1 멀티미터 디스플레이

멀티미터를 구동하고 중단하려면 을 누릅니다. 

측정 기능을 선택하려면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합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전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AC( ), DC( ) 또는 AC+DC( ) 표시기가 나타

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전압이 측정될 때면 언제나 전압 경고 표시( )가 
나타납니다.

수직 눈금은 측정된 값과 평균, 최대, 최소 값을 표시합니다. 이는 가변성(최소
와 최대 간 차이)과 안정성(평균 판독값 대 현재 판독 값) 같은 입력값의 서로 다
른 속성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입력 과부하가 있을 경우, OVERLOAD가 표시되고 어떠한 판독 값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해, 멀티미터가 30분 정도 예열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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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측정

전압 측정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V AC - 측정값은 사인파 및 그 밖의 파형에서 정확한 실제 RMS 판독값으로 
반환됩니다(DC 오프셋 없음).

• V DC -  측정값은 극성으로 반환됩니다.

• V AC+DC - AC 및 DC 신호 컴포넌트 둘 다 하나의 조합된 AC+DC(RMS) 값으
로측정됩니다. 

전압 측정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전압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다음 연결 설정:

경고 프로브 팁이 콘센트 안에 있는 금속과 접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 로 
접촉되지 않으면 전압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불량하면 측정
값이 부정확해지거나 감전사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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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플레이에서 전압 판독값을 읽습니다.
3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 "범위" 및 "측정 다시 시작"를 참조하십시오. 

저항 측정

저항(Ω)은 적은 전류를 테스트 리드를 통해 장치 또는 테스트 대상 회로에 전송
함으로써 측정됩니다. 

저항 측정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저항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 다
음 연결 설정 :

2 디스플레이에서 저항 판독값을 읽습니다. 

경고 저항을 측정할 때는 휴 용 스코프  또는 테스트 상 장치가 전기 충격 및 손
상을 입지 않도록 테스트 상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고압 캐패시터
를 방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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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범위" 및 "측정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캐패시턴스 측정

캐패시턴스는 알려진 전류로 알려진 시간 동안 캐패시터를 충전하여 그 결과로 
나온 전압을 측정하고 나서 캐패시턴스를 계산함으로써 측정됩니다.

캐패시턴스 측정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캐패시턴스 측정 기능을 선택합

니다 . 다음 연결 설정 : 

2 디스플레이에서 캐패시턴스 판독값을 읽습니다. 

경고 휴 용 스코프가 전기 충격 및  손상을 입지 않도록 캐패시턴스 측정을 수행
하기 전에 회로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고압 캐패시터를 방전시킵니다. 캐패
시터가 완전히 방전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V DC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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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 "범위" 및 "측정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다이오드 테스트

다이오드 테스트는 반도체 접점으로 전류를 보낸 다음 접점의 전압 강하를 측정
합니다. 

다이오드 테스트 수행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다이오드 테스트 기능을 선택합

니다 . 다음 연결 설정 : 

2 디스플레이에서 전압 판독값을 읽습니다. 

경고 휴 용 스코프가 전기 충격 또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다이오드 테스트를 수
행하기 전에 회로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고전압 캐패시터를 방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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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4
3 프로브 극성을 역방향으로 해 다이오드의 전압을 다시 측정합니다. 디스플레

이에서 전압 판독값을 읽습니다.
4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 및 "측정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연속성 테스트

회로가 완전하다면 연속성 테스트는 계속해서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지 않

을 경우 회로가 단락된 것입니다(신호기를 활성화 하려면  > 

 > 를 차례로 눌러 줌). 

연속성 테스트 수행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해 연속성 테스트 기능을 선택합니다 . 
다음 연결 설정 : 

경고 휴 용 스코프가 전기 충격 또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회로 또는 전선에 연속
성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회로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고전압 캐패시터를 방
전시킵니다.

ON 
(closed)

OFF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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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2 디스플레이에서 저항 판독값을 읽습니다. 
3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 및 "측정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온도 측정

온도 측정은 온도 모듈을 이용하여 자동 범위 설정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U1586B   
온도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 측정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C 또는 °F 온도 측정 기능을 선택

합니다 . 다음 연결 설정 :

2 테스트 대상 물질은 열전쌍 프로브 팁을 이용해 건드립니다.
3 디스플레이에서 온도 판독값을 읽습니다.

K 타입 열전쌍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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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4
4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 및 "측정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주파수 측정 

신호의 주파수는 신호가 지정된 시간 내 임계값 레벨을 가로지르는 횟수를 카운
팅하여 측정됩니다.  

주파수 측정 방법:

1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하여 주파수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 
다음 연결 설정 :

2 디스플레이에서 주파수 판독값을 읽습니다.
3 해당 기능은 "상대 측정", "범위" 및 "측정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감전을 막기 위해 열전쌍을 전기가 흐르는 회로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A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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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상  측정

 토글 키를 눌러 상대 측정을 활성화합니다. 

상대 값 = 측정 값 - 기준 값 

그림4-2 상대 측정 디스플레이

범위

을 반복해서 눌러 미터기가 현재 판독값에 가장 맞는 범위(자동 범위 
설정)를 선택하게 하거나 작업할 사용자 범위를 선택합니다.

를 눌러 자동 범위 설정을 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는 전압계, 저항, 캐패시턴스, 주파수 기능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측정 다시 시작

을 눌러 측정 기능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참고 주파수 측정은 자동범위 모드에서 작동하며  선택한 범위는 V AC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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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로거 사용 
소개

을 눌러 스코프 및 멀티미터 측정을 위한 데이터 로거 기능에 액세스합

니다.

그림5-1 데이터 로거 메뉴 

데이터 로거 기능이 활성화되면, 초당 1눈금(측정값)의 고정된 속도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측정된 샘플은 버퍼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버퍼 메모리는 
최대 691,200개의 샘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초당 1눈금의 속도는 최대 8일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속도와 같습니다. 버퍼 메모리의 용량이 가득 차면 로
거가 중단됩니다. 

데이터 로거 기능은 선택된 측정 매개 변수(예: VDC 또는 VAC)를 도표로 나타
내는 화면 차트를 제공합니다. 이 차트는 새로운 샘플이 유입될 때마다 매초 업
데이트됩니다. 누적된 샘플 수가 차트 영역의 가로 화면 픽셀 수보다 많아지면, 
데이터 로거에서 가로 축(시간) 눈금을 변경하여 측정 및 차트 업데이트 프로세
스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기록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려면 을 누릅니다.

데이터 로거가 정지하면 그래프를 줌 인 할 수 있습니다. 줌 바는 스코프와 동일
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5페이지의 "줌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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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거 사용 5
스코프 로거

을 눌러 처음 2개의 스코프 측정 결과를 로깅하는 스코프 로거에 액

세스합니다.

그림5-2 스코프 로거 디스플레이

각각의 측정 판독값은 그것 아래에"measurement(channel number)"라고 쓰인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그래프의 상단 반쪽은 최초 측정에 대한 로그 그래프가 포함되고 하단 반
쪽은 두 번째 측정에 대한 로그 그래프가 포함됩니다.

측정 통계

를 반복해서 눌러 첫 번째 및 두 번째 스코프 측정에 대한 최대, 최소 

및 평균 측정값을 표시합니다.

선택된 스코프 측정이 하나뿐이라면, 은 자동으로 그 측정 값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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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로거 사용 
그림5-3 통계 디스플레이

그래프 모드

로거가 정지하면  토글 키를 눌러 그래프 모드를 선택합니다. 
• View Latest

최신의 12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그 이후 새로운 데이터가 우측에 더해지
고 이전 데이터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최근의 입력에 대한 클리어 
뷰(clear view)를 제공합니다.

• View All 

로거가 시작 및 재시작한 이후에 그려진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그리드에 압축되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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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거 사용 5
기록된 데이터 저장

데이터 로거가 중단되면 를 눌러 USB 저장 장치 또는 내장 메모리를 

저장 위치로 선택합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USB 위치 또는 내

장 메모리 슬롯을 선택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USB 저장 장치가 연

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70페이지의 "저장 

위치 선택" 참조).

을 눌러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기록 데이터 지우기

로거가 중단되면 를 반복적으로 눌러 지우기 기능을 선택합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지우려는 내장 메모리 슬롯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선택한 메모리 슬롯에 있는 기록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저장된 기록 데이터 이동

로거가 중단되면 를 반복적으로 눌러 이동 기능을 선택합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USB 저장 장치로 이동할 내장 메모리 슬롯

을 선택합니다. 해당 USB 위치는 이전에 선택한 위치입니다.

를 눌러 선택한 기록 데이터를 USB 저장 장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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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로거 사용 
미터 로거

을 눌러 멀티미터 측정 결과를 남기는 미터 로거에 액세스합니다. 이

는 장기간의 트렌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림5-4 미터 로거 디스플레이

측정 선택

을 누르고  키를 사용해 기록될 멀티미터 측정 기능을 선택합

니다. 를 다시 눌러 선택 메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프 모드

88페이지의 "그래프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기록된 데이터 저장

89페이지의 "기록된 데이터 저장"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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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거 사용 5
저장된 기록 데이터 지우기

89 페이지의 " 저장된 기록 데이터 지우기 " 를 참조하십시오 .

저장된 기록 데이터 이동

89 페이지의 " 저장된 기록 데이터 이동 "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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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로거 사용 
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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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소개
를 눌러 시스템 구성 및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림6-1 사용자 기능 메뉴 

일반 시스템 설정

을 눌러 일반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림6-2 일반 시스템 설정 하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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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6
USB 연결

USB 장치가 휴대용 스코프에 연결된 후 을 반복해서 눌러 USB 연결

을 선택합니다. USB 저장장치가 휴대용 스코프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Host>를 
선택하고, 휴대용 스코프가 PC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Client>를 선택합니다.

언어 선택

9페이지의 "날짜 및 시간, 언어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날짜 및 시간 설정

9페이지의 "날짜 및 시간, 언어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정지 선택

을 반복해서 눌러 휴대용 스코프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 전에 디
스플레이가 유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

화시키면 휴대용 스코프의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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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디스플레이 설정

을 눌러 휴대용 스코프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그림6-3 디스플레이 설정 하위 메뉴

백라이트 밝기

을 반복해서 눌러 백라이트 밝기를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보기 모드

를 반복해서 눌러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디스플

레이에 대한 적절한 보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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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6
소리 설정

을 눌러 신호기와 키 소리를 설정합니다.

그림6-4 소리 설정 하위 메뉴

 토글 키를 눌러 경고 또는 경보 신호음을 내는 신호기를 켜거나 끕

니다.

 토글 키를 눌러 아무 키나 눌렀을 때 키패드 소리를 내는 키 소리를 

켜거나 끕니다.

 또는  토글 키를 반복해서 눌러 소리 주파수 또는 볼륨 

레벨을 각각 설정합니다.
U1610/20A 사용 설명서 97



6 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서비스 기능

을 눌러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그림6-5 서비스 기능 하위 메뉴

펌웨어 업데이트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 합니다.

1 다음 웹 페이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 
www.agilent.com/find/U1600_installers

2 펌웨어 파일을 USB 저장 장치의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 

3 휴대용 스코프에서,  > 을 누르고 을 반복해

서 눌러 <Host>을 선택합니다.

4 USB 저장 장치를 휴대용 스코프에 연결합니다.

참고 Agilent에서 U1610/20A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릴리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검색하려면 Agilent U1610/20A 펌웨어 업데이트 웹 
사이트(www.agilent.com/find/U1600_installers)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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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6
5  >  >  > 를 차례로 눌러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6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업데이트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휴대용 스코프가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자가 교정

을 눌러 자가 교정을 수행합니다. (8페이지의 "자가 교정 수행"  
참조)

위신호 방지 

오실로스코프 샘플링비가 샘플 파형의 최고 주파수 컴포넌트 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빠르지 않을 경우 위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일리어싱 제거 기능을 
켜면 휴대용 스코프에서는 샘플 간의 스위프 속도를 무작위로 낮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일리어싱된 고주파 신호가 화면에 표시되었을 때 저주파 신호로 
오인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글 키를 눌러 위신호 방지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시스템 정보

를 눌러 휴대용 스코프의 현재 시스템 정보를 확인합니다. 
U1610/20A 사용 설명서 99



6 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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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양 및 특성 
오실로스코프 사양 및 특성

U1610A U1620A

사양

수직 시스템

대역폭 (–3 dB)[1] 100MHz 200MHz

DC 수직 게인 정확도 [1] 풀 스케일의 ±4%

풀 스케일은 8div 와 동일

이중 커서 정확도 [1] 이중 ±{DC 수직 게인 정확도 +0.4% 풀 스케일 (~1 최하위비트 (LSB))} 

±{4% 풀 스케일 + 0.4% 풀 스케일 (~1 LSB)}

특성

수집

최대 샘플링 속도

• 단일 채널 작동

• 이중 채널 작동

1GSa/s 인터리브 , 

채널 당 500MSa/s

2GSa/s 인터리브 , 

채널 당 1GSa/s 

최대 기록 길이

• 단일 채널 작동

• 이중 채널 작동

120 kpts/ 체널 ( 인터리브드 )

60kpts/ 체널 ( 넌인터리브드 )

2Mpts/ 체널 ( 인터리브드 )

1Mpts/ 체널 ( 넌인터리브드 )

수직 분해능 8 비트

피크 감지 >10ns >5ns

평균 powers-of-2 증분으로 2 ~ 8192 내에서 선택 가능

필터 10kHz 및 20MHz 대역폭 리미터

보간 (Sin x)/x

수직 시스템

아날로그 채널 채널 1 및 채널 2 동시 수집

계산된 상승 시간 3.50ns( 일반 ) 1.75ns( 일반 )

수직 스케일 2mV/div ~ 50V/div

최대 입력 CAT III 600Vrms[2] , CAT II 1000Vrms[2](10:1 프로브 사용 )

CAT III 300Vrms(직접/1:1 프로브)

오프셋 ( 위치 ) 범위 ±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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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특성 7
U1610A U1620A

수직 시스템

다이나믹 범위 ±8div

입력 임피던스 1MΩ ± 1% ≈22pF ± 3pF

커플링 DC, AC

대역폭 제한 10kHz 및 20MHz ( 선택 가능 )

Channel-to-channel 고립  
( 동일한 V/div 채널  
포함 )

CAT III 600Vrms

프로브 U1560-60002 1:1 수동 프로브 

U1561-60002 10:1 수동 프로브 

U1562-60002 100:1 수동 프로브

프로브 감쇄 인자 1x, 10x, 100x

프로브 보정 출력 5Vpp, 1kHz

잡음 최대폭 ( 표준 ) 풀 스케일의 3% 또는 5mVpp 중 큰 것

DC 수직 오프셋 ( 위치 ) 정확도 ±0.1div ±2mV ±1.6% 오프셋 값

단일 커서 정확도 ±{DC 수직 게인 정확도 + DC 수직 오프셋 정확도 + 0.2% 풀 스케일 
(~1/2 LSB)}

±{4% 풀 스케일 ±0.1 div ±2 mV ±1.6% 오프셋 값 + 0.2% 풀 스케일
(~1/2 LSB)}

수평 시스템

범위 5ns/div ~ 50s/div 2ns/div ~ 50s/div 

분해능 5ns/div 의 경우 100ps 2ns/div 의 경우 40ps

시간축 정확도 25ppm 

기준 위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지연 범위 ( 프리 트리거 ) 1 화면폭 또는 120 µs(좁은 쪽) 1 화면폭 또는 1 ms(좁은 쪽)

지연 범위 ( 포스트 트리거 ) 50ms ~ 500s 20ms ~ 500s

지연 분해능 5ns/div의 경우 100ps 2ns/div의 경우 40ps

델타 시간 측정 정확도 동일 채널: ±0.0025% 판독 ±0.17% 화면 폭 ±60ps

채널간: ±0.0025% 판독 ±0.17% 화면 폭 ±120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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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양 및 특성 
U1610A U1620A

수평 시스템

모드 메인, 줌, XY, 롤

수평 팬 및 줌 이중 윈도우 줌

트리거 시스템

소스 채널 1, 채널 2, 외부

모드 일반, 단일, 자동

유형 에지, 글리치, TV,Nth 에지, CAN, LIN

Autoscale 활성 채널 찾기 또는 표시, 가장 높은 번호의 채널에 대한 에지 트리거 유형 
설정, ~ 2개의 기간을 표시하기 위한 스코프 채널 시간축 수직 감도 설정 

>10mVpp 최소 전압, 0.5% 듀티 사이클 및 >50Hz 최소 주파수가 필요

홀드오프 시간 60ns ~ 10s

범위 화면 중앙으로부터 ±6div 

감도 ≥10mV/div: 0.5div

<10mV/div: 1div 또는 5mV 이상 

트리거 레벨 정확도 ±0.6div

커플링 모드 AC(~10Hz), DC, LF-Reject(~35kHz), HF-Reject(~35kHz)

외부 트리거

• 입력 임피던스 1MΩ ≈ 10pF

• 최대 입력 CAT III 300Vrms

• 범위 DC 커플링: 트리거 레벨 ±5V

• 대역폭 100kHz

측정

자동 측정 지연, 듀티 사이클(+/–), 하강/상승 시간, 주파수, 기간, 위상 이동, T-max, 
T-min, 폭(+/–), 진폭, 평균, 베이스, 크레스트, 사이클 평균, 최대, 최소, 오버

슈트, 피크 투 피크, 프리슈트, 표준 편차, 탑, 
Vrms(AC/DC), 유효/피상/무효 전력, 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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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특성 7
U1610A U1620A

측정

파형 연산 기능 CH1 + CH2, CH1 – CH2, CH2 – CH1, CH1 × CH2, CH1/CH2, CH2/CH1, d/dt (CH1), 
d/dt (CH2), (CH1)dt, (CH2)dt, FFT

Cursors 델타 V: 커서 간 전압 차

델타 T: 커서 간 시간 차

FFT 지점 1024

FFT 윈도우 직사각형, 해밍, 해닝,  Blackman-Harris, 플랫탑

디스플레이 시스템

디스플레이 5.7" TFT LCD VGA 컬러(옥외에서도 판독 가능)

분해능 VGA(화면 영역): 640(수직) x 480(수평)

Control 벡터 켜짐/꺼짐, sin x/x 보간 켜짐/꺼짐, 무한 잔상 켜짐/꺼짐, 백라이트 
밝기, 컬러 체계, 깨끗한 디스플레이

실시간 클럭 날짜 및 시간(조정 가능)

언어 10개 언어(선택 가능)

내장 도움말 시스템 [도움말] 키를 누르면 빠른 기능 도움말 표시

저장 시스템

저장/호출(비휘발성)  내부적으로 10개의 설정값, 파형 저장 및 호출 가능

저장 모드 USB 2.0 최고 속도 호스트 포트[3]

이미지 포맷: .bmp(8비트, 24비트) 및 .png(24비트)

데이터 포맷: .csv

I/O USB 2.0 최고 속도 호스트, USB 2.0 최고 속도 클라이언트

프린터 언어 및 표준 PCL 3 GUI, PCL 5 Enhanced, PCL 5 Color, PCL 6

[1] 보증된 사양을 나타내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양은 30분 예열 후 그리고 23±10 °C의 최
종 교정 온도 내에서 유효합니다.

[2]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프로브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FAT 형식으로 포맷된 USB 저장 장치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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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양 및 특성

최대 입력 전압 및 채널 격리

그림 7-1 지상 접지를 기준으로 하는 스코프의 최대 안전 전압

U1610A 및 U1620A

최대 입력 전압

입력 CH1 및 CH2 직접(1:1 프로브) CAT III 300Vrms

입력 CH1 및 CH2(10:1 프로브) CAT III 600Vrms[1] , CAT II 1000Vrms[1]

입력 CH1 및 CH2(100:1 프로브) CAT III 600Vrms[1], CAT II 1000Vrms[1], CAT I 3540Vrms[1]

미터기 입력 CAT III 600Vrms, CAT II 1000Vrms

스코프 입력 CAT III 300Vrms

채널 격리

지상 접지에 연결된 모든 단자 CAT III 600Vrms

[1]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프로브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압 (Vrms)

주파수 (kHz)



사양 및 특성 7
그림 7-2 최대 입력 전압

최대 입력 전압 (Vrms)

주파수 (MHz)

최  입력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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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양 및 특성 
DMM 사양

참고 • 정확도는 23 °C ± 5 °C에서의 ±(판독값의 % + 최소 유효 자리 수)로 표시하며 
상대 습도는 80% RH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AC V 사양은 AC 커플링 true RMS이며 범위의 5%~범위의 100%에서 유효합니다. 

• 온도 계수는 0.1 × (지정 정확도) / °C (0 °C ~ 18 °C 또는 28 °C ~ 50 °C)로 주어집 
니다.

• 공통 모드 거부 비율(CMRR)은 DC 50/60 Hz ± 0.1%(1kΩ 불균형)에서 >90dB입
니다.

• 일반 모드 거부 비율(NMRR)은 50/60 Hz ± 0.1%에서 >60dB입니다.

최대 판독값 자동 극성 표시를 이용하여 10000 번

전압[1] CAT II 1000 V 또는 CAT III 600V

기능 범위 분해능 정확도 입력 임피던스
( 명목값 )

테스트 
전류

DC V

100.00 mV 0.01 mV 0.1% + 5 >1 GΩ

1000.0 mV 0.1 mV 0.09% + 5 11.11 MΩ

10.000 V 0.001 V
0.09% + 2

10.10 MΩ

100.00 V 0.01 V
10.01 MΩ

1000.0 V[2] 0.1 V 0.15% + 5

AC V

100.00 mV 0.01 mV 1% + 5 (40 Hz – 2 kHz) >1 GΩ

1000.0 mV 0.1 mV 1% + 5 (40 Hz – 500 Hz)

2% + 5 (500 Hz – 1 kHz)

10.00 MΩ
10.000 V 0.001 V 1% + 5 (40 Hz – 500 Hz)

1% + 5 (500 Hz – 1 kHz)

2% + 5 (1 kHz – 2 kHz)
100.00 V 0.01 V

1000.0 V[2] 0.1 V 1% + 5 (40 Hz – 500 Hz)

1% + 5 (500 Hz – 1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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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특성 7
기능 범위 분해능 정확도 입력 임피던스
( 명목값 )

테스트 
전류

AC+DC V

100.00 mV 0.01 mV 1.1% + 5 (40 Hz – 2 kHz) >1 GΩ

1000.0 mV 0.1 mV 1.1% + 10 (40 Hz – 500 Hz)

2.1% + 10 (500 Hz – 1 kHz)

10.00 MΩ
10.000 V 0.001 V 1.1% + 7 (40 Hz – 500 Hz)

1.1% + 7 (500 Hz – 1 kHz)

2% + 5 (1 kHz – 2 kHz)
100.00 V 0.01 V

1000.0 V[2] 0.1 V 1.2% + 10 (40 Hz – 500 Hz)

1.2% + 10 (500 Hz – 1 kHz)

다이오드[3] 

1 V 0.001 V 0.3% + 2 ~0.5 mA

0.3V ≤ 판독값 ≤ 0.8 V 일 경우 , 신호기 <~50 mV, 정상 순방향 바이어스 다이오드 또는 반도
체 접합 시 단음[4]

과부하 보호: 0.3A 미만의 단락 회로일 경우 1000Vrms
개방 전압 : +2.8VDC 미만

순간 연속성 [3] 저항이 <10 Ω 인 경우 연속 신호음 [4]

저항

1000.0 Ω[5] 0.1 Ω

0.3% + 3

0.5 mA

10.000 kΩ[5] 0.001 kΩ 50 mA

100.00 kΩ 0.01 kΩ 4.91 mA

1000.0 kΩ 0.1 kΩ 447 nA

10.000 MΩ 0.001 MΩ 0.8% + 3 112 nA

100.00 MΩ[6] 0.01 MΩ 1.5% + 3 112 nA

캐패시턴스

1000.0 nF 0.1 nF

1.2% + 4[7]10.000 μF 0.001 μF

100.00 μF 0.01 μF

1000.0 μF 0.1 μF
2% + 4[7]

10.000 mF 0.001 mF
U1610/20A 사용 설명서 109



7 사양 및 특성 
기능 범위 분해능 정확도 입력 임피던스
( 명목값 )

테스트 
전류

주파수 [3]

100.00Hz 0.01Hz

0.03% + 3

1000.0Hz 0.1Hz

10.000kHz 0.001kHz 

100.00kHz 0.01kHz

1000.0kHz 0.1kHz

[1] GND 참조 시, 최대 CAT III 600V 측정에만 허용.

[2] 부동 전압에만 허용됩니다. 

[3] 일반적 사양을 나타내며, 다른 모든 주파수가 보증됩니다. 

[4] 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5] 정확도는 열 효과를 줄이기 위해 Null 기능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6] RH는 60% 미만으로 지정됩니다. 50MΩ보다 클 경우 온도 계수는 0.15 × 지정 정확도. 

[7] 정확도는 필름 캐패시터 이상을 기반으로 하며, 잔류 값을 위한 상대 모드를 사용합니다.

참고 온도 측정의 경우 U1586B 온도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U1586B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p.literature.agilent.com/litweb/pdf/U1586-90101.pdf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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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거 사양

스코프 및 미터기 로거

범위 1s/div ~ 86400s/div(1일/div)

기록 시간 범위 8일

메모리 깊이 691200포인트

기록 모드 지속(범위는 경과 시간에 따라 변경됨)

샘플링 속도 초당 샘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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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전원 공급기

AC/DC 어댑터 :

• 라인 전압 범위 : 50/60Hz, 100 – 240VAC, 1.6A
• 출력 전압 : 15VDC, 4A
• Installation Category II

배터리 :

• Li-Ion 충전 가능 배터리 팩 , 10.8V
• 작동 시간 : 최대 3 시간

작동 환경

온도 : 

• 0 °C ~ 50 °C( 배터리만 )
• 0 °C ~ 40 °C(AC/DC 어댑터 포함 )

습도 :

• 최대값 : 40 °C 에서 80% RH( 비응축 )
• 최대값 : 40 °C 에서 50% RH( 비응축 )

최고 2000m 의 고도

오염도 II

보관 적합성

온도 : –20 °C ~ 70 °C

습도 : 40 °C 에서 최고 95% RH( 비응축 )

최고 15000m 의 고도

충격

IEC 60068-2-27 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거침

진동

IEC 60068-2-6, IEC 60068-2-64 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거침

안전 적합성

IEC 61010-1:2001/EN 61010-1:2001

캐나다 : CAN/CSA-C22.2 No. 61010-1-04

미국 : ANSI/UL 6101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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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적합성

IEC 61326-1:2005/EN 61326-1:2006

호주 / 뉴질랜드 : AS/NZS CISPR11:2004

캐나다 : ICES/NMB-001: ISSUE 4, 2006 년 6 월

IP 규격

IEC 60529 규정 IP41 IP 등급

DC 전원 삽입구 및 USB 포트용 덮개가 제 위치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격을 적용합니다

크기 (W x H x D)

183mm × 270mm × 65mm

무게

<2.5kg

보증

메인 장치 - 3 년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 기본으로 제공되는 악세서리 -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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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양 및 특성 
오염도 

이 계측기는 오염도 2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오염도 1 

오염이 없거나 건조한 비전도적 오염만 발생합니다. 이 오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제는 클린룸 또는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사무실 환경입니다.

오염도 II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비전도성인 오염만 발생합니다. 때때로 응결에 의한 일시
적 전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일반적인 실내 환경입니다.

오염도 3

전도적 오염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응결로 인해 전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조
한 비전도적 오염이 발생합니다. 예제는 차폐된 실외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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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특성 7
측정 범주

이 계측기는 측정 범주 II와 III에 속하는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측정 Category I 

MAINS에 직접 연결하지 않은 회로에서 수행하는 측정 주전원에서 갈라지지 않
은 회로 및 주전원에서 갈라져 나온 특수 보호된 (내부) 회로에서의 측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측정 Category II

저전압 설치에 직접 연결한 회로에서 수행하는 측정 가정용 전자제품, 휴대용 
툴 및 비슷한 장비에서의 측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측정 Category III 

건물 설치물에서 수행되는 측정 배전반, 회로 차단기, 배선(케이블, 버스 바, 배
선함, 스위치, 고정 설치의 소켓 콘센트 포함), 산업용 장비 및 고정 설치에 영구 
연결된 고정 모터를 포함한 기타 일부 장비에서의 측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측정 Category IV 

저전압 설치의 소스에서 수행되는 측정 주 과전류 보호 장치 및 리플 제어 장치
에서의 전기 계량 및 측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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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
116 U1610/20A 사용 설명서



© Agilent Technologies, Inc., 2011-2013

제2판,2013년 2월 5일
U1610-90048

www.agilent.com

Agilent Technologies

연락처 
서비스나 보증 또는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미국:

(전화) 800 829 4444 (팩스) 800 829 4433

캐나다:

(전화) 877 894 4414 (팩스) 800 746 4866

중국:

(전화) 800 810 0189 (팩스) 800 820 2816

유럽:

(전화) 31 20 547 2111

일본:

(전화) (81) 426 56 7832 (팩스) (81) 426 56 7840

한국:

(전화) (080) 769 0800 (팩스) (080) 769 0900

라틴 아메리카:

(전화) (305) 269 7500

대만:

(전화) 0800 047 866 (팩스) 0800 286 331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전화) (65) 6375 8100 (팩스) (65) 6755 0042

또는 다음 Agil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agilent.com/find/assist

본 문서에 나오는 제품 사양과 설명은 예고 없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상 Agilent 웹 사이트
에서 최신 개정판을 참조하십시오.


	Agilent U1610/20A 휴대 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이 설명서에서...
	목차
	그림 목록
	1시작하기
	소개
	패키지 내용물
	옵션 액세서리
	핸드 스트랩 조정
	넥 스트랩 설치
	배터리 충전
	휴대용 스코프을 기울게 만듭니다
	휴대용 스코프 전원 켜기/끄기
	기능 소프트 키 사용
	빠른 도움말 액세스
	휴대용 스코프 초기화
	자가 교정 수행
	날짜 및 시간, 언어 설정
	프로브를 오실로스코프 터미널에 연결
	스코프 프로브 교정
	독립적으로 분리된 스코프 입력 채널
	CAT III 600V에서 격리된 프로브를 사용하여 부동 측정 수행
	경감 곡선

	미터 터미널에 테스트 리드 연결

	2제품 모습
	제품 개요
	전면 패널 키 개요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 개요
	멀티미터 및 데이터 로거 디스플레이 개요

	3오실로스코프 사용
	수직 컨트롤
	파형 표시를 위한 채널 선택
	수직 시스템 설정
	채널 커플링
	프로브 설정
	AC 전류 측정
	반전 제어
	대역폭 제한 제어
	0으로 되돌리기

	수평 컨트롤
	수평 시스템 설정
	수평 모드
	기록 길이

	트리거 컨트롤
	트리거 유형
	에지 트리거
	글리치 트리거
	TV 트리거
	Nth 에지 트리거
	CAN 트리거
	LIN 트리거
	트리거 모드
	트리거 연기
	노이즈 거부

	파형 수집 제어
	디스플레이 제어
	벡터 디스플레이
	Sin x/x 삽입
	무한 잔상

	자동 측정
	시간 측정
	전압 측정
	전력 측정

	커서 측정 제어
	분석기 제어
	연산 기능
	FFT 기능

	Autoscale 및 Run/Stop 제어
	Autoscale
	Run/Stop

	저장 및 호출 제어
	저장 제어
	호출 제어
	화면 인쇄 제어


	4디지털 멀티미터 사용
	소개
	전압 측정
	저항 측정
	캐패시턴스 측정
	다이오드 테스트
	연속성 테스트
	온도 측정
	주파수 측정
	상대 측정
	범위
	측정 다시 시작

	5데이터 로거 사용
	소개
	스코프 로거
	측정 통계
	그래프 모드
	기록된 데이터 저장
	저장된 기록 데이터 지우기
	저장된 기록 데이터 이동

	미터 로거
	측정 선택
	그래프 모드
	기록된 데이터 저장
	저장된 기록 데이터 지우기
	저장된 기록 데이터 이동


	6시스템 관련 기능 이용
	소개
	일반 시스템 설정
	USB 연결
	언어 선택
	날짜 및 시간 설정
	자동 정지 선택

	디스플레이 설정
	백라이트 밝기
	보기 모드

	소리 설정
	서비스 기능
	펌웨어 업데이트
	자가 교정
	위신호 방지

	시스템 정보

	7사양 및 특성
	오실로스코프 사양 및 특성
	최대 입력 전압 및 채널 격리
	DMM 사양
	데이터 로거 사양
	일반 사양
	오염도
	측정 범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None)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5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tru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fals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fals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fals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FuturaBal-Bold
    /FuturaBal-Book
    /FuturaBal-BookItalic
    /FuturaBal-Heavy
    /FuturaBal-Light
    /FuturaBal-Medium
    /FuturaBal-MediumItalic
    /Futura-Bold
    /Futura-BoldOblique
    /Futura-Book
    /Futura-BookItalic
    /FuturaCE-Bold
    /FuturaCE-Book
    /FuturaCE-BookItalic
    /FuturaCE-Heavy
    /FuturaCE-Light
    /FuturaCE-Medium
    /FuturaCE-MediumItalic
    /FuturaGrk-Bold
    /FuturaGrk-Book
    /FuturaGrk-BookItalic
    /FuturaGrk-Heavy
    /FuturaGrk-Light
    /FuturaGrk-Medium
    /Futura-Heavy
    /FuturaL5-Bold
    /FuturaL5-Book
    /FuturaL5-BookItalic
    /FuturaL5-Heavy
    /FuturaL5-Light
    /FuturaL5-Medium
    /FuturaL5-MediumItalic
    /Futura-Light
    /Futura-Medium
    /HelveticaNeue-Bold
    /HelveticaNeue-BoldItalic
    /HelveticaNeue-Italic
    /HelveticaNeue-Roman
    /ITC-Zapf-Dingbats-SWA
    /KM-Symbolnew
    /MinoltaSymbols-Normal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6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0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6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0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tru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600
  /MonoImageDepth 8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0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SyntheticBoldness 1.000000
  /Description <<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1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640065002000740069006c0020007000e5006c0069006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4006900650020006700650073006300680069006b00740020007a0069006a006e0020006f006d0020007a0061006b0065006c0069006a006b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2006500740072006f0075007700620061006100720020007700650065007200200074006500200067006500760065006e00200065006e0020006100660020007400650020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72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740061006d0065006e007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5006d007000720065007300610072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74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6500730069006b0061007400730065006c0075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e4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73007400690020006c006f00700070007500740075006c006f006b00730065006e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70006500720020006c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5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7a0061007a0069006f006e006500200064006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61007a00690065006e00640061006c0069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300750069007400610062006c006500200066006f0072002000720065006c006900610062006c0065002000760069006500770069006e006700200061006e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6f006600200062007500730069006e00650073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