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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Power Better-Best 번들 
번들로 구매 시 정가 대비 25% 할인 효과 
 

Power Better 번들 
키사이트의 InfiniiVision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Power Better 번들을 구매하면 
정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4 채널, 500 MHz 대역폭의 InfiniiVision 3000T X-시리즈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제품(DSOX3054T)으로 구성된 이 번들(DSOX3054PWR)은 함수/임의 파형 발생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원 공급기 특성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이 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선형 및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기의 테스트와 관련하여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입력 AC 전력 품질, 전류 고조파, 스위칭 손실, 켜기/끄기 분석, 
트랜션트 분석, 출력 리플 및 효율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원 공급기 제거율 및 제어 
루프 응답(이득 및 위상 보드 플롯)을 포함한 주파수 응답 테스트도 지원합니다.  

Power Better 번들에는 키사이트의 N2790A 100 MHz 고전압(±1,500 V) 차동 
액티브 프로브, 1147B 50 MHz 15 A 전류 프로브 및 U1880A 전압-전류 프로브  
디스큐 픽스쳐가 제공됩니다. 

InfiniiVision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Power Better 번들에 포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ower Better 번들 
DSOX3054PWR 

DSOX3054T 4 채널, 500 MHz 오실로스코프 
D3000PWRB 전력 분석 소프트웨어 
DSOX3WAVEGEN 함수/임의 파형 발생기 
N2790A 100 MHz 고전압 차동 액티브 프로브 
1147B 50 MHz 전류 프로브 
U1880A 디스큐 픽스쳐 
DSOXLAN LAN/VGA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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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est 번들 
키사이트의 InfiniiVision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Power Best 번들을 구매하면  
정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4+16 (디지털)채널, 1.5 GHz 대역폭의 InfiniiVision 4000 X-시리즈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 제품(MSOX4154A)으로 구성된 이 번들(MSOX4154PWR)에는  
16개의 추가 로직/디지털 수집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 채널 함수/임의 파형 
발생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포함합니다.  

Power Best 번들은 Power Better 번들의 전력 테스트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광범위한 
전원 공급기 특성화 측정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양한 직렬 
프로토콜 트리거 및 디코딩 기능을 지원하며 I2C, SPI, UART / RS232 / 484, I2S,  
USB 2.0, USB PD, 사용자 정의 가능한 NRZ, CAN, CAN FD, LIN, SENT, CXPI, NFC를 
포함합니다.  

Power Best 번들에는 키사이트의 N7026A 150 MHz 고감도 30 A 전류 프로브, 
N2790A 차동 액티브 프로브 및 U1880A 디스큐 픽스쳐가 제공됩니다.  

Power Best 번들에 포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ower Best 번들 
MSOX4154PWR 

MSOX4154A 4+16 (디지털)채널, 1.5 GHz MSO 

D4000BDLB 소프트웨어 패키지 

DSOX4WAVEGEN2 2 채널 함수/임의 파형 발생기 

N2790A 100 MHz 고전압 차동 액티브 프로브 

N7026A 150 MHz 고감도 전류 프로브 

U1880A 디스큐 픽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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