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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오실로스코프로  
품질과 신뢰성 확보
인상적인 테스트 경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단순히 설계를 하기 위해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든 50 MHz부터 6 GHz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키사이트의 InfiniiVision 

오실로스코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nfiniiVision 스코프는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기술력을 통해 자동화된 측정 기능과 손쉽게 활용 가능한 전문 지식을 터치 한 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왜 InfiniiVision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해야 할까요?

• 존 터치 트리거, 자동 설정, 내장된 도움말 등의 기능으로 테스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뛰어난 업데이트 속도로 더 많은 신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압계, 파형 생성기(WaveGen), 카운터, 프로토콜 분석기, 디지털 채널(MSO), 주파수 반응 
분석기(Bode 플롯)를 비롯한 다수의 계측 기능이 하나의 오실로스코프에 통합되어 있어 더 많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기능만 구매하고 대역폭, 디지털 채널(MSO), WaveGen 기능,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별 솔루션이 필요하십니까?

InfiniiVision은 자동차, 항공 우주 및 국방, 임베디드, 전력, 범용 시리얼 버스(USB), 근거리 통신(NFC)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무료 체험판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InfiniiVision이 제공하는 뛰어난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인상적인 테스트를 경험해 보십시오.

고성능의 오실로스코프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성능 디지털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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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1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00 X-시리즈는 첨단 InfiniiVision 제품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여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이제 4-와이어 SPI 디코드, LAN을 통한 원격 연결 등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측정하는 데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십시오.

• WaveGen 모델에 포함된 주파수 반응 분석(Bode 게인 및 위상 
플롯) 측정이 가능합니다.

• 초당 최대 200,000개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로 상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사이트의 맞춤 기술로 자신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내장된 도움말 및  
교육 신호로 빠르고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대중적인 시리얼 버스 표준에 대한 표준 시리얼 버스 분석과  
6개의 계측 기능 통합을 포함한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nfiniiVision 1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전문가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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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1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사양 EDUX1052A EDUX1052G DSOX1202A DSOX1202G DSOX1204A DSOX1204G

대역폭 50 MHz 70, 100, 200 MHz

채널 2채널 + 외부 디지털 채널 4채널

메모리 200,000 포인트 2,000,000 포인트

최대 샘플링 속도 1 GSa/s 2 GSa/s

통합된 계측 기능 WaveGen(키사이트 EDUX1052G, DSOX1202G, DSOX1204G 모델에서만 표준), 하드웨어 기반 시리얼 프로토콜 디코드 및 트리거링,  
주파수 반응 분석기(EDUX1052G, DSOX1202G, DSOX1204G 모델만 가능), 디지털 전압계(DVM), 주파수 카운터

Bode 플롯(FRA) 미지원 표준 미지원 표준 미지원 표준

마스크 테스트 미지원 표준(초당 200,000개 테스트)

시리얼 프로토콜(표준) I2C, RS232 / UART I2C, SPI, RS232 / UART, C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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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계측기

오실로스코프 기초와 고급 기능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와 고급 기능 그 

사이에 해당되는 정보는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을 넘어선 6가지 고급 오실로스코프 팁 - eBook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오실로스코프 
기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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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3000T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범용 오실로스코프의 활용도를 높이십시오. 

3000T X-시리즈는 정전식 터치스크린, 터치용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존 터치 트리거, 업계 최고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로 보다 

빠르게 측정 통찰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신호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문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 8.5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지원하는 간소화된 작업 및 
문서화를 통해 신속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존 터치 트리거링으로 빠르게 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초당 1,000,000개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로 상세 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WaveGen 20 MHz ARB, 3디지트 전압계, 8디지트 
주파수 카운터, 토탈라이저 옵션으로 신호를 조절 및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기반 시리얼 분석 옵션으로 더 빠르게 시리얼 버스를 
디코딩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옵션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nfiniiVision 3000T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측정 문제를 터치를 통해 쉽게 발견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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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3000T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사양 3012T 3014T 3022T 3024T 3032T 3034T 3052T 3054T 3102T 3104T

대역폭 100 MHz 200 MHz 350 MHz 500 MHz 1 GHz

채널

DSOX 2 4 2 4 2 4 2 4 2 4

MSOX 2 + 16 4 + 16 2 + 16 4 + 16 2 + 16 4 + 16 2 + 16 4 + 16 2 + 16 4 + 16

메모리 4,000,000 포인트 및 세그먼트 메모리

최대 샘플링 속도 5 GSa/s(반채널), 2.5 GSa/s(전체 채널)

통합된 계측 기능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MSO), 20 MHz 임의 파형 발생기, 프로토콜 분석기,  
디지털 전압계, 8디지트 카운터, 주파수 반응 분석기(Bode 플롯)

시간축 범위 5 ns/div ~ 50 s/div 2 ns/div ~ 50 s/div 1 ns/div ~ 50 s/div 500 ps/div ~ 50 s/div

시리얼 프로토콜 옵션 I2C, SPI, UART / RS232, CAN / CAN FD / CAN dbc,  LIN / LIN 심볼, SENT,  
FlexRay, I2S, MIL-STD1553, CXPI, ARINC429, Manchester / NRZ, USB PD

트리거링 존 터치 트리거, 에지, 에지 다음 에지(B 트리거), 펄스 폭, 패턴, 상승 / 하강 시간,  
N번째 에지 버스트, 런트, 셋업 및 홀드, 비디오, HDTV(옵션), 다양한 시리얼 버스(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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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자동차 시리얼 버스 테스트 - 백서를 통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어떻게 CAN, CAN FD, LIN, FlexRay, 

SENT 등 자동차 버스의 성능을 특성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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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4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차세대 성능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신호라도 트리거링이 가능하며, 

사용이 편리하고, 추후 프로젝트에 따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4000 X-시리즈는 차세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되어 경쟁 제품보다 20배 더 빠른 파형 업데이트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자세한 신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선도적인 12.1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과 혁신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존 

터치 트리거링으로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오실로스코프는 완전 업그레이드 
가능한 7가지 계측 기능을 통해 고객의 예산 절약을 극대화합니다.

• 12.1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지원하는 간소화된 작업 및 문서화를 
통해 신속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존 터치 트리거링으로 빠르게 신호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 초당 1,000,000개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로 상세 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채널(MSO), 시리얼 프로토콜 분석,  
듀얼 채널 WaveGen, 주파수 반응 분석(Bode 플롯), 전력 분석,  
3디지트 전압계로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옵션과 대역폭을 추가할 수 있는 완벽한 업그레이드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nfiniiVision 4000T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새로운 차원의 오실로스코프가 제공하는 유용성과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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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4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사양 4022A 4024A 4032A 4034A 4052A 4054A 4104A 4154A

대역폭 200 MHz 350 MHz 500 MHz 1 GHz 1.5 GHz

채널

DSOX 2 4 2 4 2 4 4 4

MSOX 2 + 16 4 + 16 2 + 16 4 + 16 2 + 16 4 + 16 4 + 16 4 + 16

메모리 4,000,000 포인트 및 세그먼트 메모리

최대 샘플링 속도 5 GSa/s(반채널), 2.5 GSa/s(전체 채널)

통합된 계측 기능 로직 채널, 디지털 전압계(DVM), 이중 채널 WaveGen 함수/임의 파형 발생기, 주파수 반응 분석기(Bode 플롯), 8디지트 하드웨어 카운터, 시리얼 프로토콜 분석기

상승 시간(10% ∼ 90%) ≤ 1.75 ns ≤ 1 ns ≤ 700 ps ≤ 450 ps ≤ 300 ps

시리얼 프로토콜 옵션 I2C, SPI, UART / RS232, CAN / CAN FD / CAN-dbc, LIN / LIN 심볼, SENT, FlexRay, I2S, MIL-STD1553, CXPI,  
ARINC429, USB 2.0, Manchester / NRZ, USB 2.0, USB PD

트리거링 존 터치 트리거, 에지, 에지 다음 에지, 펄스 폭(시간 한정) 패턴, 상승 / 하강 시간, N번째 에지 버스트, 런트, 셋업 및 홀드, HDTV(옵션), 다양한 시리얼 버스(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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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파형 업데이트 
속도가 중요한 이유 - 백서를 통해 스코프의 업데이트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업데이트 속도가 데드 타임과 글리치 포착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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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6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과거에는 성능이 뛰어난 오실로스코프를 원하는 경우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6000 X-시리즈는 대역폭, 시각화 기능, 통합 

기능과 함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초당 450,000개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와 하드웨어 기반 존 터치 

트리거로 전례 없는 시각화 기능을 확보하십시오. 통합된 7가지 계측 

기능 및 다국어 음성 제어로 생산성을 높이십시오. InfiniiVision 6000 

X-시리즈는 경제적인 고성능 제품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 초당 450,000개의 파형 업데이트 속도로 상세 신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 키사이트 독점 기능인 존 터치 트리거링으로 빠르게 신호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 다국어 음성 제어 기능으로 핸즈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채널, 시리얼 프로토콜 분석, 듀얼 채널 
WaveGen, 주파수 반응 분석(Bode 플롯), 10디지트 카운터,  
3디지트 전압계로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옵션과 대역폭을 추가할 수 있는 완벽한 업그레이드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nfiniiVision 6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동급 가격대에서 최고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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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VISION 6000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사양 DSOX6002A MSOX6002A DSOX6004A MSOX6004A

대역폭 1 ~ 6 GHz 옵션

채널 2 2 + 16 4 4 + 16

메모리 4,000,000 포인트 및 세그먼트 메모리

최대 샘플링 속도 20 GSa/s(반채널), 10 GSa/s(전체 채널)

통합된 계측 기능 디지털 채널, 시리얼 프로토콜 분석, 내장형 듀얼 채널 WaveGen, 주파수 반응 분석, 내장형 디지털 멀티미터, 
내장형 10디지트 카운터(토탈라이저 포함)

노이즈 플로어 1 mV/div(6 GHz)에서 210-µVrms 노이즈 플로어, 1 mV/div(1 GHz)에서 115-µVrms 노이즈 플로어

시리얼 프로토콜 옵션 I2C, SPI, UART, CAN / CAN FD / CAN-dbc, LIN / LIN 심볼, FlexRay, SENT, I2S, MIL-STD1553, ARINC429, 
USB 2.0, CXPI, Manchester / NRZ, USB PD

트리거링 존 터치 트리거, 에지, 에지 다음 에지, 펄스 폭(시간 한정), 패턴, 상승 / 하강 시간, N번째 에지 버스트, 
런트, 셋업 및 홀드, HDTV(옵션), 다양한 시리얼 버스(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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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ium EXR-시리즈 오실로스코프
강력하고 경제적이며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8채널 
오실로스코프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R-시리즈는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6 GSa/s의 샘플링 속도를 가진 10비트 ADC를 지원합니다. 

고분해능 ADC 성능은 저노이즈 프론트 엔드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R-시리즈의 저노이즈 프론트 엔드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필터와 대역폭 

업그레이드를 통합시키는 130 nm BiCMOS(Bipolar CMOS) 

같은 맞춤형 IC를 포함합니다.

• 8비트 오실로스코프보다 수직 분해능이 4배 더 높습니다.

• 최대 16비트의 고분해능 모드를 경험해 보십시오.

• 최저 43 μV의 노이즈와 9.0비트 시스템 ENOB(하드웨어 
필터링 포함)로 더 선명한 신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히스토리 모드와 세그먼트 메모리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옵션과 대역폭,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완벽한 
업그레이드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nfiniium EXR-시리즈 오실로스코프
강력한 성능. 경제적인 가격. 직관적인 사용.

엔지니어링 필수품 오실로스코프 카탈로그   |   15

https://www.keysight.com/en/pcx-3079603/infiniium-exr-series-oscilloscopes?cc=US&lc=eng&cmpid=CAT-200027&utm_source=CAT&utm_medium=PR&utm_campaign=206


INFINIIUM EXR-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사양 EXR05XA EXR10XA EXR20XA EXR25XA

대역폭(-3 db)
50 Ω 500 MHz 1 GHz 2 GHz 2.5 GHz

1 MΩ 500 MHz 500 MHz 500 MHz 500 MHz

일반적인 상승 / 하강 시간
10 / 90% 860 ps 430 ps 215 ps 172 ps

20 / 80% 620 ps 310 ps 155 ps 124 ps

채널 4개 또는 8개 채널(아날로그), 16개 채널(디지털, 옵션)

샘플링 속도 16 GSa/s, 모든 아날로그 채널

메모리 표준: 100 Mpts / 채널(모든 채널) / 옵션: 400 Mpts / 채널(모든 채널)

통합된 계측 기능 디지털 채널, 프로토콜 분석, 임의 파형 발생기(50 MHz), 주파수 반응 분석(50 MHz), 4디지트 디지털 멀티미터(10디지트 카운터),  
로직 분석(16채널), 위상 노이즈 분석

노이즈 플로어 1 mV / div(2.5 GHz)에서 100 µVrms 노이즈 플로어, 1 mV / div(20 MHz)에서 43 µVrms 노이즈 플로어

시리얼 프로토콜 옵션
I2C, SPI, Quad SPI, eSPI, RS232, UART, JTAG, I2S, SVID, Manchester, USB 2.0, 10 / 100 Mb/s 이더넷, 

USB-PD, CAN, CAN-FD, LIN, SENT, FlexRay, RFFE, I3C, SPMI, ARINC 429, MIL-STD 1553, SpaceWire, 
100BASE-T1 오토모티브 이더넷

트리거링 에지, 에지 전이, 에지 다음 에지(시간/이벤트), 펄스 폭, 글리치, 런트, 타임아웃, 패턴/상태, 셋업/홀드, 윈도우, 프로토콜, 일반 프로토콜, 
버스트, N번째 에지, OR’d 에지, 존 터치 트리거, 측정 한계, 비단조 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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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오실로스코프 기능으로 
테스트 시간 단축
숨겨진 신호 오류의 빠른 검색 및 식별 -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확인하여 신호 특성화, 오류 찾기, 오류 식별 등을 지원하는 키사이트 

Fault Hunter 오실로스코프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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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INFINIIVISION 오실로스코프의 기능 확장

측정 과제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키사이트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별 오실로스코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는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사용하여 신호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했습니다.

 키사이트 오실로스코프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 우주 및 방위

 

임베디드

 
전력

 
USB

 
NFC

 
통합 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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