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B/DVD 설계 및 제조 

솔루션 개요

혁신을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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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op Box Solution 
 

소개 

전문 비디오 장비 및 소비자 가전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

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개발이나 최신 전자 

기기 개발 또는 차세대 혁신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

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모든 기

업은 표준 적합성, 설계 검증, 상호 운용성 테스트 

등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설계자와 제조업체 모두 이러한 복잡한 문제

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리하여 분석 및 식별해 내는 

데 유용한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텍트로닉스 분석

기 및 측정 세트는 고품질의 신제품을 저렴한 비용

으로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도구

입니다. 

오늘날 셋톱 박스에는 SDI 비디오와 다중 채널 서

라운드 사운드 오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

합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는 RF 도

메인 및 IP 도메인에 대한 전문 기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IP 변형이나 디코드 오류로 인해 비디오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

는 설계자의 능력은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문제

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디버그하는 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합니다. 

 

 

 

 

공통된 일정을 기준으로 하는 도메인간 활동을 보

여주는 공통된 타임스탬프 및 사용자 중심 인터페

이스를 가지는 여러 도메인에 대한 오류 로그를 사

용하면 이벤트 및 오류의 크로스 레이어 상관관계

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CaptureVuTM은 텍트로닉스의 베이스밴드 모니터 및 

MPEG 분석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 정의된 파라미터에서 트리거하고 관련 데이

터를 풀 비디오 프레임이나 전송 스트림의 일부로 

기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한 기능은 

오류 조건을 야기하는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오프

라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

니다. 

자동 측정 세트를 사용하면 반복 측정이 가능하므

로 객관적인 값이 도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하 테스트나 제조 검증 시 특히 유용합니다. 테

스트는 여러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를 수 초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간 상관 관계를 측정하는 CaptureVuTM 및 

자동 측정 세트는 모두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들 

도구를 통해 텍트로닉스가 다양한 기술에 대한 깊

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

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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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formation 
 

비디오/오디오 R&D 및 제조 

안정적인 제품을 지정된 시간 내에 최저의 비용으

로 시장에 빠르게 출시해야 하는 경우 텍트로닉스 

비디오 솔루션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텍트로닉스는 범용 및 애플리케이션별 비디오 테스

트/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기업으로, 사용자가 

비디오 설계 및 제품을 정확하게 디버그하고 특성

을 파악하여 검증하는데 유용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텍트로닉스 제품에는 비디오 측정 세트, 화상 분석

기, MPEG 스트림 분석기, 비디오 신호 발생기 등

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Emmy의 수상 경력에 빛나

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텍트로닉스 디지털 포스퍼 오실로스코프 및 로직 

분석기는 임베디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의 특

성을 파악하여 검증 및 디버그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베이스밴드 비디오 또

는 MPEG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할 때 텍트로닉스 

계측기를 사용하면 성능, 사용의 편의성 및 안정성 

측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줄 것입

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세미나, 교육 세션, 온라인 

및 인쇄 양식의 애플리케이션 노트, 기술적 백그라

운드 설명서 등의 수많은 리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

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노트 

▶ CIF, SD, HD, E-CINEMA 등 주관적인 비디오 품질 

등급 예측을 결정하는 AHVM(Adaptable Human 

Vision Model; 적응 가능한 인간 시각 모델) 

▶ H.264로의 변환 

▶ 버퍼 분석기 

▶ 효과적인 셋톱 박스 테스트로 출시 시기 단축 

▶ 멀티플렉서 및 SI 테이블 편집기 

▶ MPEG 기본 사항 및 프로토콜 분석 가이드 

▶ HD(High Definition) 아날로그 컴포넌트 측정 

▶ VM6000을 사용하여 HD&SD 아날로그 컴포넌트 

비디오 지터 및 원더 측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tektronix.com/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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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solution 

 

Introduction 

전문 비디오 장비 및 소비자 가전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

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기업은 표준 적합성, 

설계 검증, 상호 운용성 테스트 등의 복잡한 문제

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서 표준 적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 및 측정에는 설계 검증 테스

트, 스트레스 테스트, 식별된 오류의 디버그/분석 

등이 요구됩니다. 상호 운용성에는 아날로그 컴포

넌트, HDMI/DVI, 이더넷, USB, Firewire 등 광범위

한 인터페이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이러한 테스트 및 측정 관련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있어서 텍트로닉스의 차세대 테스트 및 

측정 도구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구는 텍트로닉스의 고객이 기술 배포의 선두주자

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비디오 기술은 이전 

세대의 기술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심지어 복

잡하기까지 하며, 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PQA500의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sis) 

기능 등 광범위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테

스트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PQA500 화질 분석기

에는 비디오 코덱 설계자가 특정 형식을 취하지만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로 표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설계가 제조 환경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반복 가능한 객관적인 테스트는 최종사용자의 만족

도를 떨어뜨려 고객의 이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

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제조업체

는 테스트에 대한 단가 감소, 인건비 감소, 제품 납

품 시간 단축, 제품 품질 향상, 글로벌 제조 전략 

등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시장에서는 단지 몇 달만 시장 

진입 시간이 늦춰진다고 해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

래될 수 있습니다. 텍트로닉스 분석기 및 측정 세

트는 고품질의 신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도구입니다. 텍트

로닉스의 See and SovleTM 비디오 테스트 솔루션은 

신호 무결성을 보존하고 생산 시간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엔지니어링 및 비엔지니어링 사용자의 운

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테스트 및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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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Product 

 

 

MTS430 MPEG Test System 

MTS400 테스트 시스템 장비는 최고 수준의 약 

214 Mbps의 ASI 데이터 속도로 생성, 레코팅 및 

분석합니다. 분석 툴로는 전송 스트림(TS) 

컴플라이언스, 버퍼, PES, 압축영상 및 오디오 

Elementary 스트림 애널라이저와 함께 스트림 생성, 

분석 및 오류 삽입에 사용되는 TS 편집기, 

멀티플렉서 및 데이터 방송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징과 장점  

▶ MPEG-2, MPEG-4, H.264, VC-1, 3GPP 및 

DVB-H를 포함하여 기존은 물론 차세대 압축 표

준을 광범위 하고 심도 있게 분석 

▶ 선택한 전송 스트림을 심도 있고 빠르게 분석하

여 표준 셋톱 박스 버퍼 테스팅과 검증에 맞는 

기능을 갖고 적합한지 확인 

▶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는 전세계적 DTV 표준 (ATSC, DVB, ISDB, 

해당 지역 언어 서비스 정보 포함)에 대해 사용

자가 수정 가능한 커스트마이징 스크립트 지원 

▶ CaptureVuTM 기술은 기존의 애널라이저에서는 

불가능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및 비 실시간(deferred 

time) 상태에서 시스템 이벤트 파악 및 분석 

▶ IP 레이어 측정 기반한 이벤트의 트리거링으로 

빠르게 장비 성능 문제 파악 (RTP metrics 및 

Average Packet Interarrival Timing(PIT) Test and 

alarms) – CaptureVu 디버깅 및 트리거 레코딩 

및 경보 기능 포함 

▶ IP 레이어들의 타이밍, 전송 스트림 그리고 프로

그램 Elementary 스트림 레이어들과 통합된 

Average PIT, PCR 그리고 PTS 타이밍 디스플레

이 간의 상관 관계 분석 

▶ 타이밍과 상관 관계된 IP 및 전송 스트림 에러 

로그(log)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 상에 IP 에러

의 원인과 결과 식별 

▶ IP 상에 생성 및 전송을 위해 전송 스트림에 

H.264/AVC 압축 비디오를 멀티 플렉싱하여 개

발 과정에 셋톱 박스 또는 다른 IPTV 장비의 정

확히 작동 여부 테스팅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mt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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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X100B MPEG Recorder and Player 

MTX100B MPEG 레코더와 플레이어는 설계 검증, 

표준 적합성 테스트, 생산성 분석을 위한 유연성, 

휴대성, 플레이, 레코더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은 저렴하게 시장 타이밍에 맞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징과 장점 

▶ 고용량 저장 장치 및 MPEG 전송 스트림의 고속 

레코딩 및 재생으로 대규모의 로컬 테스트 스트

림 라이브러리를 구축, 관리 및 사용 가능  

▶ 타임스탬프 및 타임 테이블의 실시간 업데이트

로 오류 없는 루핑 

▶ PCR 지터 삽입을 통해 제품 또는 시스템 설계

에 대해 완벽한 스트레스 테스팅 가능 

▶ 복잡한 구조를 빠르고 쉽게 해석하기 위해 전송 

스트림 컴포넌트를 색상이 다른 계층

(hierarchical)으로 디스플레이 

▶ ASI, SMPTE310M 및 Ethernet/IP 인터페이스 옵

션이 장착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지원 

▶ USB2.0 및 GbE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전송 스

트림 다운로드하여 전송 스트림 라이브러리 저장 

및 관리 시 최적의 유연성 제공 

▶ IEEE1394(40Mb/s) 인터페이스 이상으로 전송 

스트림 생성(옵션5)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mts100b 

Recommended Product 

 
 

 

 

 

 

 

 

RTX100B ISDB-T RF Signal Generator 

RTX100B는 MPEG-2 전송 스트림 레코딩 및 

재생(play out) 기능과 up converted RF 신호 

변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징 및 장점 

▶ RTX100B는 스트림 저장 없이도 직접 ASI로부터 

스트림을 변조할 수 있어 간단한 ISDB-T 변조기

로 사용 가능 

▶ 에러 없는 루핑을 위한 타임 스탬프, 타임 테이

블 및 ISDB-T Reed Solomon FEC의 실시간 업

데이트 

▶ 복잡한 구조의 빠르고 쉬운 해석을 위해 전송 

스트림 구성요소를 칼라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

(Color Hierarchical Display) 

▶ ISDB-T 리멀티플렉싱 소프트웨어는 전송 스트

림 및 오프라인 멀티플렉싱 및 ISDB-T 정보를 

제공하여, ISDB-T 전송 스트림을 생산합니다. 

또한, ISDB-T 전송 스트림을 멀티플렉싱 하거나 

ISDB 정보를 수정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rtx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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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Product 
 

 

 

 

 

 

 

 

 

 

RTX130B QAM and VSB MPEG RF  

Signal Generator 

 

RTX130B는 RF 변조 출력 옵션을 갖춘 MPEG 

스트림 레코더 및 플레이어입니다. RTX130B는 

DVB-C/ITU-T J.83 표준, 부록A, B, C 및 ATSC 

(8VSB) 표준을 따릅니다. 

특징과 장점 

▶ 통합된 MPEG 발생기, 업컨버터 및 RF 변조기

로 IF 및 RF 단계 모두에서 제품 평가를 도움 

▶ RF 표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업

그레이가 가능 

▶ 입력 MPEG 스트립을 레코딩하며, 텍트로닉스 

MTS4SA MPEG 분석 소프트웨어로 심도 있게 

오프라인에서 분석 가능 

▶ 지속적으로 에러 없는 전송 스트림으로, 긴 연

속 전송(play out)이 가능하며, PCR 지터 삽입으

로 제품 디자인 스트레스 테스팅 

▶ 멀티플렉싱 된 전송 스트림 생성을 위해 텍트로

닉스 MTS4SA MPEG 분석 소프트웨어(옵션 MX)

를 이용하여 반속적인 에러가 있는 테스팅 스트

링 생성하여 컴플라이언스 및 스트레스 테스팅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rtx130B 

 

 

 

 

 

 

 

 

 

 

 

VclipsTM – for Video Compression Testing 

and Evaluation 

 

Vclips는 비디오 압축 인코더 및 디코더의 성능을 

테스팅을 목적인 짧고 다양한 비디오 클립으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비디오 클립의 인코더 (Encoder) 시리즈는 

비압축된 YUV 클립 세트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코더의 “스트레스” 테스팅을 목적으로 한 수많은 

종류의 비디오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의 디코더 (Decoder)시리즈는 다양한 

비디오 표준으로 압축되어 비디오 디코더를 

테스팅이 목적으로 관련된 비디오 표준의 한계는 

물론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에서 에러에 대한 

반응을 테스팅합니다.  

 

기능 테스트(Functional Tests) 기능은 상용화된 

비디오 표준 모두를 체크합니다. 또한 에러 

테스트(Error Tests) 기능은 고의로 생성한 비트 

스트림 에러에 대한 디코더 반응을 체크합니다. 

추가 정보: 

www.tektronix/v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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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4EA Next Generation Compressed 

Video Elementary Stream Analyzer 

MTS4EA Elementary 스트림 애널라이지는 VC-1, 

H.264/AVC, MPEG-4, MPEG-2, H.263+, H.263 

및 비디오 압축 표준에 따라 코드화된 비디오 

스트림을 표시하고 분석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PC 기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MTS400 

시리즈 MPEG 테스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PC에서 

단독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징 및 장점 

▶ 차세대 코덱(VC-1, H.264/AVC,MPEG-4 및 

3GPP)과 기존 코덱 (H.261, H.263 및 H.263+) 

지원 

▶ 프레임 별(Frame-by-Frame) 그리고 블록 별

(Block-by-Block) 분석을 통하여 손쉽게 코덱 

비교 가능 

▶ 세부 그래픽 표시 해석 용이 (MS 엑셀 설치 필요) 

▶ 인코더 의사결정 과정을 블록별로 확인하기 위

한 이해하기 쉬운 의미 추적 File output 

▶ 압축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및 비 실시간 

디코딩 및 분석 (PC성능에 따라서 차이 발생) 

▶ Elementary 스트림 전송(Transport) 스트림으로

부터 Elementary 스트림 에디팅 추출 

추가 정보: 

www.tek.com/mts4ea 

Recommended Product 
 

 

 

 

 

 

 

 

 

MTS4SA PC based MPEG 분석 툴 

MTS4SA는 토탈 분석 패키지입니다. TS 에디터, 

멀티플렉서, 그리고 스트림 생성, 분석 및 에러 

삽입 용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 컴플라이언스, 버퍼, PES, 

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 elementary 스트림을 

분석합니다. 

표준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은 비준되었거나, 개발 

중인 다양한 DTV 표준을 지원하는 내장된 사용자 

정의(customizable)가 가능한 스크립팅을 통해 

가능합니다. 새로운 표준 및 비표준일지라도 

텍트로닉스가 제공하는 업데이트 또는 사용자가 

작성한 스크립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 기능으로 방송되지 않은 

전송 데이터를 위한 테스트 스트림 생성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셋톱 박스 오프라인 테스팅을 위한 

커스텀 스트림의 생성도 가능합니다. 셋톱 박스 

버퍼 테스팅 및 검증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www.tek.com/mts4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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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Product 
 

 

 

 

 

 

 

 

 

 

VM700T Measurement Set 

아날로그 컴포지트 및 디지털 SDI 비디오 신호의 

자동 측정과 테스팅을 수행합니다. 

특징 및 장점 

▶ Reference Standard 정확성- Reference 측정과 

관련된 정밀도 제공 

▶ NTSC, PAL, 컴포넌트 SD, 디지털 SDI 측정 옵

션 영상, 벡터 그리고 파형 디스플레이\ 

▶ 동기 타이밍 wander, 카메라, 텔레텍스 데이터 

그리고 오디오 신호 분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별 

특성화된 측정 옵션 

▶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할 수 있는 기능 모드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오토 모드를 사용하여 사용

자가 정의하며 100% 모두 자동화된 신호 분석, 

에러 추적, 결과 문서화 가능 

▶ 디지털 SDI 신호를 위한 아이 다이어그램- rise 

time, fall time,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 지터 측정 제공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vm700t 

 

 

 

 

 

 

 

 

 

 

 

TG700 Multi-Format Sync and Signal 

Generator 

비디오 산업의 변화하는 수요를 위해 설계된 

TG700은 광범위한 아날로그, 직렬 디지털 및 

디지털 고해상도 형식에 적합한 동기 펄스 생성 및 

테스트 신호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징 및 장점 

▶ 9개의 모듈로부터 최대 4개의 모듈을 선택하는 

모듈식 플랫폼 

▶ 테스트 신호, 프레임 영상, 로고 및 새로운 펌웨

어 다운로드는 물론 백업, 복구 및 복사 설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공 

▶ AVG7, AWVG7, HDVG7 또는 DVG7 모듈에 대

한 전체 프레임 테스트 및 사용자 구성 패턴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Frame Picture Option인

FP 

▶ BMP 영상을 TG700에 대한 영상 파일로 전송 

애플리케이션 

▶ 연구 및 개발 

▶ 장비 디자인 및 관리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tg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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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Product 
 

VM6000 Automated Video Measurement Set 

VM6000은 획득 하드웨어, 최적화된 비디오 측정 

알고리즘, 테스트 신호 파일 및 액세서리들을 결합 

테스트 시스템 솔루션 속에 통합합니다. 예전에는 

완료에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렸던 제품 검증 

활동을 이제 몇 초 또는 몇 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 플러그 앤 플레이 비디오 측정 

능력의 제공으로, 숙련되지 않은 운영자도 비디오 

출력 신호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대한 신호의 적합성은 명백한 

통과 또는 실패 결과와 차후의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분명하게 식별된 신호 왜곡과 함께 

보고됩니다. 

특징과 장점 

▶ 소비자 HDTV 비디오 장치의 테스트 자동화 

▶ PC 그래픽 장치의 VESA 적합성 테스트 자동화 

▶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 

▶ 포괄적으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분석 

▶ SDTV, HDTV 및 RGBHV 컴포넌트 아날로그 형

식 지원 

▶ 영상(Picture), 벡터 및 파형 디스플레이 

▶ 통과 실패 한계 테스트 

▶ 자동 보고서 생성기 옵션인 Test Signal 패키지

는 테스트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완벽한 상호 운용성, 입력 신호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를 도와드립니다. 이 외

에 옵션 패키지로는 Standard Definition 

Elementary Streams, High Definition Elementary 

Streams, Baseband Test Signals, ATSC 

Transport Stream 그리고, H.264 SD & HD 

Elementary Streams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vm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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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Product 
 

 

 

PQA500 영상 화질 분석 시스템 

PQA500은 인간의 주관적인 시각적 평가에 상당히 

일치하는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품질 측정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은 

비디오 프로세싱 장비를 최적화하는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DVD(Digital Video Disc) 플레이어 설계에서 적절한 

비디오 디코더와 비디오 프로세싱을 선택하는 것은 

판매 제품의 전체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DVD 플레이어가 비디오 출력을 

리-스케일(rescale)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해상도- SD에서 full HD까지(1080 또는 7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QA500은 다중 해상도 및 프레임률을 지원하고 업스케일링 

된 영상의 품질을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징과 장점 

▶ 신속하고 정확하며, 반복 가능하고 객관적인 화질 측정 

▶ 인간의 시각 체계 모델에 기반한 

DMOS(Differential Mean Opinion Score) 측정 예측 

▶ 다양한 HD 비디오 형식(1080i, 720p)과 SD 비

디오 형식(525 또는 625)으로 화질 측정 가능 

▶ HD에서 SD, 또는 HD/SD에서 CIF까지 다양한 

해상도로 화질 비교 가능 

▶ 주의/현상에 가중치를 둔 측정 

▶ 자동 시간(Temporal) 및 공간 (Spatial) 조정 

▶ SD/HD SDI 인터페이스 옵션 

애플리케이션 

▶ CODEC 설계, 최적화 및 검증 

▶ 적합성 테스트, 전송 장비 및 시스템 평가 

▶ 디지털 비디오 마스터링 

▶ 압축 서비스 

▶ 디지털 소비자 제품 개발 및 제조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pqa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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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5000B Series Logic Analyzers Features 

and Benefits 

특징 및 장점 

▶ 500 ps (2 GHz) / 32 Mb의 타이밍 레코드 길이

로 폭넓은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이

벤트 캡쳐 가능 

▶ 동시에 타이밍 또는 스테이트 획득이 가능한 

125 ps 해상도의 MagniVu™ 획득 기능으로 이

중 프로빙없이 까다로운 타이밍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 

▶ 글리치 및 셋업/홀드 위반 트리거 및 표시 기능

으로 까다로운 하드웨어 문제 발견 및 표시 

▶ 235 MHz 스테이트 획득 기능으로 고속 동기 디

지털 회로 분석 가능 

▶ iView™ 시간 상관(time-correlated) 디지털-아

날로그 뷰를 통해 디지털 신호에 영향을 주는 아

날로그 편차를 분명히 확인 가능 

▶ 34/68/102/136개의 채널 구성으로 고객의 예산

에 적합한 유연한 솔루션 제공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통합, 디버그, 검증 

▶ 광범위한 FPGA 지원 애플리케이션 

▶ 디지털 하드웨어 검증 및 디버그 

▶ 디지털 하드웨어의 성능 모니터링 및 측정 

▶ 단일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버스 디버그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tla5000 

Recommended Product 

 
 

 

 

 

 

 

 

TLA7000 Series Logic Analyzers 

특징 및 장점 

▶ 모듈형 메인 프레임으로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 TLA 로직 애널라이저 또는 패턴 제너레이터 모

듈 사용 

▶ 최대 6,528개의 로직 애널라이저 채널, 48개의 

독립 버스 지원 

▶ iView™ 기능으로 독립형 텍트로닉스 TDS 디지

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에서 최고 15GHz, 

40GS/s 및 64Mb의 아날로그 획득 지원 

▶ 데이터를 파형, 목록, 소스 코드, 히스토그램 

(성능 분석)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하여 다양한 영

역에서 분석 실행 가능 

▶ 호스트 모드 또는 내장 Windows XP 원격 데스

크탑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TLA를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 Microsoft.NET 및 COM/DCOM 기술을 사용한 

원격 제어 기능으로 고급 데이터 분석 지원 

애플리케이션 

▶ 하드웨어 디버그 및 검증 

▶ 프로세서/버스 디버그 및 검증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통합, 디버그, 검증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tla7000 



18  www.tek.com/video 

Recommended Product 
 

 

 

 

 

 

 

 

 

DPO4000 Series Digital Phosphor 

Oscilloscopes 

특징 및 장점 

▶ 350 MHz ~ 1 GHz의 대역폭 

▶ 최고 5 GS/s의 샘플링 속도 

▶ 2 또는 4개 채널 

▶ 전 채널 10 M의 레코드 길이 

▶ Wave Inspector® 제어 기능으로 파형 확인 및 

검색 작업에서 탁월한 효율성 제공 

▶ I2C, SPI, CAN, RS-232 직렬 트리거링, 분석, 

디코딩* 

▶ 10.4인치 (264 mm)의 대형 XGA 컬러 디스플레이 

▶ 두께 137 mm (5.4인치), 무게 5 kg (11 lbs)의 

슬림한 외형 

▶ 빠르고 간편하게 저장이 가능한 전면 패널 USB 

및 CompactFlash 

▶ 내장 이더넷 포트 

▶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 기능 및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 

▶ USBTMC를 사용하여 PC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USB 2.0 장치 포트 

▶ 고급 트리거 세트  

애플리케이션 

▶ 임베디드 설계 및 디버그 

▶ 과도 현상 검사 

▶ 전력 관리 

▶ 비디오 설계 및 디버그 

▶ 자동차 전장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dpo4000 

* 옵션 

 

 

 

 

 

 

 

 

 

 

 

DPO7000 Series Digital Phosphor 

Oscilloscopes 

특징 및 장점 

▶ 500 MHz, 1 GHz, 2.5 GHz, 3.5 GHz의 대역폭 

▶ 전 채널에서 모두 최고 10GS/s의 실시간 

샘플링 속도 지원 

▶ 최대 400 MS의 레코드 길이, 빠르게 이동 

가능한 MultiView yoom™ 기능 포함 

▶ >250,000 wfms/s의 최대 파형 캡쳐 속도 

▶ 생산성을 높여주는 MyScope® 사용자 정의 창 

▶ 거의 모든 트리거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Pinpoint® 트리거링 

▶ 적은 설치 면적과 가벼운 무게 

▶ 업계 최대 크기인 대형 12.1인치 XGA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 직렬 데이터 스트림과 NRZ 직렬 패턴 트리거에서 

클럭을 복구하여 패턴 의존 현상 분리 가능 

▶ 저속 직렬 프로토콜 트리거링 

▶ Microsoft Windows에서 OpenChoice® 내장 

네트워크 및 분석 기능 제공 

애플리케이션 

▶ 신호 무결성, 지터 및 타이밍 분석 

▶ 텔레콤 및 데이터 통신 업계 표준에 대한 직렬 

데이터 스트림의 디버그 및 적합성 테스트 

▶ 저속 직렬 버스 설계 (CAN, SPI, I2C, LIN) 

▶ 과도 현상 검사 

▶ 전력 측정 및 분석 

▶ 자동차 전장 

▶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dpo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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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3000A Series Real-time spectrum 

Analyzers 

특징 및 장점 

발견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RF 신호 파악 가능 

▶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기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신호 

불안정성과 과도 특성까지 확인 

트리거 

▶ 최고 36 MHz의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기능으로 과도 

RF 신호를 손쉽게 캡쳐 가능 

캡쳐 

▶ 최고 36 MHz 대역 내의 모든 신호를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캡쳐 

▶ 36 MHz 스팬에서 최고 1.28 s의 레코드 길이를 

제공하므로 한 번의 캡쳐로도 장시간에 걸쳐 완벽한 

분석 가능 

분석 

▶ 포괄적인 펄스 분석 기능 

▶ 기존 광대역 신호 분석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 

화면 

▶ 시간, 주파수, 변조 영역의 시간 상관 (time-

correlated) 연속 표시 기능 

▶ 애플리케이션 별 측정 분석: W-CDMA, cdma2000, 1X 

EVDO, HSDPA, HSUPA, TD-SCDMA, 802.11 a/b/g/n, 

WiMAX, RFID, WLAN 외 다수 

애플리케이션 

▶ RF 시스템의 시스템 통합 

▶ 레이더 및 펄스 RF 신호의 특성 파악 

▶ RFID 시스템 개발 및 문제 해결 

▶ 스펙트럼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간섭 신호 또는 

미확인 신호의 특성 파악 

▶ RF 구성요소, 모듈 또는 시스템 문제 해결 

▶ 까다로운 EMI 진단 문제에 대한 해답 제시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rtsa 

 

 

 

 

 

 

 

 

 

 

 

 

RSA6100A Series Real-Time Spectrum 

Analyzers Featuring DPX® Technology 

 

특징 및 장점 

발견 
▶ 혁신적인 DPXTM 기술로 24us의 과도 현상까지 모든 

신호를 완벽하게 디스플레이 

▶ DPX 스펙트럼 프로세싱 기능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RF 신호를 색상 별로 표시하여 쉽게 파악 

가능 

트리거 
▶ 텍트로닉스만의 40 MHz 및 110 MHz 주파수 마스크 

트리거 (FMT)가 주파수 영역의 모든 변화를 트리거 

하므로 이벤트 기반의 과도 RF 신호를 쉽게 캡쳐 

가능 

▶ 2개의 외부 트리거를 통해 ATE 및 기타 시스템 

장비에서 트리거 작동을 유연하게 제어 가능 

캡쳐 
▶ 최고 110 MHz 대역 내의 모든 신호를 메모리에 

캡쳐-시간 영역 내에서 최대 6.67 ns의 이벤트까지 

캡쳐 가능 

▶ 110 MHz 대역폭에서 최고 1.7 s까지 캡쳐가 

가능하므로 한 번의 캡쳐만으로도 장시간에 걸쳐 

완벽한 분석 가능- 6.2 GHz 및 14 GHz 모델 

분석 
▶ Windows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기능을 손쉽게 

액세스. 전면 패널, 키보드, 터치스크린 또는 마우스 

사용 가능  

▶ 고급 측정 기능 세트 - 상승 시간, 펄스 폭, 대펄스 위상 

등과 같은 펄스 측정 기능으로 -펄스 트레인의 움직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제공  

▶ 범용 디지털 변조 분석을 통해 벡터 신호 분석 기능 제공 

애플리케이션 
▶ 첨단 레이더 및 펄스 RF 신호의 특성 파악 

▶ 스펙트럼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인터페이스와 

미확인 신호 발견 

▶ 오프라인 분석용으로 멀티-캐리어 3G 및 4G 

시스템의 벡터 신호 파라미터 캡쳐 

▶ CR (무선 인지) 및 SDR (소프트웨어 무선 통신)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RF 

구성요소, 모듈 또는 시스템 문제 해결 

추가 정보: 

www.tektronix.com/rsa6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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