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포스포 오실로스코프

250,000/s 이상의 파형 업데이트!
강력하고 빠른 디버깅 솔루션 !

DPO, Windows, 최고 3.5GHz
USB2.0, CAN/LIN/LAN/Power 분석 등 다양한 솔루션 제공

3.5GHz • 10GS/s • 4ch

DPO7354
2.5GHz •  10GS/s •  4ch

DPO7254
1GHz •  5GS/s •  4ch

DPO7104
500MHz •  2.5GS/s •  4ch

DPO7054

█  DPO7000시리즈

www.tek.co.kr/products/oscilloscopes/dpo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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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파형을 왜곡 없이 재현┛
 DPO 기능（FastAcq） 탑재

 초당 250,000번 이상（4ch동시） 파형 업데이트

 DPO 기능（FastAcq） 탑재

 간헐적인 이상 파형도 손쉽게 측정 가능

정확한 파형 측정 가능

향상된 기본 성능

채널당 10M 포인트의 메모리 지원

높은 샘플 레이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시간 파형 획득 가능

변환 가능한 입력 임피던스

최고 주파수 대역 3.5Ghz 50Ω지원
1㏁ 임피던스 기본 지원

패시브 프로브 및 액티브 프로브 동시
지원 가능

프로브 장착시 임피던스 자동 전환

강화된 사용 편리성

Myscope 를 이용한 조작 편리성 강화

마우스 클릭으로 제어

사용 가능한 동작이 자동
적으로 POP-UP 메뉴로 표시

각종 애플리케이션 지원 Windows XP OS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 다양한 기술 표준 분석 가능

█  USB   █  Ethernet   █  지터분석   █  파워 분석   █  CAN/LIN 분석

www.tek.co.kr



DPO 간헐적 파형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스코프가 아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www.tek.co.kr

█  파워 분석 소프트웨어 
   （DPOPWR）

█  이더넷 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 
    (TDSET3)

█  USB2.0 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
    (TDSUSB)

스위칭 loss 측정 화면

█  전력 손실 계산

█  SOA 측정 및 분석

█  ON 저항측정 및 B-H 특성 분석

█  PWM 제어 회로의 변조 분석

█  전력 품질 및 고조파 전류 분석

█  10/100/1000BaseT의 모든 규격 검증 가능

█  임의 파형 발생기를 이용하여 Return Loss 측정 가능

     85, 100, 115Ω 테스트 지원 및 Disturbing 신호측정 가능

█  USB2.0 적합성 테스트를 위한 USB-IF 의 인증된 MOI.

█  HS 리시버 테스트 및 Chirp, Monotonic Property 테스트 지원

█  CAN/LIN 타이밍 & 프로토콜 분석
   소프트웨어（Opt.LSA)

█  지터 &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 소프트웨어
   (DPOJET)

█  통신 마스크 테스트 (Opt. MTM)

CAN/LIN 타이밍 프로트콜 디코드 지터 히스토그램 및 주파수 분석 622Mbps 신호 규격의 마스크 테스트

간헐적 파형도 손쉽게 측정！
발생 빈도 측정 가능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디버그를 가능하게 합니다.

4ch동시

매초 25만번 이상 고속 파형 획득 실현!

                                              - （FastAcq기능）

DPO（Digital Phosphore Oscilloscope）?
오실로스코프의 주요 기능은 파형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것 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스코프의 빠른 파형 업데이트의 장점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그대로 구현 가능 하도록 설계된 기능을 말합니다.

이더넷  테스트 픽스쳐



█  최고 3.5GHz 주파수 대역

█  최고 10GS/s（4ch동시） 샘플 레이트

█  최대 400M 포인트 （1ch사용시） 레코드 길이

█   강화된 DPO 기능을 이용한 신속한 디버깅 기능

   4ch동시 초당 250,000번 이상 고속 파형 업데이트 실현

48K-21137-1

█ Pinpoint® 트리거 기능
복잡한 이벤트 포착 가능

특정 이벤트에 트리거 하여 신속한 분석 및 

디버깅 지원

█ 프로토콜 트리거 기능
각종 직렬 버스 지원

I2C / SPI 트리거 / CAN 트리거（Opt.LSA）

█ 고속 직렬 설계 지원
Clock Recovery •

고속 직렬 패턴 트리거

특정 조건 하에서 글리치 포착

█  이벤트 Search & Mark
방대한 파형 정보로부터 필요

데이터를 신속하게 포착（Opt.ASM）

█  파형 리미트 테스트

템플릿을 작성해 간단하게 Pass / Fail

여부를 측정（Opt.LT）

█ OpenChoice® 환경

Windows 지원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지원

특정의 로직 패턴을 하이라이트로 표시 허용치를 설정해 레퍼런스 파형과 비교 ExcelToolbar 사용 예제

특정 I2C 주소로 간단하게 트리거 1.25Gbps NRZ 인코드 • 데이터 트리거

█ 주파수 대역 가변 기능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주파수 선택 가능

파형의 특성 평가를 위한 고주파 노이즈의 제거 가능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최대 주파수까지 가변 가능

█ 향상된 트리거 기능 
100fs rms 이하의 최저 트리거 지터 실현

1.5ps rms 이하의 최저 트리거 지터를 구현한 Horizontal System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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