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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luke.com =

또는=다음=전화=번호로=cäìâÉ=사에=직접=문의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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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국가=HNJQORJQQSJR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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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ççãI=oÉéä~ó=및=`ìêëçê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R 

기타=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R 

환경=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T 

=안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T 

NMWN=프로브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V 

사양=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NM 



  
 테스트 툴 키트의 포장 풀기 

= = N=

표준 준수 선언 
cäìâÉ=NVO_=J=NVS_L`=J=NVV_L`=

pÅçéÉjÉíÉê∆=테스트=툴=

=

제조자 
cäìâÉ=fåÇìëíêá~ä=_KsK=

iÉäóïÉÖ=N=

TSMO=b^=^äãÉäç=

네덜란드=

=

표준 준수 조항 
적절한=표준을=사용한=테스트=결과에=기초하여=이=제품은=

bäÉÅíêçã~ÖåÉíáÅ=`çãé~íáÄáäáíó=aáêÉÅíáîÉ=UVLPPSLbb`=

içï=sçäí~ÖÉ=aáêÉÅíáîÉ=TPLOPLbb`를=준수합니다K=

샘플 테스트=

사용된=표준W=

=

bk=SNMNMKN : 2001
p~ÑÉíó=oÉèìáêÉãÉåíë=Ñçê=bäÉÅíêáÅ~ä=bèìáéãÉåí=Ñçê=

jÉ~ëìêÉãÉåíI=`çåíêçäI=~åÇ=i~Äçê~íçêó=rëÉ=

=

bkJfb`SNPOSJN=ENVVTF=

bäÉÅíêáÅ~ä=ÉèìáéãÉåí=Ñçê=

ãÉ~ëìêÉãÉåíë=~åÇ=ä~Äçê~íçêó=

ìëÉ=Jbj`=êÉèìáêÉãÉåíëJ=

=

테스트는=일반적인=구성으로=수행되었습니다K=

=

이=표준=준수는= =I=

“`çåÑçêãáí¨=bìêçé¨ÉååÉ”=기호로=입증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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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테스트 툴 키트의 포장 풀기 
테스트=툴=키트에는=다음과=같은=품목이=포함되어=

있습니다K=

참고 

신제품인 경우 충전식 NiMH 전지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 8장을 참조하십시오. 

4

3

1 2

7
9

10

8  

11

5

(2x)

(2x)
(2x)

6

e

(1x)

f
(2x)

b

(2x)
ab

a c
(2x)

d

=

그림 1. ScopeMeter 테스트 툴 키트 



  
 테스트 툴 키트의 포장 풀기 =

= = P=

=

# 설명 

N= pÅçéÉjÉíÉê=테스트=툴=

O= 전지=충전기E국가에=따라=다를=수=있음F=

P= NMWN=전압=프로브=세트E적색F=

~F=NMWN=전압=프로브E적색F=

ÄF=프로브=팁용=훅=클립E적색F=

ÅF=훅=클립이=달린=접지=리드E적색F=

ÇF=미니=악어=클립이=달린=접지=리드E흑색F=

ÉF=프로브=팁용=QJãã=테스트=프로브E적색F=

ÑF==프로브=팁용=접지=스프링E흑색F=

Q= NMWN=전압=프로브=세트E회색F=

~F=NMWN=전압=프로브E회색F=

ÄF=프로브=팁용=훅=클립E회색F=

ÅF=훅=클립이=달린=접지=리드E회색F=

ÇF=미니=악어=클립이=달린=접지=리드E흑색F=

ÉF=QJãã=프로브=팁용=테스트=프로브E회색F=

R= ~F=테스트=리드=세트=

ÄF=QJãã=바나나=잭이=달린=프로브=접지=리드=

S= 시작하기=매뉴얼=

T= 다국어=사용자=매뉴얼을=포함한=`a=olj=

U= 선적용=상자E기본=버전에=한함F=

cäìâÉ=NVO_I=NVS_L`=및=NVV_L`=p=버전에는=다음=품목도=

포함되어=있습니다K=

# 설명=

V= 광학적으로=절연된=USB =어댑터L케이블=

NM= táåÇçïë∆용=cäìâÉsáÉï∆=pÅçéÉjÉíÉê∆=

소프트웨어=

NN= 하드=케이스=

=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Q=

=

안전 정보: 꼭 읽어 보십시오! 
테스트=툴을=사용하기=전에=다음=안전=정보를=잘=읽어=

보십시오K=

이=설명서의=각=해당=부분에=구체적인=경고=및=주의사항이=

있습니다K=

“경고”는 사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이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주의”는 테스트 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테스트=툴과=이=설명서에는=다음과=같은=국제=기호가=

사용됩니다K=

 

설명서의=설명=

참조=
 

이중=절연===

E보호=등급F=

 

폐기=정보= 접지=

 

재활용=정보=

 

`çåÑçêãáí¨=

bìêçé¨ÉååÉ=

 

안전=인증=

 

안전=인증=

 

직류=
 

교류=

=

 경고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 Fluke 전용 전원 공급 장치인  BC190 모델 
(배터리 충전기/ 전원 어댑터) 을 이용하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BC190 에 있는 선정된/표시된 
범위가 해당 지역의 전압 및 주파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BC190/808 유니버설 배터리 충전기/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전선을 이용하십시오. 

주: 

다양한 전원 소켓과의 연결을 돕기 위하여 
BC190/808 유니버설 배터리 충전기/전원 
어댑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적절한 
전선 코드에 연결이 되도록 암컷 플러그가 달려 
있습니다. 어댑터는 절연되어 있으므로 
전선코드는 보호 접지 연결을 위한 터미널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든 보호 접지 터미널을 
갖춘 전선 코드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므로 
그와 같은 전선 코드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정보: 꼭 읽어 보십시오! =

= = R=

=경고=

테스트 툴 입력을 42 V 피크(30 Vrms) 이상의 
전원 또는 4800 VA 이상의 회로에 연결할 
경우에는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전압 검침기, 시험 단자 선 및 어댑터 등은 시험 
도구와 함께 제공된 절연 제품 또는 Fluke 190 
ScopeMeter 시리즈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전압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부속품은 사용하기 
전에 기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만약 손상된 경우에는 교체하십시오. 

• 사용하지 않는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부속품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 반드시 전지 충전기를 AC 콘센트에 먼저 
연결하고 나서 테스트 툴에 연결하십시오. 

• 그라운드 스프링을 접지에서 42 V (30 Vrms) 
피크 이상의 전압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림 1,  f). 

• CAT III 환경에서 측정할 때에는 접지에서 
입력까지의 전위차가 600 V 이상인 전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CAT II 환경에서 측정할 때에는 접지에서 
입력까지의 전위차가 1000 V 이상인 전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CAT III 환경에서 측정할 때에는 상호 전위차가 
600 V 이상인 전압은 절연 입력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CAT II 환경에서 측정할 때에는 상호 전위차가 
1000 V 이상인 전압은 절연 입력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계측기의 정격보다 높은 입력 전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로브 팁 전압은 테스트 툴에 직접 
전달되므로 1:1 테스트 리드는 특별히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 

• 피복이 벗겨진 금속 BNC 또는 바나나 플러그 
커넥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커넥터에 금속 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테스트 툴은 언제나 지정된 방법대로만 
사용하십시오. 

경고에=명시된=전압=정격은=�동작=전압Ò=한계를=나타냅니다K=

즉I=^`=사인파=애플리케이션의=s=~Å=êãëERM=Ó=SM=eòF=및=

a`=애플리케이션의=s=ÇÅ를=의미합니다K=

Measurement Category=fff는=분배=전압=수준=및=건물=안에=

고정된=설치=회로를=나타냅니다K=

Measurement Category=ff는=가구=및=휴대용=장비에=

해당하는=지역=전압=수준을=나타냅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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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명서에서=Ú절연Û=또는=Ú전기적으로=부동Û이라는=용어는=

테스트=툴=입력=_k`=또는=바나나=잭을=지면=접지와는=다른=

전압에=연결한=측정을=나타냅니다K=

절연=입력=커넥터는=피복이=벗겨져=금속이=드러나지=않고=

감전을=방지하도록=완전하게=절연되어=있습니다K=

적색=및=회색=_k`=잭과=적색=및=흑색=QJãã=바나나=잭은=

절연E전기적으로=부동F=측정을=위해=지면=접지보다=높은=

전압에=따로따로=연결할=수=있으며=최대=정격은=지면=

접지로부터=NMMM=sêãë=`^q=ff=및=SMM=sêãë=`^q=fff입니다K=

안전 기능이 훼손된 경우 

테스트 툴을 지정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장비의 
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전에=테스트=

리드에=기계적=손상이=없는지=육안으로=검사하고=손상된=

테스트=리드는=교체하십시오>=

안전이=보장되지=않는=경우에는=테스트=툴을=끄고=전원=

코드를=빼야=합니다K=그런=다음=자격이=있는=담당자에게=

문제를=설명합니다K=예를=들어I=테스트=툴로=본래의=측정을=

할=수=없거나=눈에=띄게=손상된=부분이=있으면=안전이=

보장되지=않을=수=있습니다K=

=

=



T=

제 1 장  
스코프 사용 

  

이 장의 내용 
이 장에서는 테스트 툴의 스코프 기능을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모든 스코프 기능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고 간단한 예를 통해 메뉴 사용법과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툴에 전원 공급하기 
그림 2의 절차(1단계부터 3단계까지)에 따라 표준 AC 

콘센트에서 테스트 툴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지 전원 

사용에 대한 설명은 제 8장을 참조하십시오. 

=

on/off 키로 테스트 툴의 전원을 켭니다. 

테스트 툴은 마지막 설정된 구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림 2. 테스트 툴에 전원 공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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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툴의 리셋 
테스트 툴을 출하시의 설정으로 리셋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테스트 툴의 전원을 끕니다. 

2 
=

USER 키를 누른채 홀드합니다. 

3 

=

이 키를 눌렀다 뗍니다. 

테스트 툴이 켜지고 경보음이 두 번 울리면 리셋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4 
=

USER 키를 놓아줍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에 그림 3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그림 3. 리셋한 후에 나타나는 화면 



 스코프 사용 
 메뉴 찾아가기 1=

= = V=

메뉴 찾아가기 
이 예에서는 테스트 툴의 메뉴를 사용하여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행하여 

스코프 메뉴를 열고 항목을 선택해 보십시오. 

1 

=

SCOPE 키를 눌러 화면 아래쪽의 

청색 기능 키 4개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레이블을 표시하십시오. 

=

참고 

화면 전체를 보기 위해 레이블을 숨기려면 SCOPE 

키를 다시 한 번 누릅니다. 이렇게 SCOPE 키로 

레이블을 표시했다가 다시 감추면 다른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이 메뉴는 화면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

=
그림 4. 기본적인 찾아가기 

3a
 
3b 

=

청색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항목을 

강조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르면 항목이 

선택됩니다. 

4 
=

메뉴가 종료될 때까지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참고 

 키를 계속 누르면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메뉴를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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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레이블 및 메뉴 숨기기 
언제든지 메뉴나 키 레이블을 숨길 수 있습니다. 

=

키 레이블이나 메뉴를 감추려면 CLEAR MENU 

를 누릅니다. 

메뉴나 키 레이블을 다시 표시하려면 황색 메뉴 키 중 

하나(예: SCOPE 키)를 누릅니다. 

입력 연결 
테스트 툴의 윗부분을 보면 신호 입력이 4개 있습니다. 

둘은 안전 BNC 잭 입력(적색 입력 A와 회색 입력 B)이고 

나머지 둘은 안전 4-mm 바나나 잭 입력(적색과 

흑색)입니다. 스코프 측정을 할 때에는 BNC 잭 입력을 

사용하고 계기 측정을 할 때에는 바나나 잭 입력을 

사용하십시오. 

테스트 툴은 절연 입력 아키텍처를 채택했기 때문에 각 

입력에서 독립적인 부동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림 5. 측정 연결 



 스코프 사용 
 스코프 연결 1=

= = NN=

스코프 연결 
이중 입력 스코프 측정을 하려면 적색 전압 프로브를 입력 

A에 연결하고 회색 전압 프로브를 입력 B에 연결합니다. 

각 전압 프로브의 짧은 접지 리드를 자체의 기준 전위에 

연결합니다(그림 6 참조). 

참고 

독립적으로 절연된 부동 입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제 7장 “추가정보 및 문제해결”을 

읽어보십시오. 

=
그림 6. 스코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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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and-View™ 로 미확인 신호 표시 
테스트 툴의 Connect-and-View 기능을 이용하여 복잡한 

미확인 신호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위치, 범위, 시간축, 트리거링이 최적화되고 거의 

모든 파형이 안정적으로 표시됩니다. 신호가 변하면 결과 

표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기능은 여러 신호를 신속하게 검사하려고 

할 때 특히 편리합니다. 

Connect-and-View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Auto Set을 수행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AUTO가 나타납니다. 

아래=행에는=범위I=시간축I=트리거=정보가=나타납니다K=

파형=식별자EAF는=그림=T과=같이=화면=오른쪽=아래에K=

나타납니다K=화면=왼쪽의=입력=^=제로=아이콘E-F은=파형의=

접지=레벨을=나타냅니다K 

2 
=

이 키를 두번째로 눌러 수동 범위를 

다시 선택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MANUAL이 나타납니다. 

=
그림 7. Auto Set을 수행한 후의 화면 

키패드 아래쪽에 있는 밝은 회색의 RANGE, TIME 및 MOVE 

키를 사용하면 파형 보기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 사용 
 자동 스코프 조정 1=

= = NP=

 

자동 스코프 조정 
테스트 툴에는 광범위한 자동 스코프 측정 기능이 제공되며,  

READING 1과 READING 2 등 두 수치 판독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판독값은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입력 

A 또는 입력 B 파형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A에 대한 주파수 측정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

2 
=

Reading 1 메뉴를 엽니다. 

=

3 

=

on A를 선택합니다. 강조 표시가 

현재 측정값으로 옮겨집니다. 

4 

=

Hz 측정을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에 Hz 측정값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8 

참조). 

입력 B에 대한 두번째 판독값으로 Peak-Peak 측정도 함께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

2 
=

Reading 2 메뉴를=엽니다K=

=

3 

=

on B를=선택합니다K=강조=표시가=

측정=필드로=옮겨집니다K=

4 

=

PEAK 메뉴를=엽니다K=

=

5 

=

Peak-Peak=측정을=선택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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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화면 예를 나타냅니다. 입력 B에 대한 피크 대 

피크 판독값이 화면 위쪽의 입력 A 주파수 판독값 옆에 

나타납니다. 

=
그림 8. Hz 및 V 피크 대 피크 스코프 판독값 

참고 

B 버전은 Vpwm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화면 고정 
언제든지 화면(모든 판독값과 파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1 
=

화면을 고정시킵니다. 판독값 영역 

오른쪽에 HOLD가 나타납니다. 

2 
=

측정을 다시 계속합니다. 

 



 스코프 사용 
 Average, Persistence 및 Glitch Capture 사용 1=

= = NR=

Average, Persistence 및 Glitch Capture 
사용 
Average를 이용한 파형 평활화 

파형을 평활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

3 
=

Average: 로 점프 합니다 

4 

=

On... 을 선택하여 Average Factors 

메뉴를 오픈합니다. 

=

=

=

5 

=

Average 64를 선택합니다. 이 것은 

64 번에 걸쳐 얻은 값의 평균을 

냅니다. 

6 
=

메뉴를 종료합니다. 

평균 기능(Average)을 사용하면 이유 없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파형 잡음을 대역폭의 손실 없이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 9는 평활화를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파형 예입니다. 

=
그림 9. 파형 평활화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NS=

 

Persistence를 이용한 파형 표시 

퍼시스턴스(Persistance)를 이용하여 다이내믹 신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

3 

=

Waweform:으로 가서 Persistence… 

메뉴를 오픈합니다. 

 

4 

=

Digital Persistence: Short, Medium, 

Long 또는 Infinite를 선택하여 

다이내믹 파형을 관찰합니다(C 

버전에만 해당). 

Digital Persistence: Off, Envelope: 

On을 선택하여 다이내믹 파장의 

상단 및 하단 경계를 

확인합니다(Envelope 모드). 

Dot-join: On 또는 Off를 선택하여 

원하는 파장 표시를 선택합니다. 

 

=
그림 10. Persistence를 이용한 다이내믹 신호 관찰 

.



 스코프 사용 
 Average, Persistence 및 Glitch Capture 사용 1=

= = NT=

글리치 표시 

파형의 글리치를 포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

3 

=

Glitch Detect: On을 선택합니다. 

4 
=

메뉴를 종료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50 ns(나노초) 이상의 이벤트(글리치 

또는 다른 비동기 파형)를 표시하거나 HF 변조 파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mV/div 범위를 선택하면 Glitch Detect가 꺼집니다.  

2 mV/div 범위에서 Glitch Detect를 켤 수 있습니다. 

고주파 잡음 억제 

Glitch Detect를 Off로 설정하면 파형의 고주파 잡음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기능(Average)을 사용하면 

잡음이 보다 확실히 억제됩니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

3 

=

Glitch Detect: Off 를 선택한 다음 

Average: On을 선택하여 Average 

메뉴를 오픈합니다.  

4 

=

Factor : 8x를 선택합니다. 

추가정보 

글리치 포착과 평균 기능은 대역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역폭 제한 필터를 

이용하면 잡음이 더 확실히 억제됩니다. 이 장의 

“잡음이 있는 파형 다루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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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포착 
AC 커플링 선택 

리셋을 하고 나면 테스트 툴은 DC 결합 상태가 되어 AC 

전압과 DC 전압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AC 커플링은 DC 신호에 실린 작은 AC 신호를 관찰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AC 커플링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INPUT A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

2 
=

AC를 강조 표시합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AC 커플링 아이콘 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된 파형의 극성 반전 

입력 A 파형의 극성을 반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INPUT A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

2 
=

Input A 메뉴를 엽니다. 

=

3 

=

Inverted를 선택하면 파형이 반전 

표시됩니다. 

4 
=

메뉴를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파형을 반전 표시하면 포지티브 

파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파형이 반전되어 표시되면 파형 오른쪽에 

반전 표시 식별자( 
 

)가 나타납니다. 



 스코프 사용 
 가변적 입력 감도 기능 1=

= = NV=

가변적 입력 감도 기능 
가변적인 입력 감도 기능은 예를 들면 표준 신호의 진폭을 

정확히 6 디비젼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입력 A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입력감도의 범위는 2.5배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 mV/div 범위에서는 10 mV/div와 4 mV/div 사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변적인 입력 감도 기능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입력 신호를 적용합니다 

2 
=

Auto Set를 실행합니다 (스크린 

상단에반드시 AUTO가 

나타나야합니다)  

^ìíç=pÉí=E자동설정F=기능은=가변적인=입력=감도=기능을=

해제합니다K=이=상태에서=필요한=입력의=감도를=선정할=수=

있습니다K=가변=감도의=조정을=시작하면=감도가=증가하게=

된다는=것을=명심해야=합니다K=E화면에=보이는=진폭=기록이=

증가할=것입니다FK=

3 
=

INPUT A  키 레이블이 나타나게 

합니다. 

=

 
  

4 
=

Input A Options... 메뉴를 

오픈합니다.  

=

5 

=

Variable를 선정 및 수용합니다. 

6 
=

메뉴를 종료합니다. 

스크린의 좌측 하단에  A  Var 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변수를 선택하면 커서와 자동 입력 범위 기능이 해제됩니다. 

7 

=

감도를 증가시키려면 mV를 

누르고, 감도를 감소시키려면 V를 

누릅니다. 

=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OM=

잡음이 있는 파형 다루기 

파형에 고주파 잡음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동작 

대역폭을 10 kHz 또는 20 MHz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파형이 매끄럽게 표시되며, 이에 따라 

파형에 대한 트리거링도 개선됩니다. 

HF reject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

INPUT A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

2 
=

Input A 메뉴를 엽니다. 

=

3 
=

Bandwidth로 직접 이동합니다. 

4 

=

10kHz (HF reject)를 선택하여 

대역폭 제한을 지정합니다. 

추가정보 

대역폭 손실 없이 잡음을 억제하려면 Average 

기능을 사용하거나 Display Glitches 기능을 

끄십시오. 

수학 함수 A ±B, AxB, A vs B 사용  

입력 A 및 입력 B 파형에 대해 더하기(A+B), 빼기(A-B) 또는 

곱하기를(A*B) 할 때, 테스트 도구에 수학적인 결과 파형과 

입력 A 및 입력 B 파형이 표시됩니다.  

A vs B를 사용하면 수직축에 입력 A, 수평축에 입력 B가 

놓이는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수학 함수는 파형 A와 B에 대한 지점간 연산을 수행합니다. 

수학 함수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

SCOPE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



 스코프 사용 
 가변적 입력 감도 기능 1=

= = ON=

 

3 

=

Waveform: 으로 이동해서 

Mathematics... 를 선택하여 

Mathematics 메뉴를 엽니다. 

=

4 

=

함수 A+B, A-B, AxB 또는 A vs B를 

선택합니다. 

5 

=

수학적인 결과 파형이 화면에 

맞춰지도록 배율 인수 를 선택하고 

돌아갑니다. 

수학적 결과의 감도 범위는 가장 감도가 작은 입력의 감도 

범위를 배율 인수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수학 함수 스펙트럼 사용 

(FFT, C 버전) 

스펙트럼 함수는 입력 A 또는 입력 B 파형의 스펙트럼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함수는 시간 도메인의 진폭 파형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FFT를 수행합니다. 

측면 돌출부의 영향(누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 윈도우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체 사이클 횟수에 맞게 분석할 

파형 부분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해닝, 해밍 또는 윈도우잉을 선택하면 갱신 속도가 

빨라지지만 누출은 더 많아집니다. 

전체 파형 진폭이 화면에 계속 표시되도록 합니다. 

스펙트럼 함수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SCOPE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2 
 

Waveform Options 메뉴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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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

3 

 

Waveform:으로 이동하고 

Mathematics...를 선택하여 

Mathematics 메뉴를 엽니다. 

 

4 

 

Function: Spectrum 을 선택합니다. 

5 

 

Window: Auto(자동 윈도우잉), 

Hanning, Hamming 또는 

None(윈도우잉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림 1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SPECTRUM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LOW AMPL이 표시되면 파형 진폭이 너무 낮아 스펙트럼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WRONG TB가 표시되는 경우, FFT 결과를 표시하도록 

시간대 설정이 테스트 툴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너무 

느리면 앨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빠르면 화면에서의 

한 신호 기간보다 짧아집니다. 

 

 

6 
 

추적 A 또는 추적 B에 대해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합니다. 

7 
 

수직 진폭 스케일을 선형 또는 

대수로 설정합니다. 수평 주파수 

눈금은 항상 대수입니다. 

8 
 

스펙트럼 함수를 끄고 켭니다(토글 

기능). 

 
그림 11. Spectrum measurement  



 스코프 사용 
 가변적 입력 감도 기능 1=

= = OP=

파형 비교 

파장 형태의 비교고정된 표준 파장 형태와 실질적인 파장 

형태를 함께 나타나도록 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준 파장형태를 만들고 이것을 실제 파장 형태와 같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

SCOPE 키 레이블이 나타나게 

합니다. 

2 
=

Waveform Options 메뉴를 

오픈합니다. 

=

3 
 2x=

Waveform 필드로 이동합니다. 

4 

=

Reference...를 선택하여  Waveform 

Reference 메뉴를 엽니다. 

 

5 

=

On을 선택하여 표준 파형을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한 표준 

파형(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떤 표준 

파형도 표시되지 않음)  

- 지속성 기능 Envelope이 켜져 

있는 경우의 Envelope 파형 

저장된 파형을 메모리에서 다시 

불러 표준 파형으로 사용하려면 

Recall...을 선택합니다. 

새 표준 파형 메뉴를 열려면 

New...를 선택합니다. 

 
단계 6에서 계속 

6 일시적인 파형에 추가된 

Envelope의 폭을 선택합니다.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OQ=

=

7 
=

일시적인 파형을 저장하고 표준에 

대해 영구적으로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실제 파형도 

표시됩니다. 

저장된 파형을 메모리에서 다시 불러 표준 파장 형태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6장의 Recalling Screens with 

Associated Setups (설정 관련 스크린 불러오기)를 

참조하십시오. 

±2 픽셀의 추가 Envelope를 포함하는 표준 파형 예: 

 
=

흑색=픽셀W==기본=파형=

회색=픽셀W== ±O=픽셀=ÉåîÉäçéÉ=

디스플레이에서 1 수직 픽셀은 0.04 x 스코프/div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1 수평 픽셀은 0.0375 x 스코프/div입니다. 
=

테스트 통과-실패 (C 버전에만 해당) 
실제 파형에 대한 테스트 템플릿으로 표준 파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템플릿에 하나 이상의 샘플 파형이 

없으면 실패한 또는 통과한 스코프 화면이 저장됩니다. 

최대 100개의 화면을 저장할 수 있으며,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면 새 화면을 저장할 수 있도록 첫번째 화면이 

삭제됩니다. 

Pass-Fail 테스트용으로 가장 적합한 표준 파형은 Envelope 

파장입니다.  

Envelope 파장을 이용하여 Pass - Fail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앞 절에 설명된 “파장 형태의 비교”에 설명된 대로 

표준 파형을 표시합니다. 

2 

=

Pass Fail Testing: 메뉴에서, 

Store Fail: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샘플을 포함하는 각 스코프 화면이 

저장됩니다. 

Store Pass: 표준에 해당하는 샘플을 

포함하는 각 스코프 화면이 

저장됩니다. 

스코프 화면을 저장할 때마다 ‘삐’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저장한 화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설명합니다. 



 스코프 사용 
 파형 분석 1=

= = OR=

파형 분석 
CURSOR, ZOOM, REPLAY 등의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세밀한 

파형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능은 제 4장 

“Cursor, Zoom 및 Replay 사용”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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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제 2장 
멀티미터 사용 

= =

이 장의 내용 
이=장에서는=테스트=툴의=멀티미터=기능을=단계별로=

소개합니다K=그러나=모든=스코프=기능을=일일이=다루지는=

않고=간단한=예를=통해=메뉴=사용법과=기본적인=조작=

방법을=설명합니다K=

미터 연결 

미터=기능에는=QJãã=안전=적색E F=및=흑색ECOMF=

바나나=잭=입력=O개를=사용합니다E그림=NO=참조FK=

참고 

미터 테스트 리드 및 부속품의 대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제 7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림  12. 미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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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멀티미터 측정 

미터=입력에=대한=측정=판독값은=화면에=수치로=

표시됩니다K=

저항치 측정 

저항을=측정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QJãã=바나나=잭=입력과=저항기=사이에=적색=및=

흑색=테스트=리드를=연결합니다K=

2 
 

METER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3 
 

Measurement=메뉴를 엽니다.=

 

4 

 

Ohms를=강조=표시합니다K=

5 
 

lÜãë=측정을=선택합니다K=

저항치는=옴=단위로=표시됩니다K=막대그래프=도=함께=

표시되는지=확인하십시오E그림=NP=참조FK=

 
그림 13. 저항치 판독값 

=



 멀티미터 사용 
 멀티미터 측정 O=

= = OV=

전류 측정 

pÅçéÉ=모드와=jÉíÉê=모드에서=전류를=측정할=수=있습니다K=

pÅçéÉ=모드는=측정을=하는=동안=두=파형이=표시된다는=

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K=

jÉíÉê=모드는=측정=분해능이=높다는=장점을=가지고=

있습니다K=

다음=예를=통해=jÉíÉê=모드의=대표적인=전류=측정을=

설명합니다K=

경고 
사용하는 전류 프로브에 관한 지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테스트=툴을=설정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

1 QJãã=바나나=잭=출력과=측정할=도체=사이에=

전류=프로브E예W=áQMM=선택사양F를=연결합니다K=

적색=프로브는=적색=바나나=잭=입력에=연결하고=

흑색=프로브는=흑색=바나나=잭=입력에=연결해야=

합니다E그림=NQ=참조FK=

2 
 

METER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그림 14. 측정 설정 

3 
 

Measurement=메뉴를 엽니다.=

 

4 

 

A ac...를=강조=표시합니다K==

=

5 
 

Current Probe=서브메뉴를=

엽니다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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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6 

 

전류=프로브의=감도를=잘=

살펴보고I=메뉴에서=원하는=감도=

E예W=10 mV/AF를=강조=표시합니다K=

=

7 
 

전류=측정을=선택합니다K==

=

이제=화면은=그림=NR와=같이=바뀝니다K=

 
그림 15. 암페어 측정 판독값 



 멀티미터 사용 
 판독값 고정 O=

= = PN=

판독값 고정 

언제든지=표시된=판독값을=고정시킬=수=있습니다K=

1 
 

화면을=고정시킵니다K=이=키를=

선택하면=판독값=영역=위쪽에=

HOLD가=나타납니다K=

2 
 

측정을=다시=계속합니다K=

이=기능을=사용하면=정확한=판독값을=저장했다가=나중에=

검토할=수=있습니다K=

참고 

화면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6장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수동 범위 선택 

미터=측정을=수행하다가=수동=범위를=작동시키려면=

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수동=범위를=작동시킵니다K=

2 
 

범위를=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K=

막대그래프에서=감도가=어떻게=변하는지=관찰합니다K=

고정된=막대그래프=감도와=소수점을=설정하려면=수동=

범위를=사용합니다K=

3 
 

자동=범위를=다시=선택합니다=

자동=범위를K=

선택하면=다른=신호를=검사할=때=막대그래프의=감도와=

소수점이=자동으로=조정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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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상대 측정 

상대=측정을=선택하면=현재=측정=결과가=정의된=기준치에=

대한=상대값으로=나타납니다K=

다음=예를=통해=상대=전압=측정을=수행하는=방법을=알=수=

있습니다K=먼저=기준치를=지정하십시오K=

1 
 

METER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2 
 

기준치로=사용할=전압을=

측정합니다K=

3 
 

relative를=on으로=설정합니다K=

Eon이=강조=표시됩니다KF=
=
이=때=앞으로=측정할=때=기준으로=사용될=값이=저장됩니다K=

저장된=기준치는=화면=아래쪽의=단어=REFERENCE 뒤에=작은=

숫자로=표시됩니다K=

4 
 

기준치와=비교할=전압을=

측정합니다K=

=

주=판독값이=기준치에=대한=변화로=표시되는지=

관찰합니다K=이=판독값=아래에는=막대그래프가=나타나고=

실제=판독값이=표시됩니다E그림=NS=참조FK=

 
그림 16. 상대 측정 

예를=들면I=좋은=것으로=알려진=값을=기준으로=입력=

활동E전압I=저항I=온도F을=감시해야=할=때=이=기능을=사용할=

수=있습니다K=

=



PP=

제 3장 
레코더 기능 사용 

= =

이 장의 내용 

이=장에서는=테스트=툴의=레코더=기능을=단계별로=

설명합니다K=그러나=모든=레코더=기능을=일일이=다루지는=

않고=간단한=예를=통해=메뉴=사용법과=기본적인=조작=

방법을=설명합니다K=

레코더 주 메뉴 열기 

먼저=스코프=모드나=미터=모드에서=한=가지=측정을=

선택합니다K=그런=다음=레코더=주=메뉴에서=레코더=기능을=

선택할=수=있습니다K=레코더=주=메뉴를=열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1 
=

RECORDER 주=메뉴를=엽니다=

E그림=NT=참조FK=

=
그림 17. 레코더 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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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값 
표시(TrendPlot™) 

qêÉåÇmäçí=기능을=사용하면=스코프=또는=미터=측정값을=

시간의=함수인=그래프로=표시할=수=있습니다K=

참고 

메뉴나 명령을 찾아가는 방법은 이중 입력 
TrendPlot (Scope)과 단일 입력 TrendPlot (Meter) 
모두 같으므로 여기서는 TrendPlot (Scope)만 
설명합니다. 

TrendPlot 기능 시작 

시간의=경과에=따라=판독값의=그래프를=표시하기=

시작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적색=_k`=입력=^에=신호를=적용하고=스코프=

모드에서=Reading 1을=켭니다K=

2 
=

RECORDER 주=메뉴를=엽니다K=

3 
=

TrendPlot (Scope)를=강조=

표시합니다K=

4 
=

TrendPlot=레코딩을=시작합니다K=

테스트=툴에서는=입력=^=측정의=디지털=판독값이=

지속적으로=기록되고=그래프로=표시됩니다K=qêÉåÇmäçí=

그래프는=종이=차트=레코더처럼=오른쪽에서=왼쪽으로=

돌아갑니다K=

화면=아래쪽에=시작=후부터=기록된=시간이=나타나는지=

살펴보십시오K=화면=위쪽에는=현재=판독값이=

나타납니다E그림=NU=참조FK=

참고 

두 판독값의 TrendPlot을 동시에 수행하면 
화면이 각각 네 디비전으로 구성된 두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레코더 기능 사용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값 표시(TrendPlot™) P=

= = PR=

=
그림 18. TrendPlot 판독값 

스코프가=자동=모드이면=자동=수직=배율이=사용되어=

qêÉåÇmäçí=그래프가=화면에=맞게=표시됩니다K=

5 
=

RECORDER를=STOP으로=설정하여=

레코더=기능을=고정시킵니다K=

6 
=

RECORDER를=RUN으로 설정하여 

다시 시작합니다K=

 

기록된 데이터 표시 

일반=보기ENORMALF에서는=가장=최근에=기록된=디비전=NO=

개만이=화면에=표시되며I=그=이전의=모든=판독값은=

메모리에=저장됩니다K=

VIEW ALL을=선택하면=메모리에=저장된=모든 데이터가=

나타납니다K=

7 
=

전체=파형의=개요를=표시합니다K=

= =를=누를=때마다=일반=보기ENORMALF와=개요=

EVIEW ALLF가=번갈아=나타납니다K=

레코더=메모리가=가득=찼으면=자동=압축=알고리즘이=

사용되어=모든=샘플을=과도현상에=따른=손실=없이=

압축하여=메모리의=넣게=됩니다K=따라서=레코더=메모리의=

나머지=반은=계속=레코딩에=사용할=수=있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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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레코더 옵션 변경 

디스플레이=오른쪽=아래에서=그=날의=시작부터=계산한=

경과=시간=표시와=실제=시각=표시를=선택할=수=있습니다K=

시간=기준을=변경하려면=S=단계부터=아래와=같은=내용으로=

계속합니다K=

7 
=

Recorder Options=메뉴를=엽니다K=

=

8 

=

Time of Day 또는 From Start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기록된=시간과=현재=시간이=화면의=아래쪽에=

나타납니다K=

 

TrendPlot 표시 끄기 

9 
=

레코더=기능을=종료합니다K=



 레코더 기능 사용 
 디프 메모리에 스코프 파형 레코딩 (Scope Record) P=

= = PT=

디프 메모리에 스코프 파형 레코딩 
(Scope Record) 
스코프 레코드 기능은=긴=파형=하나=또는=둘을=기록하는=롤=

모드입니다K=이=기능을=사용하면=동작=제어=또는=무정전=

전원=장치ErmpF의=전원=공급시=이벤트와=같은=파형을=

감시할=수=있습니다K=레코딩=중에는=빠른=과도현상이=

포착됩니다K=디프=메모리가=사용되므로=레코딩하는=데=

하루=이상이=걸릴=수도=있습니다K=이=기능은=많은=apl의=

롤=모드와=비슷하지만=더=깊은=메모리가=사용되며=기능도=

더=낫습니다K=

스코프 레코드 기능 시작 

1 적색=_k`=입력=^에=신호를=적용합니다K=

2 
=

레코더=주=메뉴에서=Scope 
Record를=강조=표시합니다K=

3 
=

레코딩을=시작합니다K=

일반적인=차트=레코드처럼=파형이=화면=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이동합니다E그림=NV=참조FK=

=
그림 19. 파형 레코딩 

화면=위쪽에=다음=내용이=표시되는지=확인합니다K=

화면=위쪽의=시작부터=경과한=시간=

íáãÉLÇáî=설정=및=메모리에=맞는=총=시간=범위를=포함한=

화면=아래쪽의=상태=

참고 

정확한 레코딩을 위해 먼저 계측기를 최대 
5분까지 예열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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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기록된 데이터 표시 

kçêã~ä=보기에서=화면을=돌아가며=표시되는=샘플은=디프=

메모리에=저장됩니다K=메모리가=가득=찬=경우I=메모리의=

데이터를=자리이동시키고=첫째=샘플을=메모리에서=

삭제하면=레코딩이=계속됩니다K=

sáÉï=^ää=모드에서는=전체=메모리=내용이=화면에=

표시됩니다K=

4 
=

이=키를=누르면=VIEW ALLE기록된=

모든=샘플의=개요F=보기와=NORMAL=

보기가=번갈아=나타납니다K=

`ìêëçê와=wççã=기능을=사용하면=기록된=파형을=분석할=

수=있습니다K=QW=�Cursor, Zoom 및 Replay 사용Ò을=

참조하십시오K=

Single Sweep 모드에서 ScopeRecord 사용 

디프=메모리가=가득=찼을=때=레코딩이=자동으로=멈추게=

하려면=레코더의=Single Sweep=기능을=사용합니다K=

앞=단원의=P단계부터=계속합니다K=

4 
=

Recorder options=메뉴를=엽니다K=

=

5 
=

EOñF
=

Mode=필드로=이동합니다K=

6 

=

Single Sweep를=선택하고=레코더=

옵션을=적용합니다K=



 레코더 기능 사용 
 디프 메모리에 스코프 파형 레코딩 (Scope Record) P=

= = PV=

스코프 기록의 시작 또는 정지를 위하여 외부의 
트리거 이용하기  

누전과=같은=사고를=초래하는=전기적인=이벤트를=

기록하려면=외부=트리거E요인F=신호=기록=기능을=시작=또는=

정지=시키는=것이=도움이=될=수도=있습니다K=

Start on Trigger는=기록을=시작하기=위한=것입니다X=딥=

메모리가=가득=차게되면=기록이=정지됩니다K==

Stop on Trigger는=기록을=정지하기=위한=것입니다K=

Stop when untriggered는=모든=보기=모드에서=다음=

트리거가=N=디비전=이내에=발생하기만=하면=기록을=

계속하려는=경우에=사용합니다=

시험=도구를=설정하려면=이=전의=섹션=P단계에=이어서=

계속합니다K=

4 붉은=색=_k`=입력=^에=기록될=신호를=

적용합니다K=트리거=신호를=붉고=검은=외부=트리거=

바나나=입력에=적용합니다K=E그림=NV=참조F==

5 
=

Recorder Options=메뉴를=엽니다K=

=

=

=
=

그림 20. 외부 트리거링을 이용한 스코프 기록 

6 
=

Display Glitches:로=점프합니다K=

7 
=

Mode:로=점프합니다K=

8 

=

on EXT. ...를=선택하여=Single 
Sweep on Ext.=메뉴를=오픈합니다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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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

9 

=

Conditions:=가운데=하나를=

선택하고=Slope:로=점프합니다K=

10 

=

원하는=트리거=슬로프를=선택한=

다음=Level:=로=점프합니다K=

11 

=

=0.12 V=또는=1.2 V=의=트리거=

레벨을=선택하고=모든=레코더=

옵션을=수용합니다K=

기록이=진행되는=동안=샘플들은=계속하여=딥=메모리에=

저장됩니다K=마지막=NO개의=기록된=디비젼이=스크린에=

나타납니다K=메모리에=저장된=모든=내용을=나타나게=

하려면=전체=보기=EsáÉï=^ääF을=이용합니다K=

참고 

Single Shot 트리거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제 5장 “파형 트리거링”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21. 트리거형 Single Sweep 레코딩 

TrendPlot 또는 스코프 레코드 분석 

스코프=qêÉåÇmäçí=또는=스코프=레코드에서=분석=기능=

`roplop=및=wllj을=사용하여=자세한=파형=분석을=

수행할=수=있습니다K=이들=기능은=제=Q장=�Cursor, Zoom 및 
Replay 사용Ò에서=자세히=설명합니다K=

=



QN=

제 4장 
Cursor, Zoom 및 Replay 사용 

=

이 장의 내용 

이=장에서는=CursorI=ZoomI=Replay와=같은=분석=기능을=

설명합니다K=이들=기능을=주=기능인=스코프I=qêÉåÇmäçíI=

스코프=레코드=중=하나=이상과=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K=

두세=가지=분석=기능을=결합하여=사용할=수도=있으며I=이들=

기능을=이용하는=대표적인=응용=예로=다음과=같은=것이=

있습니다K=

먼저=Replay로=마지막=화면을=재생하여=특별히=관심이=

있는=화면을=찾습니다K=

그런=다음=신호=이벤트를=확대EZoomF합니다K=

끝으로=Cursors를=사용하여=측정을=합니다K=

최근 화면 100 개 재생 

테스트=툴의=스코프=모드에서는=최근=화면=NMM개가=

자동으로=저장됩니다K=elia=키나=obmi^v=키를=누르면=

메모리=내용이=고정됩니다K=obmi^v=메뉴의=기능을=

사용하면=저장된=화면을=하나씩=살펴보며=원하는=화면을=

찾아서=�이전=화면으로=돌아갈Ò=수=있습니다K=따라서=

elia를=누르지=않고도=신호를=포착하거나=볼=수=있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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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

단계별 재생 

마지막=스코프=화면을=한=단계씩=살펴보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1 
=

스코프=모드에서=obmi^v=메뉴를=

엽니다K=

=

상태=표시가=고정되고=화면=위쪽에=

obmi^v가=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E그림=OO=참조FK=

2 
=

이전=화면을=한=단계씩=살펴봅니다K=

3 
=

다음=화면을=한=단계씩=살펴봅니다K=

파형=아래쪽에=재생=표시줄이=나타나고=화면=번호와=관련=

타임=스탬프가=표시됩니다K=

=

=
그림 22. 파형 재생 

재생=표시줄에는=메모리에=저장된=화면=NMM개가=모두=

나타납니다K= =아이콘은=화면에=표시된=그림E이=예에서는=

p`obbk=JUQF을=나타냅니다K=이=표시줄의=일부가=흰색이면=

메모리에=화면=NMM개가=다=채워지지=않은=것입니다K=

이=상태에서=wççã=및=`ìêëçê=기능을=사용하여=신호에=

대해=더=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K=



 Cursor, Zoom 및 Replay 사용 
 최근 화면 100개 재생 Q=

= = QP=

연속 재생 

비디오=테이프를=재생하듯이=저장된=화면을=연속적으로=

재생할=수=있습니다K=

연속=재생을=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스코프=모드에서=REPLAY=메뉴를=

엽니다K=

=

상태=표시가=고정되고=화면=위쪽에=

REPLAY=가=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K=

2 
=

저장된=화면을=오름차순으로=연속=

재생합니다K=

원하는=신호=이벤트가=화면에=나타날=때까지=

기다리십시오K=

3 
=

연속=재생을=멈춥니다K=

=

Replay 기능 끄기 

4 
=

REPLAY=기능을=끕니다K=

=

간헐적 화면 100개 자동 포착 

테스트=툴을=트리거=모드로=사용하면=트리거=화면=

NMM개가=포착됩니다K=이런=식으로=mìäëÉ=qêáÖÖÉêáåÖ을=

사용하여=간헐적=글리치=NMM개를=트리거하고=포착하거나=

bñíÉêå~ä=qêáÖÖÉêáåÖ을=사용하여=rmp=시작=화면=NMM개를=

포착할=수=있습니다K=

나중에=재생할=화면=NMM개를=포착하는=기능과=트리거=

기능을=결합하면=테스트=툴=자체에서=간헐적=이상=신호가=

자동으로=포착되게=할=수=있습니다K=

트리거링에=대한=설명은=제=R장=�파형 트리거링Ò을=

참조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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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

파형 확대 

wllj=기능을=사용하여=파형을=확대하면=파형을=좀=더=

자세히=볼=수=있습니다K=

파형을=확대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wllj=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상태=표시가=고정되고=화면=위쪽에=

wllj가=나타나고=파형이=

확대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K=

2 
=

파형을=확대하거나EíáãÉLÇáî=감소F=

축소합니다EíáãÉLÇáî=증가FK=

3 
=

화면을=이동합니다K=전체=파형을=

기준으로=확대L축소된=부분의=

위치가=위치=표시줄에=나타납니다K=

추가정보 

화면 아래쪽에 키 레이블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화살표 키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3. 파형 확대 

파형=영역의=아래쪽에=확대L축소=비율I=위치=표시줄=및=

íáãÉLÇáî가=나타나는지=확인합니다E그림=OP=참조FK=

확대L축소=범위는=메모리에=저장된=데이터=샘플의=양에=

따라=달라집니다K=

이=상태에서=커서=기능을=사용하여=파형=측정을=계속할=수=

있습니다K=



 Cursor, Zoom 및 Replay 사용 
 파형 확대 Q=

= = QR=

확대/축소된 파형 표시 

sfbt=^ii=기능은=전체=파형을=신속하게=본=다음=확대L축소된=

부분으로=돌아가야=할=때=편리합니다K=

4 
=

전체=파형을=표시합니다K=

=를=계속=누르면=파형의=확대=축소된=부분과=전체=

파형이=번갈아=나타납니다K=

Zoom 기능 끄기 

5 
=

wllj=기능을=끕니다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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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or 측정 

`ìêëçê를=이용하면=파형에=대해=정밀한=디지털=측정을=할=

수=있습니다K=활동=중인=파형I=기록된=파형=및=저장된=

파형에=대해=이=측정을=할=수=있습니다K=

파형에 수평 커서 사용 

전압=측정에=커서를=사용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

1 
=

스코프=모드에서=`ìêëçê=키=

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를=눌러=강조=표시합니다K=수평=

커서=O개가=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K=

3 
=

위쪽=커서를=강조=표시합니다K=

4 
=

위쪽=커서를=원하는=화면=위치로=

이동합니다K=

5 
=

아래쪽=커서를=강조=표시합니다K=

6 
=

아래쪽=커서를=원하는=화면=위치로=

이동합니다K=

참고 

키 레이블이 화면 아래쪽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화살표 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화살표 
키로 전체 화면을 표시한 상태에서 두 커서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4. Cursor 를 이용한 전압 축정 

두=커서=사이의=전압=차와=커서=자리의=전압이=화면에=

나타납니다E그림=OQ=참조FK=

수평=커서를=사용하면=진폭I=하이=또는=로=값I=파형의=

오버슈트를=측정할=수=있습니다K=



 Cursor, Zoom 및 Replay 사용 
 Cursor 측정 Q=

= = QT=

파형에 수직 커서 사용 

시간 측정에 커서를 사용하거나 커서들 사이의 추적 

섹션에 대한 RMS 측정을 하려는 경우(C 버전) 다음과=

같이=합니다K=

1 
=

스코프=모드에서=`roplo=키=

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를=눌러=강조=표시합니다K=수직=

커서=O개가=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K=커서가=파형과=

만나는=위치는=마커E—F로=식별할=

수=있습니다K=

3 
=

시간 측정 예를 보려면 

선택합니다W=ob^afkd=qK=

4 
=

필요하면 추적을 선택합니다W=

qo^`b=^=I_I=또는=j=(Mathematics).=

5 
=

왼쪽=커서를=강조=표시합니다K=

6 
=

왼쪽=커서를=원하는=파형=위치로=

이동합니다K=

7 
=

오른쪽=커서를=강조=표시합니다K=

=
그림 25. 커서를 이용한 시간 측정 

8 
=

오른쪽=커서를=원하는=파형=

위치로=이동합니다K=

두=커서=사이의=시간=차와=두=마커=사이의=전압=차가=

화면에=나타납니다E그림=OR=참조FK=

9 
=

OFF를 선택하여 커서를 

해제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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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B, 또는 A*B Waveform에서 커서 사용하기 

입력=^가=밀리=볼트를I=입력=_가=밀리=암페아를=측정하는=

경우I=^G_=수학=파형에서=커서를=측정하면=와트=단위로=

값이=읽혀집니다K=

수학=파형=진폭에=있는=다른=커서=측정에서=^H_I=^J_=또는=

^G_I=입력=^와=입력=_의=측정=단위가=다르면=판독값이=

없습니다K=

스펙트럼 측정에 커서 사용 (C 버전) 

스펙트럼에서 커서 측정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K=

1 
 

스펙트럼 측정에서 커서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커서를 옮겨 화면 상단에서 

판독값을 읽습니다.K=

=



 Cursor, Zoom 및 Replay 사용 
 Cursor 측정 Q=

= = QV=

상승 시간 측정 

상승=시간을=측정하려면=다음을=수행하십시오K=

1 
=

범위=모드에서=커서=키=레이블을=

표시합니다K=

=

2 
=

여기를=눌러= =E상승=시간F=을=

반전시킵니다K=두=개의=수평=

커서가=표시되는지=관찰합니다K=

3 
=

추적이 여러 개인 경우 필요한 

추적 A, B 또는 M(수학 함수가 

활성 상태인 경우)을 선택합니다.=

4 
=

추적이=하나만=표시되면=

j^kr^i=또는=^rql를=선택=

합니다K=^rql를=선택하면==

RJT단계가=자동으로=수행됩니다K=

5 
=

위쪽=커서를=추적=높이의=NMM=B=

위치로=옮깁니다K==

마커는=VM=B=높이에=표시됩니다K=

6 
=

다른=커서를=반전시킵니다K=

7 
=

아래쪽=커서를=신호=높이의=M=B=

위치로=옮깁니다K=마커는=NM=B=

높이에=표시됩니다K==

판독값은=추적=진폭의=NM=BJVM=B=높이에서의=상승=시간을=

보여줍니다K=

=
그림 26. 상승 시간 측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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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

제 5장 
파형 트리거링 

 

이 장의 내용 
이 장에서는 테스트 툴의 트리거 기능을 소개합니다. 
트리거링으로 테스트 툴이 파형 표시를 시작할 시기를 
지정합니다. 완전 자동 트리거링을 사용하거나 하나 
이상의 주 트리거 기능을 제어하거나(반자동 트리거링) 
전용 트리거 기능을 사용하여 특수 파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트리거 응용 예입니다. 

• Connect-and-View™ 기능을 사용하여 완전 자동 
트리거링을 수행하거나 거의 모든 파형을 
순간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신호 주파수가 아주 낮으면 
트리거 레벨, 슬로프 및 트리거 지연을 제어하여 
신호를 더 좋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다음 부분 
참조).  

•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4가지 수동 트리거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에지 트리거링 

• 외부 트리거링 

• 비디오 트리거링 

• 펄스 폭 트리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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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레벨 및 슬로프 설정 
Connect-and-View™ 기능에서는 비간섭 트리거링으로 
복잡한 미확인 신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툴이 수동 범위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자동 설정을 수행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AUTO가 나타납니다. 

자동 트리거링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신호가 안정적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벨, 슬로프, 지연과 같은 기본적인 트리거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과 슬로프를 수동으로 
최적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TRIGGER 키 레벨을 표시합니다. 

 

2 
 

양의 슬로프 또는 음의 슬로프나 양 
또는 음의 슬로프(이중 슬로프, C 
버전)에 대해 트리거합니다. 

=

=

=

=

=

3 
 

화살표 키로 수동 트리거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27. 모든 트리거 정보가 표시된 화면 

4 
 

트리거 레벨을 조정합니다. 

트리거 위치, 트리거 레벨 및 슬로프를 나타내는 트리거 
아이콘 을 관찰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트리거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그림 27 
참조). 예를 들어, 은 입력 A가 포지티브 
슬로프를 가진 트리거 소스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리거가 없으면 해당 트리거 매개변수가 흐리게 
나타납니다. 



 파형 트리거링 
 트리거 지연 또는 사전 트리거 사용 R=

= = RP=

트리거 지연 또는 사전 트리거 사용 
트리거 포인트가 검출되기 전후의 아무 때나 파형을 
표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디비전의 사전 
트리거 보기(네거티브 지연)가 나타납니다. 

트리거 지연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5 
 

이 키를 누른 채 트리거 지연을 
조정합니다. 

화면의 트리거 아이콘 이 이동하여 새 트리거 위치를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트리거 위치가 화면의 왼쪽 
밖으로 이동하면 트리거 지연을 선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트리거 아이콘이 로 바뀝니다. 이 때 트리거 
아이콘을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사전 트리거 보기가 
나타납니다. 

트리거 지연의 경우는 화면 아래쪽의 상태가 바뀝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입력 A가 포지티브 슬로프를 가진 트리거 소스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500.0 ms는 트리거 
포인트와 파형 표시 사이의 (포지티브)지연을 나타냅니다. 

트리거가 없으면 해당 트리거 매개변수가 흐리게 
나타납니다. 

 
=

그림 28. 트리거 지연 또는 사전 트리거 보기 

그림 28은 500 ms 트리거 지연(위)과 8디비전 사전 
트리거(아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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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트리거 옵션 
트리거 메뉴에서 자동 트리거링을 위한 설정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제 1장 “Connect-and-View™로 
미확인 신호 표시”도 함께 참조하십시오.) 

1 
 

TRIGGER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참고 

TRIGGER 키 레이블은 최근 사용한 트리거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Trigger Options 메뉴를 엽니다. 

 

3 

 

Automatic Trigger 메뉴를 엽니다. 

 

자동 트리거링의 주파수 범위가 > 15 Hz로 설정되어 
있으면 Connect-and-View™ 기능의 응답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응답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는 테스트 
툴에서 저주파 신호 성분을 분석하지 않도록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 Hz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측정할 
때에는 자동 트리거링을 위해 저주파 성분을 분석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4 

 

> 1 HZ를 선택하여 측정 화면으로 
돌아가십시오. 

 



 파형 트리거링 
 에지 트리거링 R=

= = RR=

에지 트리거링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신호 주파수가 아주 낮으면 에지 
트리거링을 사용하여 수동 트리거를 완전하게 
제어하십시오. 

입력 A 파형의 상승 에지에서 트리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TRIGGER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Trigger Options 메뉴를 엽니다. 

 

3 

 

Trigger on Edge 메뉴를 엽니다. 

 

Free Run을 선택하면 트리거가 없을 때에도 테스트 툴의 
화면이 갱신됩니다. 화면에는 항상 상태 표시가 
나타납니다.  

 

 

On Trigger를 선택하면 테스트 툴에서 트리거를 해야만 
파형이 표시됩니다. 유효한 트리거가 발생할 때만 화면을 
갱신하려면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Single Shot을 선택하면 테스트 툴에서 트리거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트리거를 수신하고 나서 파형이 
표시되고 계측기가 HOLD로 설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Free Run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Free Run를=선택하고=Noise reject=
Filter로=이동합니다K=

5 

 

Noise reject Filter를=lÑÑ로=
설정합니다K=

6 

 

Ncycle을=Off로=설정합니다E`=
버전F 

화면 아래쪽의 키 레이블이 특정 에지 트리거 설정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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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있는 파형에서 트리거링 

잡음이 있는 파형에서 트리거할 때 화면의 순간적 왜곡을 
줄이기 위해 잡음 제거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예의 3단계에 이어 다음을 계속하십시오. 

4 

 

On Trigger를 선택하고 Noise 
reject Filter로 이동합니다. 

5 

 

Noise reject Filter를 On으로 
설정합니다. 

트리거 간격이 증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좀더 큰 트리거 
아이콘 이 나타나면 트리거 간격이 증가한 것입니다. 

단일 포착 

단일 이벤트를 포착하기 위해 Single Shot포착(1회 화면 
갱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툴을 입력 A 파형의 
단일 포착용으로 설정하려면 3단계부터 다시 
계속하십시오. 

4 

 

Single Shot을 선택합니다. 

5 
 

설정을 적용합니다. 

 

테스트 툴에서 트리거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WAITING이 화면 위쪽에 나타납니다. 
테스트 툴에서 트리거가 수신되면 즉시 파형이 표시되고 
계측기가 유지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것은 화면 위쪽에 
단어 HOLD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툴의 화면은 그림 29과 같이 됩니다. 

6 
 

테스트 툴을 새로운 단일 포착에 
맞게 준비합니다. 

추가정보 

모든 단일 포착 이벤트는 테스트 툴의 재생 
메모리에 저장 됩니다. 재생(Replay) 기능을 
사용하면 저장된 모든 단 일 
포착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9. 단일 포착 측정  



 파형 트리거링 
 에지 트리거링 R=

= = RT=

N-Cycle 트리거링(C 버전) 

kJ`óÅäÉ=트리거링을 이용하면 n-cycle 버스트 파형 등에 

대한 안정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K=

선택한 트리거 스코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파형이 

트리거 레벨을 N번 교차한 후 각각의 다음 트리거가 

생성됩니다K==

N-Cycle 트리거링을 선택하려면 단계 3부터 다시 

하십시오W=

4 

 

On Trigger 또는 Single Shot, 을 
선택하고 Noise reject Filter로 
이동합니다. 

5 

 

Noise reject Filter On 또는 Off를 
설정합니다. 

6 

 

NCycle 을 On으로 설정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키 레이블이 특정 N-Cycle 트리거 
설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지 
관찰합니다 

 

 

7 

 

사이클 횟수 N을 설정합니다. 

8 트리거 레벨을 조정합니다 

N-Cycle 트리거링(N=2)을 사용했을 때의 추적과 N-Cycle 
트리거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추적이 그림 30 에 나와 
있습니다. 

 
=

그림 30. N-CYCLE 트리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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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파형에 대한 트리거링 
입력 A와 B의 파형을 표시한 채 세번째 신호에서 
트리거하려면 외부 트리거링을 사용하십시오. 자동 
트리거링 또는 에지 트리거링에서 외부 트리거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적색 및 흑색 4-mm 바나나 잭 입력에 신호를 
공급하십시오. 그림 31을 참조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에지 트리거” 부분의 예를 계속합니다. 외부 
신호를 트리거 소스로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계속하십시오. 

2 
 

TRIGGER(에지 트리거)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3 
 

Ext(외부) 에지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화면 아래쪽의 키 레이블이 0.12 V와 1.2 V 등 두 가지 
외부 트리거 레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31. 외부 트리거링 

4 
 

Ext LEVEL 레이블에서 1.2 V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트리거 레벨이 고정되고 논리 신호와 
호환됩니다. 



 파형 트리거링 
 비디오 신호에서 트리거링 R=

= = RV=

비디오 신호에서 트리거링 
비디오 신호에서 트리거하려면 먼저 측정할 비디오 
신호의 표준을 선택하십시오. 

1 적색 입력 A에 비디오 신호를 공급하십시오. 

2 
 

TRIGGER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3 
 

Trigger Options 메뉴를 엽니다. 

 

4 

 

Video on A를 선택하여 Trigger on 
Video 메뉴를 엽니다. 

 

5 

 

네거티브 동기 펄스를 가진 비디오 
신호에 대해 포지티브 신호 극성을 
선택합니다. 

 
그림 32. 비월 주사 비디오 신호 측정 

6 

 

비디오 표준을 선택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트리거 레벨과 슬로프가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키 레이블이 특정 비디오 트리거 설정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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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프레임에서 트리거링 

FIELD 1 또는 FIELD 2를 사용하면 프레임의 전반부(홀수) 
또는 후반부(짝수)에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후반부에서 트리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7 
 

FIELD 2를 선택합니다. 

짝수 필드의 신호 부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주사선에 대한 트리거링 

ALL LINES를 사용하면 모든 주사선 동기화 펄스에 대한 
트리거링을 할 수 있습니다(수평 동기화). 

7 
 

ALL LINES를 선택합니다. 

주사선 하나의 신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테스트 툴이 
수평 동기화 펄스에서 트리거가 되고 나면 즉시 화면이 
다음 주사선의 신호로 갱신됩니다. 

특정 주사선을 더 자세히 보려면 주사선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번 주사선을 측정하려면 
6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계속하십시오. 

7 
 

주사선 선택이 가능하게 합니다. 

8 
 

123번을 선택합니다. 

123번 주사선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제 선택된 주사선 
번호가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화면은 
계속해서 123번 주사선의 신호로 갱신됩니다. 



 파형 트리거링 
 펄스 트리거링 R=

= = SN=

펄스 트리거링 
펄스 폭 트리거링을 사용하면 글리치, 누락된 펄스, 버스트, 
신호 드롭아웃 등 시간에 따라 한정할 수 있는 특정 펄스를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펄스 검출 

테스트 툴을 5 ms보다 폭이 좁은 포지티브 펄스에서 
트리거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적색 입력 A에 비디오 신호를 공급하십시오. 

2 
 

TRIGGER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3 
 

Trigger Options 메뉴를 엽니다. 

 

=
4 

 

Pulse Width on A...를 선택하여 
Trigger on Pulse Width 메뉴를 
엽니다. 

 

5 

 

포지티브 펄스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Condition으로 이동합니다. 

6 

 

<t를 선택한 다음 Update로 
이동합니다. 

7 

 

On Trigger를 선택합니다. 

이제 테스트 툴은 폭이 좁은 펄스에서만 트리거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트리거 키 레이블이 펄스 
조건을 설정하도록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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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폭을 5 ms로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7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펄스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5 ms를 선택합니다. 

폭이 5 ms보다 좁은 모든 포지티브 펄스가 화면에 
표시됩니다(그림 33참조). 

추가정보 

모든 트리거된 화면은 테스트 툴의 재생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글리치에 대한 
트리거링을 설정하면 글리치 100개와 타임 
스탬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REPLAY 키를 
사용하면 모든 저장된 글리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3. 폭이 좁은 글리치에서 트리거링 



 파형 트리거링 
 펄스 트리거링 R=

= = SP=

누락된 펄스 찾기 

다음 예에서는 일련의 포지티브 펄스에서 누락된 펄스를 
찾아봅니다. 이 예에서는 펄스들의 상승 에지 사이에 
100 ms의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실수로 
시간을 200 ms로 증가하면 펄스가 누락됩니다. 테스트 
툴을 그러한 누락 펄스가 있을 때 트리거하도록 
설정하려면 간격이 약 150 ms보다 클 때 트리거되게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TRIGGER 키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Trigger Options 메뉴를 엽니다. 

 

3 

 

Pulse Width on A...를 선택하여 
Trigger on Pulse Width 메뉴를 
엽니다. 

 

=

4 

 

포지티브 펄스 아이콘을 선택하여 
포지티브 펄스들 사이의 간격에서 
트리거한 다음 Condition으로 
이동합니다. 

5 

 

>t를 선택한 다음 Update로 
이동합니다. 

6 
 

On Trigger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툴은 이제 펄스 간격에서 트리거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트리거 메뉴가 펄스 
조건을 설정하도록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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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폭을 150 ms로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속하십시오. 

7 
 

화살표 키로 펄스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150 ms를 선택합니다. 

 
그림 34. 누락된 펄스가 있을 때 트리거링 

 



SR=

  제 6장 
메모리, PC 및 프린터 사용 

= =

이 장의 내용 
이=장에서는=스코프I=미터I=레코더=등=세=가지=주요=모드로=사용할=

수=있는=테스트=툴의=일반=기능을=단계별로=소개합니다K=이=장의=

끝부분에서는=프린터와=컴퓨터=통신에=관한=정보도=찾아볼=수=

있습니다K=

저장 및 재호출 
다음과=같은=일을=할=수=있습니다K=

화면과=설정을=메모리에=저장했다가=메모리에서=재호출합니다K=

테스트=툴에는=화면=및=설정=메모리=NM개와==레코드=및=설정=

메모리=O개가=있습니다K=

나중에=화면과=레코딩을=재호출하여=화면=이미지를=분석하거나=

인쇄합니다K=

설정을=재호출하여=재호출한=작동=구성으로=측정을=계속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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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설정과 함께 화면 저장 
화면을=메모리=위치=NM에=저장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SAVE/PRINT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이=상태에서=save/print 키=레이블을=다시=숨길=때까지=화면이=

고정됩니다K=

2 
=

Save=메뉴를=엽니다K=

=

빈=메모리=위치가=속이=빈=

사각형E�F으로=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K=가득=찬=메모리=위치는=

속이=찬=사각형E�F으로=나타납니다K=

=
3 SCREEN+SETUP=위치=NM을=강조=

표시합니다K=

4 
=

실제=화면을=저장합니다K=

참고 

2개의 레코드+설정 메모리 위치에는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내용이 저장됩니다. TrendPlot 또는 
스코프 레코드 모드에서는 전체 레코딩이 저장됩니다. 
스코프 모드에서는 레코드+설정 메모리 위치 하나에 
재생 화면 100개를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PC 및 프린터 사용 
 저장 및 재호출 S=

= = ST=

관련 설정과 함께 화면 삭제 
모든=화면과=관련=설정을=삭제하려면=앞=예의=O단계부터=다음과=

같이=계속하십시오K=

3 
=

모든=저장된=화면과=설정을=삭제합니다K=

한=화면과=설정만=삭제하려면=앞=예의=O단계부터=다음과=같이=

계속하십시오K=

3 

=

SCREEN+SETUP=위치=R를=강조=

표시합니다K=

4 
=

메모리=위치=R에=저장된=화면H설정을=

삭제합니다K=

화면과 관련 설정 재호출 
화면H설정=N을=재호출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SAVE/PRINT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Recall=메뉴를=엽니다K=

=

3 SCREEN+SETUP=위치=N을=강조=

표시합니다K=

4 
=

RECALL 를=사용하여=저장된=화면을=

재호출합니다K=

재호출된=파형이=표시되고=화면에=HOLD가=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K=이=상태에서=`ìêëçê와=wççã=기능을=사용하여=

분석을=하거나=재호출된=화면을=인쇄할=수=있습니다K=

실제=측정된=파장=형태와=비교하기=위하여=표준=파장=형태의=

스크린을=불러오려면=P단계에=이어서=다음과=같이=합니다K=

=

=

=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SU=

4 
=

recall for reference  을=이용하여=

저장된=스크린을=불러=옵니다K=

5 
=

측정을=재개합니다K=표준=스크린과=측정=

스크린이=함께=나타날=것입니다K==

=

설정 구성 재호출 
메모리=N에서=설정=구성을=재호출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SAVE/PRINT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Recall=메뉴를=엽니다K=

=

3 SCREEN+SETUP=위치=N을=강조=

표시합니다K=

4 
=

RECALL SETUP을=사용하여=저장된=

설정을=재호출합니다K=

화면=오른쪽=위치에=RUN이=나타나는지=확인하십시오K=이=

상태에서=새=작동=구성으로=계속할=수=있습니다K=



 메모리, PC 및 프린터 사용 
 화면 문서화 S=

= = SV=

저장된 화면 보기 
메모리를=살펴보면서=저장된=화면을=보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1 
=

SAVE/PRINT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View...=메뉴를=오픈합니다K=

=

3 

=

스크린의=위치를=하이라이트하고=

스크린의=내용을=봅니다K=

4 
=

스크린을=보고=뷰어를=오픈합니다K==

=

5 
=

저장된=모든=스크린을=스크롤=하여=

넘깁니다K=

화면 문서화 
cäìâÉsáÉï

∆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파형=데이터와=화면=비트맵을=

m`나=노트북=컴퓨터로=옮겨서=추가적인=처리를=할=수=있습니다K=

또한=테스트=툴을=프린터에=직접=연결하여=정보를=인쇄할=수도=

있습니다K=

컴퓨터에 연결 
테스트=툴을=m`나=노트북=컴퓨터에=연결하고=táåÇçïë

∆

용=

cäìâÉsáÉï=소프트웨어EptVMtF를=사용하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 광학적으로=절연된어댑터L케이블(PM9080, OC4USB ) 을=

사용하여=컴퓨터를=테스트=툴의=광학=포트 (OPTICAL PORT)
에=연결합니다E그림=PR=참조FK=

=
그림 35. 컴퓨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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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참고 

FlukeView ScopeMeter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설명은 SW90W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C=케이블=운반=케이스=키트는=모델=번호=

p``NVM으로=별도=구입할=수=있습니다K=

=

프린터에 연결 
화면을=프린터에서=직접=인쇄하려면=다음=어댑터=중=하나를=

사용합니다K=

• 직렬=프린터를=테스트=툴의=광학==포트Elmqf`^i=mloqF에=

연결하는광학적으로=절연된=opJOPO=

• 병렬=프린터를=테스트=툴의=광학=포트Elmqf`^i=mloqF에=

연결하는=프린터=어댑터=케이블Em^`VNI=선택사양F=E그림=

PT참조F=

인쇄하기=전에=테스트=툴을=특정=프린터에=맞게=설정해야=합니다K=

=

그림 36. 직렬 프린터 연결 

=
그림 37. 병렬 프린터 연결 

I=선택사양F= E그림=PS참조F=어댑터L케이블EmjVMUM



 메모리, PC 및 프린터 사용 
 화면 문서화 S=

= = TN=

인쇄 구성 설정 
이=예에서는=테스트=툴을=전송=속도가=VSMM인=éçëíëÅêáéí=

프린터에서=인쇄하도록=설정하는=방법을=선보입니다K=

1 
=

USER OPTIONS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rëÉê=léíáçåë=메뉴를=엽니다K=

=

3 

=

mêáåíÉê=pÉíìé=서브메뉴를=엽니다K=

=

4 

=

Postscript를=선택하고=_~ìÇ=o~íÉ로=

이동합니다K=

5 

=

전송=속도=VSMM을=선택하고=일반=

모드로=돌아갑니다K=

=

화면을=인쇄할=때에는=가능하면=mçëíëÅêáéí=옵션을=선택하십시오K=

이=옵션을=선택하면=최상의=인쇄=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K=

mçëíëÅêáéí=인쇄가=가능한지=여부를=알려면=프린터에=제공되는=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K=

pffEpÉáâç=fåëíêìãÉåíë=fåÅKF의=amrJQNQ=열=프린터를=연결하려면 

프린터=어댑터=케이블=m^`VN을=사용해야=합니다ETM페이지=

참조FK=

화면 인쇄 
현재=표시된=화면을=인쇄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인쇄하지=않으려면=메뉴를=소거할=수=

있습니다K=

2 
=

SAVE/PRINT 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3 
=

인쇄를=시작합니다K=

테스트=툴이=인쇄=중임을=나타내는=메시지가=화면=아래쪽에=

나타납니다K=

스크린은=흑백으로=프린트=될=것입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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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TP=

제 7장 
추가정보 및 문제해결 

=

이 장의 내용 

이=장에서는=테스트=툴을=최상으로=활용하는=방법에=관한=

정보와=추가정보를=제공합니다K=

표준 부속품 사용 

다음=그림은=전압=프로브I=테스트=리드=및=여러=가지=

클립과=같은=표준=부속품의=사용을=나타냅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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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

=
그림 38. 접지 스프링을 이용한 HF 전압 프로브 연결 

경고 
감전이나=화재를=에방하려면=접지와의=전위차가=

PM=sêãë=이상인=전압을=접지=스프링에=연결하지=

마십시오K=

=
그림 39. 훅 클립과 훅 클립 접지를 사용하여 스코프 

측정을 하기 위한 전자적 연결 

=
그림 40. 훅 클립과 악어 클립 접지를 사용하여 스코프  

측정을 하기 위한 전자적 연결 

 

=

그림 41. 테스트 리드 세트를 사용하여 미터 측정을 하기 
위한 수동 프로브 

 



 추가정보 및 문제해결 
 독립된 부동 절연 입력 사용 T=

= = TR=

독립된 부동 절연 입력 사용 

독립된=부동=절연=입력을=사용하면=서로=독립적으로=떠=

있는=신호들을=측정할=수=있습니다K=

독립된=부동=절연=입력을=사용하면=공통=기준이나=접지를=

사용하는=입력보다=안전성이=향상되고=추가적인=측정=

기능이=제공됩니다K=

독립된 부동 절연 입력을 이용한 측정 

테스트=툴에는=독립된=부동=절연=입력이=있습니다K=각=

입력부E^I=_I=외부=트리거LajjF에는=자체의=신호=입력과=

기준=입력이=있습니다K=각=입력부의=기준=입력은=다른=

입력부의=기준=입력으로부터=전기적으로=절연되어=

있습니다K=이렇게=입력=구조가=절연되어=있기=때문에=

테스트=툴에서=독립된=계측기=P개로=다양한=측정을=할=수=

있습니다K=독립된=부동=절연=입력의=장점은=다음과=

같습니다K=

• 독립된=부동=신호를=동시에=측정할=수=있습니다K==

• 안전성=향상K=공통=전위들이=직접=연결되지=않으므로=

여러=신호를=측정할=때=단락될=가능성이=크게=

감소합니다K==

• 안전성=향상K=여러=곳에=접지가=있는=시스템에서=

측정할=때=발생되는=접지=전류가=최소로=유지됩니다K==

테스트=툴의=내부에=기준=입력들이=함께=연결되어=있지=

않으므로=사용되는=각=기준=입력을=기준=전압에=연결해야=

합니다K=

독립된=부동=절연=입력들은=와류=용량으로=결합됩니다K=

와류=용량은=입력=기준과=환경=사이=및=입력=기준=상호간에=

발생할=수=있습니다E그림=QM=참조FK=따라서=기준=입력은=

시스템=접지나=또=다른=안정된=전압에=연결해야=합니다K=

입력의=기준=부분이=고속=및=고전압=신호에=연결될=

경우에는=와류=용량에=유의하십시오E그림=QOI=QPI=QQI==

QR=참조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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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프로브, 계측기 및 환경 사이의 와류 용량 

M

MOTION/MOTOR CONTROLLER

DC BUS

DC BUS

DIGITAL

GROUND

+

-

=
그림 43.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준 사이의 와류 용량 

ANALOG INPUT DIGITAL CONTROLLER

ANALOG

GROUND

DIGITAL

GROUND

=
 

그림 44. 기준 리드의 정확한 연결 

ANALOG INPUT DIGITAL CONTROLLER

ANALOG

GROUND

DIGITAL

GROUND

=
 

그림 45. 잘못된 기준 리드 연결 

기준=리드=_로=포착한=잡음은=와류=용량에=의해=아날로그=

입력=증폭기로=전송될=수=있습니다K=



 추가정보 및 문제해결 
 경사진 받침대 사용 T=

= = TT=

경사진 받침대 사용 

테스트=툴에는=탁자에=놓인=각도로=볼=수=있는=경사진=

받침대가=장착되어=있습니다K=이=위치에서=테스트=툴의=

옆쪽에=있는=광학=포트Elmqf`^i=mloqF를=사용할=수=

있습니다K=대표적인=위치는=그림=QS와=같습니다K=

=
그림 46. 경사진 받침대 사용 

테스트 툴 리셋 

테스트=툴을=출하시=설정으로=리셋하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1 
=

테스트=툴을=끕니다K=

2 
=

이=키를=누른=상태에서I=

3 
=

이=키를=눌렀다=뗍니다K=

테스트=툴이=켜지고=경보음이=두=번=울리면=리셋이=

성공적으로=수행된=것입니다K=

4 
=

이=키에서=손을=뗍니다K=

키 레이블과 메뉴 숨기기 

언제든지=메뉴나=키=레이블을=숨길=수=있습니다K=

=

키=레이블이나=메뉴를=숨깁니다K=

메뉴나=키=레이블을=표시하려면=황색=메뉴=키=중=하나=

E예W=p`lmb=키F를=누르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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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사용 언어 바꾸기 

테스트=툴을=조작하는=동안=화면=아래쪽에=메시지가=

나타날=수=있는데I=이들=메시지를=나타내는=언어를=선택할=

수=있습니다K=예를=들어I=båÖäáëÜE영어F=또는=

cêÉåÅÜE불어F를=선택할=수=있습니다K=사용할=언어를=

영어에서=불어로=바꾸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2 
=

Language Select=메뉴를=

엽니다K=

3 
=

FRENCH 를=강조=표시합니다K=

4 

=

사용할=언어로=불어를=

적용합니다K=

 

명암과 밝기 조정 

명암과=백라이트=밝기를=조정하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2 
=

화살표=키로=수동=명암=및=

백라이트=조정이=가능하게=

합니다K=

3 
=

화면의=명암을=조정합니다K=

4 

=

백라이트를=바꿉니다K=

참고 

새 명암과 밝기는 새로 조정할 때까지 저장됩니다. 

테스트=툴이=전지로=작동할=때에는전지=전원을=절약하기=

위해=밝기가=절약=모드=상태로=됩니다K=전원=어댑터를=

연결하면=밝기가=더=강해집니다K=

참고 

흐린 빛을 사용하면 최대 전지 전원 작동 시간이 
한 시간쯤 길어집니다. 



 추가정보 및 문제해결 
 화면 표시 색상 바꾸기(C 버전) T=

= = TV=

화면 표시 색상 바꾸기(C 버전) 

화면=표시를=색상이나=흑백으로=바꾸려면=다음과=같이=

합니다K=

1 
=

ìëÉê=키=레이블이=나타나게=

합니다K=

=

2 
=

User Options=메뉴를=

오픈합니다K=

=

3 

=

Display Options 메뉴를=

오픈합니다K=

=

4 

=

표시=모드=색상=또는=흑백을=

선택하고=그것을=수용합니다K=

날짜 및 시간 바꾸기 

테스트=툴에는=날짜=및=시간=시계가=있습니다K=예를=들어I=

날짜를=OMMO년=Q월=NV일로=바꾸려면=다음과=같이=

하십시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User Options=메뉴를=엽니다K=

=

3 

=

Date Adjust=메뉴를=엽니다K=

=

4 

=

OMMO를=선택하고=Month로=

이동합니다K=

5 

=

MQ를=선택하고=Day로=이동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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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6 

=

NV를=선택하고=Format으로=

이동합니다K=

7 

=

ÇÇLããLóó를=선택하고=새=날짜를=

적용합니다K=

O단계와=P단계에서=qáãÉ=^Çàìëí=메뉴를=열고=비슷한=

방법으로=시간을=바꿀=수=있습니다K=

전지 수명 늘이기 

테스트=툴은=전지로=작동할=경우E전지=충전기가=연결되어=

있지=않은=경우F=저절로=꺼져서=전력을=절약하게=되어=

있습니다K=약=PM분쯤=키를=누르지=않으면=테스트=툴이=

자동으로=꺼집니다K=

참고 

전원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qêÉåÇmäçí=또는=스코프=레코드가=켜져=있는=경우에는=자동=

전원=차단=기능이=작동하지=않지만=백라이트는=

흐려집니다K=레코딩은=전지가=약할=때에도=계속되므로=

메모리에=기억된=내용이=사라질=가능성은=없습니다K=

전원 차단 타이머 설정 

처음에는=전원=차단=시간이=PM분으로=되어=있습니다K=

다음과=같이=하면=전원=차단=시간을=R분으로=설정할=수=

있습니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User Options=메뉴를=엽니다K=

=

3 

=

Battery Save Options=메뉴를=

엽니다K=

=

4 

=

5분을=선택합니다K=



 추가정보 및 문제해결 
 자동 설정 옵션 바꾸기 T=

= = UN=

자동 설정 옵션 바꾸기 

다음=절차를=이용하면=^rqlE자동=설정F=키를=누를=때=자동=

설정=기능이=작동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User Options=메뉴를=엽니다K=

=

3 

=

Auto Set Adjust=메뉴를=엽니다K=

=

주파수=범위가=[=NR=eò로=설정되어=있으면=`çååÉÅíJ~åÇJ

sáÉï=기능의=응답=속도가=더=빨라집니다K=응답=속도가=더=

빨라지는=이유는=테스트=툴이=저주파=신호=성분을=

분석하지=않도록=지정되기=때문입니다K=그러나=NR=eò보다=

낮은=주파수를=측정할=때에는=테스트=툴의=자동=

트리거링을=위해=저주파=성분을=분석하도록=지정해야=

합니다K=

=

4 

=

Signal=[=N=eò를=선택한=다음=

Coupling으로=이동합니다K=

`çìéäáåÖ=옵션으로=자동=설정=기능이=작동하는=방법을=

선택할=수=있습니다K=^rqlE자동=설정F=키를=누르면=

`çìéäáåÖ을=ÇÅ로=설정하거나=변경하지=않을=수=있습니다K=

5 

=

Unchanged를=선택합니다K=

참고 

신호 주파수에 대한 자동 설정 옵션은 신호 
주파수에 대한 자동 트리거 옵션과 비슷합니다 
(제 5장의 “자동 트리거 옵션” 부분 참조). 
차이점은 자동 설정 옵션이 자동 설정 기능의 
작동 방법을 결정하고 자동 설정 키를 누를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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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

=



UP=

제 8장 
테스트 툴의 유지보수 

  

이 장의 내용 

이=장에서는=사용자가=수행할=수=있는=기본적인=유지보수=

절차를=설명합니다K=서비스I=분해I=수리=및=교정에=대한=

자세한=설명은=서비스=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K=서비스=

설명서의=부품=번호는=이=장의=�부품=및=부속품Ò=단원에=

나옵니다K=

테스트 툴 청소 

테스트=툴은=젖은=헝겊에=연성=비누를=묻혀서=닦으십시오K=

연마제I=솔벤트=또는=알코올은=테스트=툴의=텍스트를=

훼손시킬=수=있으므로=사용하지=마십시오K=

테스트 툴 보관 

테스트=툴을=오랫동안=보관하려면=먼저=káje=EkáÅâÉäJ

jÉí~ä=eóÇêáÇÉF=전지를=충전시키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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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

전지 충전 

káje=전지는=방전된=상태로=출하되므로=테스트=툴을=끈=

상태에서=Q시간쯤=완전히=충전시키십시오K=완전히=충전된=

전지는=Q시간=동안=사용할=수=있습니다K=

전지=전원을=사용할=때에는=화면=위쪽에=전지=상태를=알=수=

있는=전지=표시등이=나타납니다K= =등의=

전지=기호가=있으며= =기호는=사용할=수=있는=시간이=약=

R분쯤=남은=것을=나타냅니다K=

전지를=충전시키고=계측기에=전원을=공급하려면=전지=

충전기를=그림=QT와=같이=연결하십시오K=전지를=좀=더=

빨리=충전시키려면=테스트=툴을=끄고=충전하십시오K=

주의 

충전하는 동안 전지가 과열되지 않도록 사양에서 
허용되는 주위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참고 

충전기를 오랫동안(예: 주말 내내) 연결해 두어도 
전지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전지가 완전히 
충전되면 계측기가 자동으로 세류 충전 상태로 
바뀝니다. 

=
그림 47. 전지 충전 



 테스트 툴의 유지보수 
 전지 작동 시간 늘이기 U 

= = UR=

전지 작동 시간 늘이기 

káje=전지는=대개=지정된=작동=시간=동안=이상=없이=

사용할=수=없습니다K=그러나=전지가=심하게=방전되면E예W=

방전된=전지를=오랫동안=보관한=경우F=전지=상태가=나빠질=

수=있습니다K=

전지를=최적의=상태로=유지하기=위해=다음=지침을=

지키십시오K=

• 화면=아래쪽에= =기호가=나타나면=전지로=

테스트=툴을=작동시키지=마십시오K=이=기호는=

전지=전위가=낮아서=káje=전지를=다시=충전해야=

한다는=것을=나타냅니다K=

• 최적의=전지=상태를=회복하기=위해=전지를=

재생시킬=수=있습니다K=전지를=재생시키면=전지가=

완전히=방전되었다가=다시=충전됩니다K=완전하게=

재생되려면=약=NO시간이=걸리며I=N년에=Q회쯤=

전지를=재생시켜야=합니다K=또한=최근=전지=재생=

날짜를=확인할=수도=있습니다K=�교정=정보=표시Ò=

단원을=참조하십시오K=

전지를=재생시키려면=테스트=툴에=전원이=공급되었는지=

확인하고=나서=다음과=같이=하십시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rëÉê=léíáçåë=메뉴를=엽니다K=

=

지금=재생=사이클을=시작할=것인지=묻는=메시지가=

나타납니다K=

3 
=

재생=사이클을=시작합니다K=

재생=사이클=도중에=전지=충전기를=분리하지=마십시오K=

그러면=재생=사이클이=중단됩니다K=

참고 

재생 사이클을 시작하고 나면 화면이 
깜깜해집니다.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US=

NiMH 전지 팩 BP190 교체 

보통은=전지=팩을=바꿀=필요가=없으며I=꼭=전지를=교체해야=

할=경우에는=자격=있는=사람이=해야=합니다K=자세한=사항은=

가까운=cäìâÉ=서비스=센터에=문의하십시오K=

전압 프로브 교정 

사용자=사양을=완전하게=충족시키려면=적색=및=회색=전압=

프로브를=최적으로=응답하도록=조정해야=합니다K=NMWN=

프로브에=대한=교정은=고주파=조정과=a`=교정으로=

구성됩니다K=NMMWN=프로브에=대해서는=a`=교정을=할=수=

없습니다K=

다음=예는=NMWN=전압=프로브를=교정하는=방법을=

나타냅니다K=

1 
=

input A=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mêçÄÉ=çå=^=메뉴를=엽니다K=

=

3 

=

Voltage를=선택한=다음=

Attenuation으로=이동합니다K=

=
그림 48. 전압 프로브 조정 

NMWN=옵션이=이미=선택되어=있으면=R단계를=계속하십시오K=

4 

=

10:1을=선택한=다음=돌아갑니다K=



 테스트 툴의 유지보수 
 전압 프로브 교정 U 

= = UT=

O단계와=P단계를=반복하고=나서=다음을=계속하십시오K=

5=

=

화살표=키로=Probe Cal을=선택한=

다음=설정을=적용하십시오K=

NMWN=프로브=교정을=시작할=것인지=묻는=메시지가=

나타납니다K=

6=
=

프로브=교정을=시작합니다K=

프로브=연결=방법을=묻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K=적색=NMWN=

전압=프로브는=적색=입력=^=잭과=적색=바나나=잭=사이에=

연결하고I=기준=리드는=흑색=바나나=잭에=

연결하십시오E그림=QU=참조FK=

7= = 정사각형=파형이=표시될=때까지=

프로브=외피의=트리머=스크루를=

조정합니다K=

=

8=
=

a`=교정을=계속합니다K=NMWN=전압=

프로브에=대해서는=자동=a`=교정만=

가능합니다K=

테스트=툴은=프로브에=맞게=자동으로=교정됩니다K=

교정하는=중에=프로브를=만지지=마십시오K=a`=교정이=

성공적으로=완료되면=메시지가=나타납니다K=

9=
=

돌아갑니다K=

지금까지=수행한=절차를=회색=NMWN=전압=프로브에=대해=

반복합니다K=회색=NMWN=전압=프로브를=회색=입력=_=잭과=

적색=바나나=잭=사이에=연결하고I=기준=리드를=흑색=바나나=

잭에=연결하십시오K=

참고 

100:1 전압 프로브를 사용할 때에는 100:1 감쇄를 
선택하여 HF 조정을 수행하십시오. 이 프로브 
유형에 대해서는 자동 DC 교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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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교정 정보 표시 

버전=번호와=교정=날짜를=표시할=수=있습니다K=

1 
=

USER=키=레이블을=표시합니다K=

=

2 
=

sÉêëáçå=C=`~äáÄê~íáçå=메뉴를=

엽니다K=

=

화면에는=소프트웨어=버전과=모델=번호I=최근=교정일과=

교정=번호I=그리고=최근=전지=재생=날짜에=관한=정보가=

나타납니다K=

3 
=

돌아갑니다K=

재교정은=자격=있는=사람이=수행해야=합니다K=재교정에=

대해=알려면=가까운=cäìâÉ=관계자에게=문의하십시오K=

부품 및 부속품 

다음=표는=여러=테스트=툴=모델에서=사용자가=교체할=수=

있는=부품=목록입니다K=다른=선택사양=부품에=대해=알려면=

pÅçéÉjÉíÉê=부속품=책자를=참조하십시오K=

교체=부품이나=추가=부속품을=주문하려면=가까운=서비스=

센터에=문의하십시오K=

=



 테스트 툴의 유지보수 
 부품 및 부속품 U 

= = UV=

표 1. 교체 부품 

품목=  주문=코드=

전지=충전기I=공급되는=모델W=

= 유럽=공용=OPM=sI=RMJSM=eò=

= 북미주=NOM=sI=RMJSM=eò=

= 영국=OQM=sI=RMJSM=eò=

= 일본=NMM=sI=RMJSM=eò=

= 호주=OQM=sI=RMJSM=eò=

= 전세계=공용=NNR=sLOPM=sI=RMJSM=eò *=
G BC190/808은 북미주용 선로 플러그 어댑터 UL 리스팅에 준합니다. 

BC190/808의 230 V 정격은 북미주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선로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

=

=

=

=

=

=

=

=

_`NVMLUMN=

_`NVMLUMP=

_`NVMLUMQ=

_`NVMLUMS=

_`NVMLUMT=

_`NVMLUMU=

전압=프로브=세트E적색FI=cäìâÉ=pÅçéÉjÉíÉê=NVM=시리즈=테스트=툴에=

사용하도록=설계됨=

이=세트에는=다음과=같은=품목이=들어=있습니다E따로따로=구입할=수=없음FK=

• NMWN=전압=프로브E적색F=

• 프로브=팁용=QJãã=테스트=프로브E적색F=

• 프로브=팁용=훅=클립E적색F=

• 훅=클립이=달린=접지=리드E적색F=

• 미니=악어=클립이=달린=접지=리드E흑색F=

• 프로브=팁용=접지=스프링E흑색F=

= smpOMM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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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

품목  주문 코드 

전압=프로브=세트E회색FI=cäìâÉ=pÅçéÉjÉíÉê=NVM=시리즈=테스트=툴에=

사용하도록=설계됨=

이=세트에는=다음과=같은=품목이=들어=있습니다E따로따로=구입할=수는=없음

• NMWN=전압=프로브E회색F=

• 프로브=팁용=QJãã=테스트=프로브E회색F=

• 프로브=팁용=훅=클립E회색F=

• 훅=클립이=달린=접지=리드E회색F==

• 미니=악어=클립이=달린=접지=리드E흑색F=

= smpOMMJd=

테스트=리드=세트E적색=및=흑색F= = qiTR=

부속품=세트E적색F=

이=세트에는=다음과=같은=품목이=들어=있습니다E따로따로=구입할=수는=없음

• 프로브=팁용=악어=집게E적색F=

• 프로브=팁용=OJãã=테스트=프로브E적색F=

• 바나나=잭용=악어=집게E적색F=

• 바나나=잭용=OJãã=테스트=프로브E적색F=

• QJãã=바나나=잭용=접지=리드E흑색F=

= ^pOMMJo=

부속품=세트E회색F=

이=세트에는=다음과=같은=품목이=들어=있습니다E따로따로=구입할=수는=없음

• 프로브=팁용=악어=집게E회색F=

• 프로브=팁용=OJãã=테스트=프로브E회색F=

• 바나나=잭용=악어=집게E회색F=

• 바나나=잭용=OJãã=테스트=프로브E회색F=

• QJãã=바나나=잭이=달린=접지=리드E흑색F=

= ^pOMMJd=



 테스트 툴의 유지보수 
 부품 및 부속품 U 

= = VN=

품목  주문 코드 

전압=프로브=교체=세트=

이=세트에는=다음과=같은=품목이=들어=있습니다E따로따로=구입할==

======수=없음FK=

• Oñ=프로브=팁용=QJãã=테스트=프로브E적색과=회색F=

• Pñ=프로브=팁용=훅=클립E적색=O개I=회색=N개F=

• Oñ=훅=클립이=달린=접지=리드E적색=및=회색F=

• Oñ=미니=악어=클립이=달린=접지=리드E흑색F=

• Rñ=프로브=팁용=접지=스프링E흑색F=

= opOMM=

표 2. 사용 설명서 

품목=  주문 코드=

시작하기=매뉴얼=E영어F=

시작하기=매뉴얼=E독일어F=

시작하기=매뉴얼=E불어F=

시작하기=매뉴얼=E스페인어F=

시작하기=매뉴얼=E포루투칼어F=

시작하기=매뉴얼=E이탈리아어F=

시작하기=매뉴얼=E중국어F=

시작하기=매뉴얼=E일본어F=

시작하기=매뉴얼=E한국어F=

사용자=메뉴얼을=포함한=`a=olj=E각국어F=

= QUOO=UTO=PMTMN=

QUOO=UTO=PMTMO=

QUOO=UTO=PMTMP=

QUOO=UTO=PMTMQ=

QUOO=UTO=PMTMR=

QUOO=UTO=PMTMS=

QUOO=UTO=PMTMT=

QUOO=UTO=PMTMU=

QUOO=UTO=PMTMV=

QMOO=OQM=NOPTM=



Fluke 192B - 196B/C - 199B/C 
사용자 설명서 

VO=

선택사양 부속품 

품목=  주문 코드=

소프트웨어=C=케이블=운반=케이스=키트=

= 이=세트에는=다음과=같은=부품이=들어=있습니다K=

= 광학적으로=절연된= USB=어댑터L케이블=

= 하드=운반=케이스=

= táåÇçïë
∆

용=cäìâÉsáÉï
∆

=pÅçéÉjÉíÉê
∆

== 소프트웨어=

= p``NVM=

=

OC4USB=
`NVM=

ptVMt=

광학적으로=절연된=opJOPO=어댑터L케이블= = mjVMUM=

하드=케이스= = `NVM=

소프트=케이스= = `NVR=

분류기=QJOM=ã^= = `pOMj^=

병렬=프린터용=프린트=어댑터=케이블= = m^`VN=

선택사양 서비스 설명서 

품목=  주문 코드=

서비스=설명서E영어F= = QUOO=UTO=MRPVN=

광학적으로=절연된=USB  =어댑터L케이블= =     OC4USB



 테스트 툴의 유지보수 
 문제해결 U=

= = VP=

문제해결 

테스트 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전지가=완전히=비어=있을=수=있습니다K=이=경우=전지=

충전기로=전원을=공급해도=테스트=툴이=시작되지=

않습니다K=먼저=전지를=충전한=다음=테스트=툴을=켜지=

않은=상태에서=전지=충전기로=테스트=툴에=전원을=

공급하십시오K=그러고=나서=NR분쯤=기다렸다가=

테스트=툴을=다시=켜=보십시오K=

테스트 툴이 몇 초 후 종료됩니다. 

• 전지가=비어=있을=수=있습니다K=화면=아래쪽의=전지=

기호를=확인해=보십시오K= =기호가=있으면=전지가=

비어=있어=충전해야=한다는=것을=나타냅니다K=

화면이 계속 깜깜합니다. 

• 테스트=툴의=전원이=켜졌는지=확인하십시오K=

• 화면=명암을=잘못=조정했을=수=있습니다K==

=

를=누른=다음= 를=누르십시오K=이제=화살표=

키로=명암을=조정할=수=있습니다K=

완전 충전된 전지의 작동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전지=상태가=나빠졌을=수=있습니다K=전지를=재생시켜=

전지=상태를=다시=최적화하십시오K=전지=재생은=

N년에=Q회쯤=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K=

프린터에서 인쇄되지 않습니다. 

• 테스트=툴과=프린터=사이에=인터페이스=케이블이=

제대로=연결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K=

• 정확한=프린터=종류를=선택했는지=확인하십시오=

E제=S장=참조FK=

• 전송=속도가=프린터와=일치하는지=확인하십시오K=

일치하지=않으면=다른=전송=속도를=선택하십시오=

E제=S장=참조FK=

• m^`VNE프린트=어댑터=케이블F을=사용할=경우에는=그=

전원이=켜졌는지=확인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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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

FlukeView에서 테스트 툴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 테스트=툴이=켜져=있는지=확인하십시오K=

• 테스트=툴과=m`=사이에=인터페이스=케이블이=제대로=

연결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K=

• cäìâÉsáÉï에서=정확한=`lj=포트가=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K=포트가=정확하지=않으면=`lj=포트=

설정을=바꾸거나=인터페이스=케이블을=다른=`lj=

포트에=연결하십시오K=

전지 작동형 Fluke 부속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 전지=작동형=cäìâÉ=부속품을=사용할=때에는=언제나=

cäìâÉ=멀티미터로=부속품의=전지=상태를=먼저=

점검하십시오K=

=



VR=

제 9장 
사양 

  

소개 

성능 특성=

cirhb=사는=수치로=명시된=특성과=허용오차를=

보증합니다K=지정된=비허용오차=수치는=다양한=동급=

pÅçéÉjÉíÉê=테스트=툴의=평균으로부터=명목상=예상할=수=

있는=값을=나타냅니다K=

안전 특성=

테스트=툴은=측정I=제어=및=실험실용=전기=장비의=안전=

요구=사항에=대한=^kpfLfp^=pUOKMNJNVVQI

EN/IEC61010.1:2001, `^kL`p^J`OOKO=kçKNMNMKNJVO=E인증=

포함FI=riPNNNJN=E인증=포함F=표준을=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테스트=결과=이들=표준을=준수하는=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K=

이=설명서는=안전한=조작과=계측기의=안전한=상태=유지를=

위해=사용자가=지켜야=하는=정보와=경고를=포함하고=

있습니다K=이=장비를=제조업체에서=지정하지=않은=

방법으로=사용할=경우=장비에=제공된=보호=기능이=훼손될=

수=있습니다K=

환경 데이터=

이=설명서에=명시한=환경=데이터는=제조업체가=실시한=

확인=절차의=결과에=따른=것입니다K=

사양은 1 년의 캘리브레이션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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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이중 입력 오실로스코프 

절연 입력 A 및 B (수직) 

대역폭I=a`=커플링=
= cirhb=NVV_L`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MM=jeò=EJP=Ç_F=
= cirhb=NVS_L`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jeò=EJP=Ç_F=
= cirhb=NVO_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SM=jeò=EJP=Ç_F=

저주파=한계I=^`=커플링=
= NMWN=프로브로=연결=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YO=eò=EJP=Ç_F=
= 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YR=eò=EJP=Ç_F=

상승=시간=
= cirhb=NVV_L`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KT=åë=
= cirhb=NVS_L`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KR=åë=
= cirhb=NVO_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KU=åë=

아날로그=대역폭=제한기 KKKKKKKKKKKKKKKKKKKKKK OM=jeò=및=NM=âeò=

입력=커플링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I=a`=

극성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정상I=반전=

감도=범위E`=버전F=
= NMWN=프로브로=연결=시 KKKKKKKKKKKKKKKKKKKKKOM=ãs=J=NMMM=sLÇáî=
= 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ãs=J=NMM=sLÇáî=
감도=범위E_=버전F=
NMWN=프로브로=연결=시KKKKKKKKKKKKKKKKKKKKKKKKRM=ãs=J=NMMM=sLÇáî=
= 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ãs=J=NMM=sLÇáî=

트레이스=위치=결정=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디비전=

=

=

_k`에서의=입력=임피던스= =

= a`=커플링KKKKKKKKKKKKKKKKKKKKKKKKK N=jΩ=E±N=BF=LLNR=éc=E±O=écF=

최대=입력=전압=

= NMWN=프로브=사용=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MM=s=`^q=fff=

= = = NMMM=s=`^q=ff=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MM=s=`^q=fff=

= E자세한=사양은=�안전Ò=참조F=

수직=정확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ENKR=B=H=MKMQ=ê~åÖÉLÇáîF=

O=ãsLÇáîW=KKK=±EOKR=B=H=MKMU=ê~åÖÉLÇáîF=

NMWN=프로브로=전압을=측정할=경우=프로브=정확도=추가=

ENMV페이지=DNMWN=프로브D=참조F=

디지타이저=해상도 KKKK U비트I=각=입력에=별도=디지타이저=

수평 

최대=시간축=속도W=
= cirhb=NVV_L`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åëLÇáî
= cirhb=NVS_L`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åëLÇáî=
= cirhb=NVO_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åëLÇ=

최소=시간축=속도=E스코프=레코드F KKKKKKKKKKKKKKKKKKKKKKO=ãáåLÇáî=

실시간=샘플링=속도=E두=입력=동시=사용=시F=
= cirhbNVV_L`W=
= = R=åë=J=O=µ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OKR=dpLë=
= = R=µë=J=NOM=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M=jpLë=
= cirhb=NVS_L`W=
= = R=åë=J=O=µ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N=dpLë=
= = R=µë=J=NOM=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M=jpLë=



 사양 
 이중 입력 오실로스코프 V=

= = VT=

= cirhb=NVO_W=
= = NM=åë=J=O=µ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RMM=jpLë=

= = R=µë=J=NOM=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M=jpLë=

레코드=길이=

= 스코프=레코드=모드 KKKKKKKKK각=입력에=OTMMM포인트=이상=

= 스코프=일반=모드 KKKKKKKKKKKKKKKKKKKKKKK각=입력에=3000   포인트=

= 스코프=글리치=포착=모드 KKKKKKKKKKKKKKKKKKKKKKKKK각=입력에=PMM=

= = = =최소L최대=쌍=

글리치=검출=

= R=µë=J=NOM=ëLÇ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 RM=åë=속도=글리치=표시=

파형=표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I=_I=^H_I=^G_I=^=îë=_==

일반I=평균=EOIQIUI=SQ=ñF=I=지속==

시간축=정확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œENMM=ééã=H=MKMQ=ÇáîF=

트리거 및 지연 

트리거=모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자동I=에지I==

= = = 외부I=비디오I=펄스=폭=

= = = N-Cycle (C 버전)=

트리거=지연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최대=HNOMM디비전=

사전=트리거=보기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전체=화면=N개=길이=

최대=지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O초=

자동 Connect-and-View 트리거 

소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I=_I=외부=

슬로프 KKKKKKKKKKKKKKKKKKKKKKKK포지티브I=네거티브I=이중 (C 버전)=

에지 트리거 
화면=갱신 KKKKKKKKKKKKKKKKKKKKKKKK임의=실행I=트리거=시I=단일=포착=

소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I=_I=외부=

슬로프KKKKKKKKKKKKKKKKKKKKKKKKK포지티브I=네거티브I=이중 (C 버전)=

트리거=레벨=제어=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Q디비전=

트리거=감도=^=및=_=

 [R=ãsLÇáî에서=a`=J=R=j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 MKR디비전=

= O=ãsLÇáî=및=R=ãsLÇáî에서=a`=J=R=jeò=KKKKKKKKKKK N디비전=

 OMM=jeò=Ecirhb=NVV_L`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디비전=

 ORM=jeò=Ecirhb=NVV_L`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디비전=

= NMM=jeò=Ecirhb=NVS_L`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디비전=

 NRM=jeò=Ecirhb=NVS_L`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디비전=

= SM=jeò=Ecirhb=NVO_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디비전=

= NMM=jeò=Ecirhb=NVO_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디비전=

절연 외부 트리거 

= 대역폭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âeò=

= 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자동I=에지=

= 트리거=레벨Ea`=J=NM=âeòFKKKKKKKKKKKKKKKKKKKKKKK NOM=ãsI=NKO=s=

비디오 트리거 

표준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m^iI=m^iHI=kqp`I=pb`^j=

모드 KKKKKKKKKKKKKKKKKKKKKiáåÉëI=iáåÉ=pÉäÉÅíI=cáÉäÇ=N=또는=cáÉäÇ=O=

소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극성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포지티브I=네거티브=

감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MKT디비전=동기=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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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

펄스 폭 트리거 

화면=갱신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트리거=시I=단일=포착=

트리거=조건 KKKKKKKKKKKKKKKKKKKK YqI=[qI=Zq=EœNM=BFI=≠q=EœNM=BF=

소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

극성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포지티브=또는=네거티브=펄스=

펄스=시간=조정=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 MLMN=Çáî에서=SRR=ÇáîK==

최소=시간=PMM=åë=EYqI=[qF=또한=RMM=åë=EZqI= qF≠ I=

=최대=시간=NM=ë==

및=최소=RM=åë에서의=해상도=MKMN=ÇáîK=

연속 자동 설정 

감쇠기와=시간축=및=자동=소스=선택=기능을=가진=`çååÉÅíJ

~åÇJsáÉï»=트리거링K=

모드=

= 일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R=eò=Ó=최대=대역폭=

= 저주파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eò=Ó=최대=대역폭=

최소=진폭=^=및=_=

= a`=J=N=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ãs=

= N=jeò=Ó=최대=대역폭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M=ãs=

스코프 화면 자동 포착 

용량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이중=입력=스코프=화면=NMM개=

화면을 보려면 재생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스코프 측정 
모든=판독값의=정확도는=NU=°`=J=OU=°`에서=±=E판독값의=B=

H=카운트=수F=이내입니다K=NU=°`=미만이나=OU=°`=

이상에서는=N=°`=마다=MKN=ñ=E정확도F가=더해집니다K=NMWN=

프로브를=사용한=전압=측정의=경우에는=NMV페이지의=

DNMWN=프로브D를=참조하십시오K=최소한=NKR파형=주기를=

화면에서=볼=수=있어야=합니다K=

일반사항 
입력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및=_=

a`=공통=모드=거부E`joo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Ç_=

RMI=SM=또는=QMM=eò에서의=^`=공통=모드=거부KKKKKKKKKKKKK[SM=Ç_=

DC 전압 (VDC) 

최대=전압=

= NMWN=프로브=사용=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M=s=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PMM=s==

최대=분해능=

= NMWN=프로브=사용=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ãs=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s==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NMM카운트=

R=”ë=J=R=µëLÇáî에서의=정확도KKKKKKKKKKKKKKK ±ENKR=B=H=R카운트F=

OãsLÇáîKKKKKKK=±ENKR=B=H=NM=카운트F=

RM=또는=SM=eò에서의=일반=모드=^`=거부=KKKKKKKKKKKKKKK [SM=Ç_==



 사양 
 자동 스코프 측정 V=

= = VV=

AC 전압 (VAC) 

최대=전압=

= NMWN=프로브=사용=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M=s=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PMM=s==

최대=분해능=

= NMWN=프로브=사용=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ãs=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s==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NMM카운트=

정확도=

= a`=커플링W=

= = a`=J=SM=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ENKR=B=HNM카운트F=

= ^`=커플링I=저주파W=

= = RM=eò=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EOKN=B=H=NM카운트F=

= = SM=eò=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ENKV=B=H=NM카운트F=

NMWN=프로브를=사용할=때에는=저주파=롤오프=포인트가=

O=eò로=낮아져=저주파에=대한=^`=정확도가=

개선됩니다K=정확도를=최대한=높이기=위해=가능하면=

a`=커플링을=사용하십시오K=

= ^`=또는=a`=커플링I=고주파W=

= = SM=eò=J=OM=â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EOKR=B=H=NR카운트F=

= = OM=âeò=J=N=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ER=B=H=OM카운트F=

= = N=jeò=J=OR=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ENM=B=H=OM카운트F=

더=높은=주파수에=대해서는=계측기의=주파수=롤오프가=

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시작합니다K=

일반=모드=a`=거부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RM=Ç_=

= 모든=정확도는=다음과=같은=경우에=유효합니다K=

• 파형=진폭이=N디비전보다=큼=

• 적어도=NKR파형=주기를=화면에서=볼=수=있음=

AC+DC 전압 (순수 RMS) 

최대=전압=

= NMWN=프로브=사용=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M=s=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PMM=s==

최대=분해능=

= NMWN=프로브=사용=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ãs=

= 직접=연결=시ENWN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s==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NMM카운트=

정확도=

= a`=J=SM=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NKR=B=H=NM카운트F=

= SM=eò=J=OM=â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OKR=B=H=NR카운트F=

= OM=âeò=J=N=j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R=B=H=OM카운트F=

= N=jeò=J=OR=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NM=B=H=OM카운트F=

더=높은=주파수에=대해서는=계측기의=주파수=롤오프가=

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시작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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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M=

암페어 (AMP) 

전류 프로브 또는 분류기 선택사양 사용 시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a`I=s^`I=s^`Ha`와=같음=

프로브=감도 KKKKKKKKKKKKKKKKKKKKKKKKKNMM=”sL^I=N=ãsL^I=NM=ãsL^I==

= = NMM=ãsL^I=N=sL^I=NM=sL^와=NMM=sL^=

정확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a`I=s^`I=s^`Ha`와=같음=

= = = E전류=프로브=또는=분류기=정확도를=더함F=

피크 

모드 KKKKKKKKKKKKKKKKKKKK최대=피크I=최소=피크=또는=피크=대=피크=

최대=전압=

= NMWN=프로브=사용=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MM=s=

= 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MM=s==

최대=분해능=

= NMWN=프로브=사용=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ãs=

= 직접=연결=시=ENWN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ãs==

최대=눈금=판독값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UMM카운트=

정확도=

= 최대=피크=또는=최소=피크 KKKKKKKKKKKKKKKKKKKKKKKKKKK ±MKO디비전=

= 피크=대=피크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MKQ디비전=

=

=

=

=

주파수 (Hz)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KMMM=eò=Ó=전체=대역폭=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V=VVV카운트=

= 최소=NM개=파형을=화면에서=볼=수=있어야=함=

정확도=

= N=eò=Ó=전체=대역폭 KKKKKKKKKKKKKKKKKKKKKKKK ±EMKR=B=H=O카운트F=

듀티 사이클 (DUTY)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QKM=B=J=VUKM=B=

펄스 폭 (PULSE) 

분해능EGLITCH를=껐을=때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LNMM디비전=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VVV카운트=

정확도=

= N=eò=Ó=최대=대역폭 KKKKKKKKKKKKKKKKKKKKKKKKK ±EMKR=B=HO카운트F=

Vpwm (C 버전에만 해당) 

목적 KKKKKKKKKKKKKKKKKKKKKKKKKKK모터=드라이브=인버터=출력과=같은===

= = = 펄스=폭=변조=신호에=대해=측정=

원리 KKKKKKKKKKKKKKKKKKKKKK판독값은=기초=기파수=전체=기간=동안=

= = = 평균=샘플=값을=기준으로=효과적으로==

= = = 표시=

정확도KKKKKKKKKKKKKKKKKKKKKKKKKK사인파=신호에=대해=sêãë로=표시=



 사양 
 자동 스코프 측정 V=

= = NMN=

전원 

역률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와트와=s^의=비=

=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MKMM=J=NKMM=

와트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입력=^E볼트F와=입력=_E암페어F의=

= 해당=샘플을=곱한=값의=

= ojp=판독값=

=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VVV카운트=

s^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sêãë=ñ=^êãë=

=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VVV카운트=

s^=무효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EEs^FOJtO
F=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VVV카운트=

위상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JNUM=J=HNUM도=

분해능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도=

정확도=

= MKN=eò=J=N=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도=

= N=jeò=J=NM=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P도=

온도 (TEMP) 

온도 프로브 선택사양 사용 시 

범위E°`=또는=°c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JQMKM=J=HNMMKM=°=

= = = JNMM=J=HORM=°=

= = = JNMM=J=HRMM=°=

= = = JNMM=J=HNMMM=°=

= = = JNMM=J=HORMM=°=

프로브=감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ãsL°`=및=N=ãsL°c=

데시벨 (dB) 

Ç_s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볼트에=대한=Ç_=

Ç_ã KKKKKKKKKKKKKKKKKKK RM=Ω=또는=SMM=Ω에서=N=ãt에=대한=Ç_=

Ç_=çå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a`I=s^`=또는=s^`Ha`=

정확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sa`I=s^`I=s^`Ha`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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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

미터 

미터 입력 

입력=커플링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a`=

주파수=응답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a`=J=NM=âeò=EJP=Ç_F=

입력=임피던스 KKKKKKKKKKKKKKKKKKK N=jΩ=EœN=BFLLNM=éc=EœNKR=écF=

최대=입력=전압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MM=s=`^q=ff=

= = SMM=s=`^q=fff=

= = E자세한=사양은=�안전Ò=참조F=

미터 기능 

범위=설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자동I=수동=

모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일반I=상대=

미터 입력에 대한 DMM 측정 

모든=측정=정확도는=NU=°`=J=OU=°`에서=±=E판독값의=B=H=

카운트=수F=이내입니다K=NU=°`=미만이나=OU=°`=이상에서는=

N=°`=마다=MKN=ñ=E정확도F가=더해집니다K=

일반 사항 
a`=공통=모드=거부E`joo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Ç_=

RMI=SM=또는=QMM=eò에서의=^`=공통=모드=거부KKKKKKKKKKKKK[SM=Ç_=

옴 (Ω)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RMMKM=ΩI=RKMMM=âΩI=RMKMM=âΩI=

= = = RMMKM=âΩI=RKMMM=jΩI=PMKMM=jΩ=

최대=눈금=판독값=

= RMM=Ω=J=R=jΩ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MMM카운트=

= PM=jΩ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MMM카운트=

정확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MKS=B=H=R카운트F=

측정=전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MKR=ã^=J=RM=å^I=±OM=B=

= = = 범위가=증가하면=감소=

개방=회로=전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YQ=s=

지속성 (CONT) 
경보음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YRM=Ω=E±PM=ΩF=

측정=전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MKR=ã^I=±OM=B=

단락=검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ãë=



 사양 
 미터 입력에 대한 DMM 측정 V=

= = NMP=

다이오드 

최대=전압=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KU=s=

개방=회로=전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YQ=s=

정확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EO=B=HR카운트F=

측정=전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MKR=ã^I=±OM=B=

온도 (TEMP) 

온도 프로브 선택사양 사용 시 

범위E°`=또는=°c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JQMKM=J=HNMMKM=°=

= = = JNMMKM=J=HORMKM=°=

= = = JNMMKM=J=HRMMKM=°=

= = = JNMM=J=HNMMM=°=

= = = JNMM=J=HORMM=°=

프로브=감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ãsL°`=및=N=ãsL°c=

DC 전압 (VDC) 

범위 KKKKKKKKKKRMMKM=ãsI=RKMMM=sI=RMKMM=sI=RMMKM=sI=NNMM=s=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RMMM카운트=

정확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EMKR=B=H=R카운트F=

RM=또는=SM=eò=±N=B에서의=일반=모드=^`=거부= KKKKK [SM=Ç_==

=

=

AC 전압 (VAC) 
범위 KKKKKKKKKKRMMKM=ãsI=RKMMM=sI=RMKMM=sI=RMMKM=sI=NNMM=s=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MMM카운트=

정확도=

= NR=eò=J=SM=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N=B=H=NM카운트F=

= SM=eò=J=N=â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OKR=B=H=NR카운트F=

더=높은=주파수에=대해서는=미터=입력의=주파수=

롤오프가=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시작합니다K=

일반=모드=a`=거부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RM=Ç_=

AC+DC 전압 (순수 RMS) 
범위 KKKKKKKKKKRMMKM=ãsI=RKMMM=sI=RMKMM=sI=RMMKM=sI=NNMM=s=

최대=눈금=판독값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MMM카운트=

정확도=

= a`=J=SM=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N=B=H=NM카운트F=

= SM=eò=J=N=â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OKR=B=H=NR카운트F=

더=높은=주파수에=대해서는=미터=입력의=주파수=

롤오프가=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시작합니다K=

모든=정확도는=파형=진폭이=최대=눈금의=R=B보다=클=때=

유효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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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Q=

암페어(AMP) 

전류 프로브 또는 분류기 선택사양 사용 시 

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a`I=s^`I=s^`Ha`와=같음=

프로브=감도 KKKKKKKKKKKKKKKKKKKKKKKKKNMM=”sL^I=N=ãsL^I=NM=ãsL^I==

= = NMM=ãsL^I=N=sL^I=NM=sL^와=NMM=sL^=

정확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a`I=s^`I=s^`Ha`와=같음=

= = = E전류=프로브=또는=분류기=정확도를=더함F=

 

레코더 

TrendPlot (미터 또는 스코프) 

시간의=경과에=따라=미터=또는=스코프=측정의=최소L최대값=

그래프를=표시하는=차트=레코더K=

측정=속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R=측정Lë=

qáãÉLaáî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ëLÇáî=J=PM=ãáåLÇáî=

레코드=크기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UMMM포인트=

기록된=시간=범위KKKKKKKKKKKKKKKKKKKKKKKK SM분=J=OO일E단일=판독F=

====================================================PM분=J=NN일=E이중=판독F=

시간=기준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시작=이후=시간I=시각=

=

스코프 레코드 

롤=모드에서는=파형을=표시함과=동시에=스코프=파형을=

디프=메모리에=기록한다K=

소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입력=^I=입력=_=

최대=샘플=속도ER=ãëLÇáî=J=N=ãáåLÇáîF KKKKKKKKKKKKKKKKKKKOM=jpLë=

글리치=포착ER=ãëLÇáî=J=N=ãáåLÇáî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 RM=åë=

일반=모드에서의=qáãÉLaáî KKKKKKKKKKKKKKKKK R=ãëLÇáî=J=O=ãáåLÇáî=

레코드=크기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입력=당=OTMMM포인트=

기록된=시간=범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초=J=QU시간=

포착=모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싱글=스위프=

= = = 연속=롤=

= = = 외부=트리거링=

시간=기준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시작=이후=시간I=시각=



 사양 
 Zoom, Replay 및 Cursor V=

= = NMR=

Zoom, Replay 및 Cursor 
Zoom 

수평=확대=

= 스코프=레코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최대 NOM배=

= qêÉåÇmäçí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VS배=

= 스코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 U배=

재생 

포착된=이중=입력=스코프=화면을=최대=NMM개까지=표시=

재생=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한=단계씩=애니메이션으로=재생=

Cursor 측정 

`ìêëçê=모드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단일=수직=커서=

= = = 이중=수직=커서=

= = = 이중=수평=커서E스코프=모드F=

= = = =

마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교차점에=자동=마커=

측정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커서=N에서의=값=

= = = 커서=O에서의=값=

= = = 커서=N과=O=값의=차=

= = = 커서=사이의=시간=

= = = 커서들 사이의 RMS (C 버전)=

= = = 시각E레코더=모드F=

= = = 시작=이후=시간E레코더=모드F=

시간=상승=

기타 
디스플레이 

관측=영역 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NR=ñ=US=ãã=EQKR=ñ=PKQ인치F=

백라이트 KKKKKKKKKKKKKKKKKKKK `çäÇ=`~íÜçÇÉ=cäìçêÉëÅÉåí=E``ciF=

= = = 온도=보상형=

밝기 KKKKKKKKKKKKKKKKKKKKKK전원=어댑터W=UM=ENORF=ÅÇ=L=ã
O
=E_=버전F=

= = = 전지W=RM=ETRF=ÅÇ=L=ã
O
=E_=버전F=

 전원 
재충전식=káje=전지W=

= 작동=시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시간=

= 충전=시간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시간=

= 충전=중의=허용=주위=온도W KKKKKKKKKKK M=J=QM=°`=EPO=J=NMQ=°cF=

= 자동=전원=차단=

===시간E전지=절약FWKKKKKKKKKKKKKKKKKKK R분I=PM분=또는=사용=안함=

전지=충전기L전원=어댑터=_`NVMW=

• _`NVMLUMN=유럽=선로=플러그=OPM=s=œNM=B=

• _`NVMLUMP=북미주=선로=플러그=NOM=s==œNM=B=

• _`NVMLUMQ=영국=선로=플러그=OPM=s=œNM=B=

• _`NVMLUMS=일본=선로=플러그=NMM=s=œNM=B=

• _`NVMLUMT=호주=선로=플러그=OPM=s=œNM=B=

• _`NVMLUMU=세계=공용=전환형=어댑터=NNR=s=œNM=B=또는=

OPM=s=œNM=BI=플러그=bkSMPOMJOKOd=

선로=주파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RM=또는=SM=e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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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S=

프로브 교정 

프로브=검사를=포함한=수동=펄스=조정=및=자동=a`=조정=

신호발생기=출력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séé=L=RMM=eò=

= = = 구형파=

메모리 

스코프=메모리=개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

= 각=메모리에=파형=O개와=해당=설정=저장=가능=

레코더=메모리=개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O=

= 각=메모리에=다음=사항=저장=가능=

• 이중=입력=qêÉåÇmäçí==

==========E입력당=O=ñ=VMMM포인트F=

• 이중=입력=스코프=레코드=

==========E입력당=O=ñ=OTMMM포인트F=

• 이중=입력=스코프=화면=NMM개=

기계적 특징 

크기 KKKKKKKKKKKKKKKKSQ=ñ=NSV=ñ=ORS=ãã=EOKR=ñ=SKS=ñ=NMKN인치F=

무게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âÖEQKQ=äÄëF=

= = 전지=포함=

광학 인터페이스 포트 

종류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pJOPOI=광학적으로=절연=

프린터=연결 KKKKKKKKKKKKKKKKKKKKKSII DPU-414, béëçå=cuI=in=및=

= = em=aÉëâàÉí
∆
I=i~ëÉêàÉí

∆
I=mçëíëÅêáéí=지원=

• mjVMUM을=통한=직렬E광학적으로=절연된=opJOPO=

어댑터L케이블I=선택사양F=

• m^`VN를=통한=병렬E광학적으로=절연된=프린트=어댑터=

케이블I=선택사양F=

m`L노트북=연결=

• mjVMUM을=통한=직렬E광학적으로=절연된=opJOPO=

어댑터L케이블I=선택사양FI=ptVMt=사용EtáåÇçïë
∆
용=

cäìâÉsáÉï
∆
=ëçÑíï~êÉ=소프트웨어F==

=• OC4USB  을=통한=직렬E광학적으로=절연된=USB=
어댑터L케이블I=선택사양FI=ptVMt=사용EtáåÇçïë

∆
용=

cäìâÉsáÉï
∆
=ëçÑíï~êÉ=소프트웨어F==



 사양 
 환경 V=

= = NMT=

환경 

환경ÁÁÁÁÁÁÁÁÁÁÁÁjfiJmocJOUUMMcI=`ä~ëë=O=

온도=

= 작동W=

= = 전지=전용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M=J=RM=°`=EPO=J=NOO=°cF=

= = 전원=어댑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M=J=QM=°`=EPO=J=NMQ=°cF=

= 보관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JOM=J=HSM=°`=EJQ=J=HNQM=°cF=

습도=

= 작동W=

= = M=J=NM=°`=EPO=J=RM=°c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비응결=

= = NM=J=PM=°`=ERM=J=US=°c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VR=B=

= = PM=J=QM=°`=EUS=J=NMQ=°c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TR=B=

= = QM=J=RM=°`=ENMQ=J=NOO=°c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QR=B=

= 보관W=

= = JOM=J=HSM=°`=EJQ=J=HNQM=°cF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비응결=

고도=

= 작동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P=âã=ENM=MMM피트F=

= 보관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O=âã=EQM=MMM피트F=

진동=E사인=곡선F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P=Ö=

충격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최대=PM=Ö=

전자적=적합성=Ebj`F=

= 방출=및=면역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bkJfb`SNPOSJN=ENVVTF=

기밀=보호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fmRNI=êÉÑW=fb`ROV=

=

 안전 
다음=표준에=따라=NMMM=s=`~íÉÖçêó=ff=환경I=SMM=s=

`~íÉÖçêó=fff=환경I=mçääìíáçå=aÉÖêÉÉ=O에서=측정하도록=

설계W=

• ^kpfLfp^=pUOKMNJNVVQ=

• EN/IEC61010.2 : 2001=

• `^kL`p^J`OOKO=kçKNMNMKNJVO=

• riPNNNJN=

 최대 입력 전압 

= 입력=^=및=_=직접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PMM=s=`^q=fff=

= NMWN=프로브를=통해=입력=^=및=_= KKKKKKKKKKKK NMMM=s=`^q=ff=

= = SMM=s=`^q=fff=

= 미터L외부=트리거=입력 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M=s=`^q=ff=

= = SMM=s=`^q=fff=

 최대 부동 전압 

= 임의=단자에서=어스=접지KKKKKKKKKKKKKKKKKKKKKKKKK NMMM=s=`^q=ff=

= = SMM=s=`^q=fff=

= 임의=단자=사이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MM=s=`^q=ff=

= = SMM=s=`^q=fff=

전압 정격은 “작동 전압”으로 나타내며 AC 사인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Vac-rms (50-60 Hz)로, DC 
애플리케이션에서는 Vdc 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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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U=

}

=

그림 49. 최대 입력 전압 대 주파수 

참고 

과전압 Category III는 건물 내부의 분배 전위와 
고정 설치 회로를 가리킵니다. 과전압 
Category II는 가구나 휴대용 장비에 적용되는 
지역 전위를 가리킵니다. 

VOLTAGE (Vrms)

FREQUENCY (kHz)

30

그림 50. 안전 취급: 스코프 참조 내 및 스코프 참조 및 
미터 참조 사이 그리고 스코프 참조/미터 참조 및 어스 

접지 사이의 최대 입력 

 



 사양 
 10:1 프로브 V=

= = NMV=

10:1 프로브 
안전 

=최대 입력 전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MM=s=`^q=ff=

= = = SMM=s=`^q=fff=

 최대 부동 전압 
= 임의=단자에서=어스=접지 KKKKKKKKKKKKKKKKKKKKKKKKKNMMM=s=`^q=ff=

= = SMM=s=`^q=fff=

= = =

전기적 사양 

프로브=팁에서의==

입력=임피던스 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jΩ=±O=BLLNQ=éc=±O=éc=

용량=조정=범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J=OO=éc=

a`=EN=jΩ=입력F에서의=감쇠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NMñ=

대역폭Ecirhb=NVV`에서F KKKKKKKKKKKKKa`=J=OMM=jeò=EJP=Ç_F==

정확도 
테스트=툴에서=조정=시=프로브=정확도W=

= = a`=J=OM=â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B=

= = OM=âeò=Ó=N=jeò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B=

= = N=jeò=Ó=OR=jeò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B=

= = 더=높은=주파수에=대해서는=프로브의=롤=오프가==

= = 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시작합니다K=

환경 
= 온도=

= = 작동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M=J=RM=°`=EPO=J=NOO=°cF=

= = 보관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JOM=J=HSM=°`=EJQ=J=HNQM=°cF=

= 고도=

= = 작동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âã=ENM=MMM피트F=

= = 보관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O=âã=EQM=MMM피트F=

= 습도=

= = NM=J=PM=°`=ERM=J=US=°cF에서=작동 KKKKKKKKKKKKKKKKKKKKKKKK=V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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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프로브 팁에서 어스 접지까지 및 프로브 팁에서 
프로브 참조까지의 최대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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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M=

전자적 면역 
cäìâÉ=NVM=시리즈에는=표준=부속품이=들어=있으며=아래=표와=함께 bkJfb`SNPOSJN=Efb`NMMMJQJPF에=정의에=따라=bj`=

면역에=필요한=bb`=ÇáêÉÅíáîÉ=UVLPPS을=준수합니다K==

스코프 모드 (10 ms/div): VPS200 전압 프로브로 장애 추적 
표 1 

눈에 띄지 않는 장애 E = 3 V/m 

주파수=범위=NM=âeò=J=OM=jeò= O=ãsLÇáî=J=NMM=sLÇáî=

주파수=범위=OM=jeò=J=NMM=jeò= OMM=ãsLÇáî=J=NMM=sLÇáî=

주파수=범위=NMM=jeò=J=N=deò= RMM=ãsLÇáî=J=NMM=sLÇáî=
EGF
=

EGF=W==OM=jeò=대역폭=필터가=켜저=있을때W=눈에=띄는=장애=없음K=

OM=jeò=대역폭=필터가=꺼저=있을때W=최대=O=Çáî=장애K 
표 2 

최대 눈금 10 % 이하의 장애 E = 3 V/m 

주파수=범위=OM=jeò=J=NMM=jeò= NM=ãsLÇáî=J=NMM=sLÇáî=

표=N과=O에=명시되지=않은=테스트=툴의=범위는=최대=눈금의=NM=B보다=높은=장애이다K=

=

Meter 모드(Vdc, Vac, Vac+dc, Ohm 및 지속성): 테스트 리드의 장애 판독값

 
표 3 

최대 눈금 1 % 이하의 장애 E = 3 V/m 

주파수=범위=NM=âeò=J=N=deò= RMM=ãs==J=NMMM=s=I=RMM=lÜã=J=PM=jlÜã=범위=

=



 

= = NNN=

색인 

—１— 

NMJN=전압=프로브I=UV=

—２— 

O=ãã=테스트=프로브I=VM=

—４— 

Q=ãã=테스트=프로브I=PI=UVI=VM=

—ㄱ— 

감전I=R=

개요I=QR=

경사진=받침대I=TT=

고도I=NMTI=NMV=

공통=리드I=P=

광학=인터페이스I=SVI=TMI=NMS=

교정I=NMS=

교정=정보=표시I=UU=

교체=부품I=UU=

교체=세트I=VN=

극성I=NU=

극성=반전I=NU=

글리치=포착I=NTI=PU=

기계적=특징I=NMS=

기록된=데이터=표시I=PRI=PU=

—ㄴ— 

날짜I=TV=

느린=변화I=PQ=

—ㄷ— 

다이오드I=NMP=

대역폭I=VSI=NMO=

데시벨EÇ_FI=NMN=

듀티=사이클I=NMM=

디스플레이I=NMR=

—ㄹ— 

레코더I=NMQ=

레코더=옵션I=PS=

레코드=길이I=VT=

레코드H설정=메모리I=SS=

롤=모드=기능I=N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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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 =

—ㅁ— 

막대그래프I=OU=

멀티미터=측정I=OU=

메뉴=숨기기I=NM=

메뉴=없는=화면I=TT=

메뉴=지우기I=TT=

메뉴=찾아가기I=V=

메뉴가=표시되지=않은=화면I=NM=

메모리I=NMS=

면역I=NMT=

명암I=TU=

문제해결I=VP=

미터=입력에=대한=측정I=NMO=

미터=측정I=OU=

—ㅂ— 

바나나=잭=입력I=NMI=OTI=PQ=

반전=표시I=NU=

받침대I=TT=

방출I=NMT=

병렬=프린터I=TM=

병렬=프린트=케이블I=VO=

보관I=UP=

부속품I=TPI=UU=

부품I=UU=

분류기I=VO=

분석=기능I=QNI=NMR=

비디오=신호에서=트리거링I=RV=

비디오=트리거I=RVI=VT=

비디오=프레임I=SM=

—ㅅ— 

사양I=VR=

사용=언어I=TU=

사전=트리거I=RP=

상대=측정I=PO=

상승=시간I=QVI=VS=

샘플링=속도I=VS=

서비스=설명서I=VO=

설정=재호출I=SU=

성능=특성I=VR=

소프트=케이스I=VO=

소프트웨어I=PI=VO=

소프트웨어=버전I=UU=

수동=범위I=PN=

수직=정확도I=VS=

수직=커서I=QT=

수평=커서I=QS=

수학=함수I=OM=

스코프I=VS=

스코프=레코드I=NMQ=

스코프=연결I=NNI=TQ=

스코프=측정I=NP=

스파이크=포착I=NT=

슬로프I=ROI=VT=

습도I=NMT=

시간I=TV=

시간축=정확도I=VT=

—ㅇ— 

안전I=NMT=

안전=특성I=VR=

암페어I=NMMI=NMQ=

암페어=측정I=OV=

언어I=TU=

에지=트리거I=RRI=VT=

연결I=NMI=OT=

오실로스코프I=VS=

온도I=NMNI=NMPI=NMTI=NMV=

옴EΩFI=NMO=

외부=트리거I=VT=

외부=트리거링I=RU=



 
 색인(계속) 

= = NNP =

위상I=NMN=

유지보수I=UP=

인터페이스I=NMS=

입력=감도=

가변적I=NV=

입력=임피던스I=VSI=NMOI=NMV=

입력=커플링I=NMO=

입력=^=측정I=NP=

입력=_=측정I=NP=

—ㅈ— 

자동=범위I=PN=

자동=설정I=VU=

자동=스코프=측정I=NP=

자동=전원=차단I=UM=

자동=트리거링I=RQ=

자동=`çååÉÅíJ~åÇJsáÉï=트리거I=VT=

작동=시간I=NMR=

잡음이=있는=파형I=OMI=RS=

재교정I=UU=

재생I=QNI=SSI=NMR=

저장I=SS=

저장된=화면=보기I=SV=

저항=측정I=OU=

전기적으로=부동I=S=

전류=측정I=OV=

전류=프로브I=OV=

전압=프로브I=USI=UV=

전압=프로브=교정I=USI=NMS=

전원I=NMR=

전원=어댑터I=UMI=UV=

전원=차단=타이머I=UM=

전자적=스코프=연결I=TQ=

전자적=적합성I=NMT=

전지=

교체I=US=

수명I=UM=

재생I=UR=

재생=날짜I=UU=

충전I=OI=UQ=

충전기I=PI=UV=

표시등I=UQ=

전지=교체I=US=

전지=재생I=UU=

절연I=S=

접지=리드I=UV=

접지=스프링I=PI=UV=

주사선I=SM=

주파수=응답I=VSI=NMO=

주파수EeòFI=NMM=

지면=접지I=S=

지속성I=NMO=

지연I=트리거I=VT=

직렬=프린터I=TM=

진동I=NMT=

—ㅊ— 

청소I=UP=

최대 부동 전압I=NMTI=NMV=

최대 입력 전압I=NMT=

충격I=NMT=

충전I=UQ=

충전=시간I=NMR=

충전기I=UV=

측정I=NPI=OU=

측정=연결I=NMI=OT=

—ㅋ— 

컴퓨터=연결I=SV=

케이스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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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Q= =

—ㅌ— 

테스트=리드I=P=

테스트=통과J실패I=OR=

테스트=툴=리셋I=TT=

테스트=툴에=전원=공급하기I=T=

테스트=툴의=리셋I=U=

테스트=프로브I=PI=UVI=VM=

트리거=

레벨I=RO=

사전=트리거I=RP=

지연I=RPI=VT=

트리거=감도I=VT=

트리거=모드I=VT=

트리거링=

에지I=RR=

외부I=RU=

자동I=RQI=VT=

파형I=RN=

펄스I=SN=

—ㅍ— 

파장=비교I=OP=

파형=레코딩I=PT=

파형=비교I=OP=

파형=저장I=SS=

파형=포착I=NU=

판독값I=NP=

판독값=고정I=PN=

펄스=트리거I=SN=

펄스=폭I=NMM=

펄스=폭=트리거I=VU=

평균I=NR=

평활화I=NR=

포장=풀기I=O=

프로브I=US=

프로브=교정I=USI=NMS=

프린터=연결I=TM=

프린트=케이블I=VO=

피크I=NMM=

필터링I=OM=

—ㅎ— 

하드=케이스I=PI=VO=

화면=NMM개=포착I=QPI=VU=

화면=고정I=NQ=

화면=명암I=TU=

화면=문서화I=SV=

화면=삭제I=ST=

화면=재호출I=ST=

환경I=NMT=

환경=데이터I=VR=

훅=클립I=PI=UV=

—Ａ— 

^`=커플링I=NU=

^pNVM=부속품=세트I=VM=

—Ｂ— 

_`NVM=전지=충전기I=PI=UV=

—Ｃ— 

`NVM=하드=케이스I=PI=VO=

`NVR=소프트=케이스I=VO=

`çååÉÅíJ~åÇJsáÉïI=RNI=VU=

`pOMj^=분류기I=VO=

`ìêëçê=측정I=QS=

—Ｄ— 

a`=전압Esa`FI=VUI=NMP=

ajj=측정I=OU=

—Ｅ— 

båîÉäçéÉ=모드I=NS=



 
 색인(계속) 

= = NNR =

—Ｆ— 

cäìâÉsáÉïI=PI=SVI=VO=

—Ｇ— 

däáíÅÜ=캡처I=PV=

—Ｈ— 

ec=전압=프로브=연결I=TQ=

eòI=NMM=

—Ｎ— 

kJ`óÅäÉ=qêáÖÖÉêáåÖI=RT=

káje=전지I=UPI=UQ=

—Ｐ— 

m^`VNI=TMI=VO=

mjVMUMI=SVI=TMI=VO=

—Ｒ— 

ojp=전압I=VV=

opNVM=교체=세트I=VN=

opJOPO=어댑터L케이블I=PI=SVI=TMI=

VO=

—Ｓ— 

p~ÑÉíó=oÉèìáêÉãÉåíëI=N=

p``=NVMI=TMI=VO=

pÅçéÉ=`ìêëçê=측정I=NMR=

pÅçéÉ=oÉÅçêÇ»I=PT=

páåÖäÉ=pÜçíI=RS=

páåÖäÉ=pïÉÉé=모드I=PU=

pmNVM=전압=프로브=세트I=P=

péÉÅíêìãI=ON=

ptVMt=소프트웨어I=PI=TMI=VO=

—Ｔ— 

qêÉåÇmäçíE미터FI=NMQ=

qêÉåÇmäçí»=기능I=PQ=

qêáÖÖÉêáåÖ=

kJ`óÅäÉI=RT=

qs=트리거링I=RV=

—Ｖ— 

smNVM=전압=프로브I=UV=

—Ｗ— 

t~îÉÑçêã=léíáçåëI=NR=

—Ｘ— 

uJv=모드I=OM=

—Ｚ— 

wççãI=QQI=N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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