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다인르크로이(지사장 이운재, http://teledynele 

croy.co.kr)는 지난 4월 6일 디버그 문제의 신속한 해

결이 가능한 다양한 툴박스가 내장된 500MHz~ 

4GHz 대역폭의 오실로스코프 WaveRunner 8000을 

발표했다. WaveRunner 8000은 가장 폭넓고 전문적인 

툴을 내장하여, 놀라울 만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WaveRunner8000은 차세대 MAUI 어드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작을 상징하며, 오실로스코프 업계의 

Premier UI의 가치를 높인다. MAUI 인터페이스에 원

터치 기능을 추가하여 필요한 측정을 아주 쉽게 설정함

으로써 복잡한 신호의 이상 동작을 매우 빠른 시간 내

에 분석할 수 있다. 

파워풀한 디버깅 툴

기본으로 제공되는 연산, 측정, 디버그와 문서화 툴

만으로도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석 기능을 제공한

다. 애플리케이션별 전용 분석 패키지는 일반 디자인/

인증 시나리오의 능률적인 디버깅을 가능케 한다. 디지

털 필터링, 스펙트럼 분석, 디바이스와 스위칭 파워 서

플라이 분석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된다. 또 사용자가 

직접 파라미터와 분석을 정의하여 자신만의 측정과 무

한개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도 가능하다. Wave 

Runner 8000은 대단히 풍부한 툴을 갖고 있으며, 가

장 복잡한 디버그 과제의 빠른 해결을 보장한다.

-  신제품 오실로스코프 WaveRunner 8000에 원터치 기능을 추가해 
효율적인 툴박스 사용과 더 빠른 측정 가능

텔레다인르크로이, 혁신적인 원터치 기능의 

오실로스코프 ‘WaveRunner 8000’ 발표

텔레다인르크로이 WaveRunner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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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인터페이스

WaveRunner 8000과 원터치 MAUI는 오랫동안 이어

온 텔레다인르크로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혁신을 이어

간다. 원터치 MAUI는 단 한번의 화면 터치만으로 모든 

일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했

다. 원터치 MAUI는 끌어놓기(Drag-and-drop) 동작만으

로 채널, 연산과 파라미터 측정을 설정하고 복사할 수 있

으며,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의 동

작을 수행한다. 드레그, 드롭, 손가락 모으기, 손가락으

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 같은 일반적인 동작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직관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새로 추

가하기(Add New)  버튼으로 새로운 채널, 연산 또는 측

정을 바로(빠르게) 추가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파형과 파라미터들을 화면에서 바

로 끌 수 있다. 원터치 MAUI는 측정 셋업을 간단하게 하

는 특별한 터치스크린 동작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어 오

실로스코프를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시리얼 데이터 툴

텔레다인르크로이는 WaveRunner 8000이 자동화 표

준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부터 유연한 디버깅 툴킷에 이

르는 모든 시리얼 데이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옵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한다. 프로토콜 전용 측

정 파라미터 및 아이 다이어그램 패키지는 시리얼 데이

터 이상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별한 패키지들은 디코드 결과로부

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래

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이밍 측정과 표준에서 정한 마

스크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마스크를 침범하는 지의 여

부를 확인하는 아이다이어그램을 제공하여 업계에서 가

장 강력한 트리거/디코드 소프트웨어를 더 완벽하게 보

완하고 있다. MS 모델은 16개의 디지털 입력단을 가지

고 있으며, 디지털 디자인에서 일반적인 목적의 사용 또

는 타이밍 이상 등을 분석하는 용도로 트리거, 디코드, 

타이밍 측정에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채널을 이용함

으로써 나머지 아날로그 채널들을 물리계층 문제를 파

악할 수 있어서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고 샘플 속도와 메모리의 M  모델

업계에서 가장 높은 40 GS/s 샘플링속도를 제공하는 

WaveRunner 8000M 모델은 신호에 포함된 가장 빠른 상

승시간을 가진 에지를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 아울러, 

긴 메모리를 탑재하여 더 긴 타임베이스에서 최대 샘플링 

속도를 유지한다. 128-Mpt 메모리를 제공하는 M 모델

들은 고속 시리얼 데이터 버스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동작

(Long-term behavior) 을 디버깅하는데 이상적이다. 

텔레다인르크로이의 WaveRunner 8000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teledynelecroy.com/wr8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텔레다인르크로이(Teledyne LeCroy)에 대하여

텔레다인르크로이(Teledyne LeCroy)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써 복잡

한 전자 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을 제공함으로

써 제품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기를 개발한다. 텔레다인르

크로이의 광범위한 테스트 솔루션은 컴퓨터/반도체/소비

가전, 데이터 스토리지, 차량/산업용, 군사/항공우주 및 통

신 분야에 적용되며, WaveShape 분석의 창시자이자 리더

로써 오늘날 정보통신 산업에 기여하였다. 텔레다인르크로

이는 미국 뉴욕 체스트넛 리지에 본사가 있고 1964년 설립

되었다. 한국지사인 텔레다인르크로이코리아는 1998년 설

립되었다. teledynelecroy.com, teledynelecroy.co.kr을 방

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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