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가형 오실로스코프 시리즈 발표

키사이트코리아㈜   끊임없이 최고의 측정 기술

을 주도해 가는 키사이트의 초저가형 오실로스코

프(인피니비전 1000 X-시리즈) 출시 기자간담회

가 2017년 3월 8일 그랜드 인터컨티네탈 호텔 파

르나스 5층 메이플룸에서 열렸다. 가격은 저렴한

데 품질이 낮은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

었던 고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저가형 오실로스코프 시리즈는 키사이트의 고유 

기술을 적용한 50-100MHz 모델로, 가격은 61만

원부터 시작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분석과 6대의 계측기 기능을 1대에 통합해 전문가 

수준의 기능을 제공한다.

1000 X-시리즈는 특허를 받은 메가줌(Mega 

Zoom)IV ASIC 기술로 최고 초당 5만 회 파형 업

데이트 속도를 제공한다. 이는 비슷한 가격대의 오

실로스코프가 놓칠 수 있는 랜덤 및 간헐적인 글

리치, 비정상적인 신호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최대 2GSa/s까지의 높은 샘플링 속도를 가지며, 

두 개의 프로브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그

- 초저가형 오실로스코프(인피니비전 1000 X-시리즈) 출시 기자간담회 열려

- 50-100MHz 오실로스코프, 전문가급 기능과 소프트웨어 분석 제공

기자간담회 전경. 최준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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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메모리 기능으로 메모리 깊이를 최대화하면

서도 빠른 측정을 지원한다.

윤덕권 대표이사는 “1000 X-시리즈는 저대역

폭 오실로스코프의 가격과 성능의 최고의 밸런스

를 제시했다.”며 “가격도 싸고 크기도 작고 시그널 

소스 등 기존 중고가의 모든 기능을 담았다.”고 말

했다. 아울러 “대학교에서 교육용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사용해야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며 “재작년에 고려대에 오실로스코프를 기증했

고, 앞으로 보다 많은 학교가 사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준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일본 지

사장)은 ‘오실로스코프 시장 동향 및 키사이트 전

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메가줌(MegaZoom)

IV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개발한 제품이 

1000 X-시리즈(매출 금액으로는 작지만, 갯수로

는 오실로스코프의 90% 차지)“라며 “여러 가지 복

합성을 가져가고 비용절감을 함으로써 60만원대

의 저가형 오실로스코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

했다. 

키사이트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그룹 오실로스코

프 마켓 브랜드 매니저인 Atsuki Okazaki 씨는 “전

기전자 및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많은 학

생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

여 교육을 받고 있다. 수평축을 변화시킨다든지, 

3~4가지의 적은 기능만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

에서 배웠던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업체의 새로운 

오실로스코프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

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해 선택

할 수밖에 없었던 오실로스코프는 이제는 버리고, 

낮은 가격으로 측정 결과에 믿음을 줄 수 있는 61

만원대의 진짜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해 달라.”고 말

했다.

이번 신제품은 대학생이나 오실로스코프를 처

음 사용하는 초보자에게 이상적이다. 가격이 저렴

할 뿐 아니라, 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측정

아추키 오카자키(Atsuki Okazaki)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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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업계 표준 프

런트 패널을 채택해 사용하기 쉽고, 내장된 다양

한 기능으로 초보자도 신호를 빠르게 분석하여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 오실로스코프는 

동급 대부분의 스코프와 달리 교육자용 리소스 

키트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키트에는 내장형 트레

이닝 신호, 학부생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오실로

스코프 랩 가이드와 교수 및 조교를 위한 오실로

스코프의 기초에 대한 교육 자료가 포함된다.

1000 X-시리즈는 6가지의 계측기를 하나로 통

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투자 가치를 높여주고, 

작업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00 X-시

리즈는 오실로스코프뿐만 아니라 시리얼 프로토콜 

분석기, 디지털 전압계 및 주파수 카운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DUX1002G와 DSOX1120G 모

델에는 주파수 응답 분석기 및 WaveGen 펑션 발

생기가 포함되어 있다. 내장된 WaveGen 및 주파

수 응답 분석을 통해 보데 플롯(Bode Plot)의 기초

를 가르칠 수 있다.

1000 X-시리즈는 전문가급 품질의 측정과 소프

트웨어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신호를 신속하게 분

석하고, 신호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24개의 범

용적인 오실로스코프 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Gated FFT 기능으로 추가적인 신호 분석이 가능

하여, 사용자는 단일 화면에서 시간 및 주파수 영

역의 측정 결과에 대해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호 오류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한계 테스트도 제공한다. 1000 X-시리즈는 I2C, 

SPI, UART/RS232, CAN과 LIN을 포함한 광범위

한 임베디드 및 오토모티브 시리얼 버스 애플리케

이션의 디코딩 및 분석을 지원한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NYSE:KEYS)는 혁신적

인 전자제품과 시스템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

하여 보다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키사이트의 솔루션은 설계 시뮬레이션부터 시

품 검증, 제조 테스트, 네트워크 최적화에 이르기

까지 전자 신호가 전달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사

용할 수 있다. 또 전 세계 통신 생태계, 네트워크, 

항공 우주 및 방위, 오토모티브, 반도체 및 전자제

품 시장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며, 2016년 회계연도

의 총 매출은 약 29억 달러에 달한다. 키사이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ysight.co.

kr),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0 X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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