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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urfer 3000

INTRODUCTION

Welcome
Thank you for buying a Teledyne LeCroy product. We’re certain you’ll be pleased with the detailed features unique to our instruments. This Getting Started 
Guide is designed to cover important oscilloscope safety and installation information along with some basic operating procedures so you’re quickly  
working with wav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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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urfer3000 오실로스코프에 대하여
WaveSurfer 3000 오실로스코프의 MAUI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
스크린이 가져다 주는 단순함과 편리성을 통해 디버깅 시간을 단축하여 
줍니다. WaveScan 고급 검색 기능과 빠른 디스플레이, 히스토리 모드는 
이상 파형을 빠르게 찾아내 분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LabNotebook이 문
서 작업을 간편하게 해주고 공동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고급 프로브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가능한 주파수 대여
폭, 멀티장비 기능이 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주고 투자예산을 절감해 
줍니다.

MAUI-가장 진보된 방식
MAUI는 가장 진보된 오실로스코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니다. MAUI는 
오실로스코프의 핵심 제어를 터치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
니다. 또한 MAUI는 단순함을 모토로 개발되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단축키와 직관적인 대화 상자로 설정을 단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AUI는 문제해결에 최적화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풍부한 디버그와 분
석 툴을 사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이상신호 탐지
초당 130,000개의 빠른 파형 업데이트 속도, 파형을 되돌려 볼 수 있는 
히스토리 모드, 그리고 고급 WaveScan 검색 기능이 결합한 WaveSurfer 
3000은 파형의 이상신호 탐지에 최적화된 뛰어난 툴입니다. 

포착, 디버그, 분석 및 문서화
고성능 능동 프로브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포착하는 데 
우수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연산과 측정 기능, 시퀀스 모드, 
LabNotebook을 사용하여 문제를 디버그, 분석하고 문서화 합니다.

멀티장비 기능
WaveSurfer 3000은 내장된 함수 발생기가 제공하는 파형 발생, 시리얼 
데이터 트리거와 디코드를 제공하는 프로토콜 분석, 그리고 16 채널의 
혼합 신호 옵션이 지원되는 로직 분석 등 전통적인 오실로스코프의 기
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 장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nsuk.sung
텍스트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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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양은 teledynelecroy.com의 제품 페이지에서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세요.

다음의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목록에 없는 물품이 있다면, 텔레다인르크로이 사무소에 연락 주십시오.

사양

200 MHz – 750 MHz대역폭

채널

샘플 속도 (모든 채널)

메모리 (채널 당)

디지털 채널

디지털 샘플 속도

최소 펄스 폭

최대 입력 주파수

2 또는 4
2 GS/s

10 Mpts/ch
16

500 MS/s
4 ns

125 MHz

구성품 목록
 

• 1 오실로스코프
2 또는 4 패시브 프로브 (채널 당 1개씩 할당됨)
1 Micro SD 카드 
1 AC 전원 코드 
1 안전 커버
1 시작 매뉴얼
1 CE 규격 준수 인증서  
1 오실로스코프 등록 카드
1 교정 문서

 
•  
•  
•  
•  
•  
•  
•  
• 

주요 사양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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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이 섹션에서는 올바르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을 위해 숙지해야 할 정
보와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섹션에서 언급하는 안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장비에 포함된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은 시
스템의 제조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표시
아래의 기호들은 장비의 전면 또는 후면에서 볼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경고. 전기 충격 위험.

측정 접지 단자를 표시합니다

안전한 접지 연결을 표시합니다

교류를 나타냅니다
전원 인가/대기모드

장비의 손상을 막기 위한 주의 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경고 입니다. 사용자의 안전과 손상을 막기 위한 곳에 표시
합니다. 모든 조건을 숙지할 때까지 진행하지 마십시오.

안전 예방

적절한 전원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장비에 함께 제공되는 전원 코드로서 
해당 국가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이 제품은 전원코드를 통해 접지하며, 
전기 쇼크를 피하려면 연결 단자에 맞는 접지에 연결해야 합니다.

적절한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프로브, 테스트 리드가 전압 소스에 연결
되어 있는 동안에는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모든 입력단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최대 입력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을 
어떤 입력단 (C1, C2, C3, C4, EXT or Dig)에도 연결하지 마십시오. 오
실로스코프 전면에 표시된 최대 입력 조건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동작 환경 조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폭발 가능성이 있는 먼지, 
습기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표면을 깨끗이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장비와 가장 가까운 물체와 최소 6인치 이상의   
바닥 통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얇은 종이 등은 주변에 두지 않도록 합
니다.

커버와 내부 부품들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 
의해 유지보수를 맡기십시오.

손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장비의 모든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용중이라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장비를 격리하십시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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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온도: 0° - 40°C
습도: 최고 31°C에서 최대 90% 상대 습도, 50°C에서 50% 상대 습도
고도: 최고 3,048m (30°C 이하)

전원과 그라운드 연결
이 장비는 단상 100 - 240Vrms (±10%)에서 동작합니다. AC 전원 소스
는 50/60Hz(±10%), 또는 120Vrms(±10%)에서 400 Hz(±5%) 입니다. 
이 장비는 자동으로 라인 전압을 선택하므로 수동으로 전압을 선택할 필
요가 없습니다.
AC 접지단은 장비 프레임에 직접 연결됩니다. 전기적인 쇼크를 방지하
기 위해 전원코드 플러그는 반드시 안전하게 접지가 되어있는 AC Outlet
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경고. 오실로스코프 내외부 보호용 전도체에 대한 어떠한 방해 
또는 안전 접지 단자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고의적으로 절단해서는 안됩니다.

최대 전력 비는 모든 액세서리가 설치 (프로브, USB 주변기기, 디지
털 리드셋) 된 경우 4채널 모델이 150W (150VA), 2채널 모델은 100W 
(100VA) 입니다. 대기 모드에서는 4W 입니다. 

클리닝
장비의 외부를 닦을 때에는 화학물질이나 연마성분이 없는 촉촉하고 부
드러운 헝겊을 사용합니다. 이 때 절대로 장비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서
는 안됩니다. 전기적 쇼크를 피하기 위해 클리닝 전에 AC outlet에서 전
원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주의. 장비의 내부 부품은 클리닝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퓨즈 교체
퓨즈를 점검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전원 코드를 빼주십시오.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장비 뒷부분의 AC 전원 케이블 연결부 밑에 위
치한) 퓨즈 홀더를 열어주십시오. 낡은 퓨즈는 5x20mm T-rated 3.15 
A/250 퓨즈로 교체 하십시오.

경고. 모든 선간 전압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특정 등급의 퓨즈
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퓨즈를 교체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원 
코드를 빼주십시오. 

지원
온라인 문서
텔레다인르크로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
니다. 매뉴얼, 튜토리얼, 애플리케이션 노트, 화이트 페이퍼, 비디오 등을 
이용하면 귀하의 텔레다인르크로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WaveSurfer 3000 오실로스코프 운영 매뉴얼은 teledynelecroy.com/
wavesurfer3000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에는 본 매뉴
얼보다 귀하의 오실로스코프 작동을 위한 다양한 사용방법이 포함됩니
다. 아울러 오실로스코프 시스템 복구 툴과 과정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실로스코프에 포함되는 Acronis  True Image  를 
위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페이지의 데이터시트는 자세한 제품 사양을 제공합니다.
기술 지원
등록된 사용자는 본 매뉴얼에 표시된 해당 지역의 텔레다인르크로이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teledynelecroy.com/support/techhelp 를 통해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WaveSurfer 3000 Getting Started Guide

WaveSurfer 3000 Getting Started Guide

WaveSurfer 3000 Getting Started Gu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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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디스플레이

프런트패널

WaveSource파형발생버튼

그라운드교정

포트

혼합신호인터페이스

채널입력

전원버튼

회전기울기조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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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주로 오실로스코프의 관측과 작동의 역할
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참고하
십시오.

프런트 패널은 여러 가지 오실로스코프의 설정을 조작하는 여러 개
의 버튼과 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프런
트 패널, 디스플레이의 제어부분,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장
비를 작동시킵니다. 

혼합 신호 인터페이스에 디지털 리드셋을 연결하면 최대 16 디지털 라인
에서 혼합 신호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MS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라운드와 캘리브레이션 출력단은 수동 프로브를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
다.

채널 입력은 1-4까지의 신호 입력단과 외부 트리거 디바이스와 연결을 
위한 Ext 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오실로스코프를 켜고 끌 때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원 On/Off”를 참고하세요.

다양한 각도의 관측을 위하여 회전/기울기 조절 다리를 제공합니다.

전면부에 위치한 USB 호스
트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마우스 또는 키
보드 등의 주변기기와 연결
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패널의 모든 노브들은 다양한 동작 모드를 
제공합니다: 노브를 누르면 한가지 역할을 실행하
고, 돌리면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 노브를 
누르면 노브 아래 라벨레 표시된 동작을 수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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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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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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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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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손잡이

파형발생기
아웃풋커넥터



카드슬롯

익스터널트리거
신호인풋커넥터

출력커넥터 트리거 가능, 
트리거 아웃, 또는 패스/패일 출력을 
다른 디바이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웃풋익스터널 모니터 연결

퓨즈홀더

전원플러그

익스터널 
USB 디바이스 연결

포트원격 제어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연결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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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오실로스코프의 외관에는 이동이 가능한 손잡이가 부착돼 있습니다. 손
잡이를 이용해 장비를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들고 이동하기 전에는 항상 전원 플러그를 뽑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전원 On/Off
전원 버튼은 오실로스코프의 동작 상태를 결정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장
비의 전원이 인가되고, 다시 누르면 전원이 해제 됩니다 (대기 모드).

주의. 장비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윈도우 파워 옵션을 시스템 대
기 모드 또는 시스템 절전 모드로 변경하지 마세요.
주의. 신호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의 오실로스코프에 전원을 인가
하거나 캘리브레이션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고 설정을 저장하려면, 항상 전원 버튼 또
는 File > Shutdown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버튼을 잠시 길게 누르면 컴
퓨터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강제 종료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윈도우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은 AC 전원과 오실로스코프 연결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품들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장비의 전원을 완전하게 끄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 버튼 또는 File > Shutdown 메뉴를 사용하여 끈 다
음, AC 파워 코드를 플러그로부터 뽑는 것입니다.
 

주의. 전원을 끌 때 전원코드에 손이 닿기 힘든 곳에 장비를 두
지 마십시오.

장기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의 전원 코드를 뽑아 놓을 것을 
권장합니다.

연결
원하는 케이블 연결을 확인합니다. 그 외 모든 연결은 옵션입니다.
장비를 시작한 후에 메뉴 옵션에서 다음 목록의 연결을 설정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HDO6000 Oscilloscopes Operator’s Manual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USB 주변장치
장비의 앞면 또는 측면에 위치한 USB 포트에 장치를 연결합니다. 
Utilities > Utilities Setup > Hardcopy 에서 프린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외부 컨트롤러
장비 뒷면에 위치한 USBTMC 포트에 USB-A/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Utilities > Preference Setup > Remote 에서 원격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WaveSource 파형 발생기(다른 장비에 연결)
장비 뒤쪽의 WaveSource 커넥터에서 BNC 케이블을 다른 장비에 연결
하세요. 아웃풋 신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Utilities > WaveSource에서 
또는 프론트 패널의 WaveSource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다른 보조 장치
장비 뒷면에 위치한 Aux Out에 BNC 케이블을 연결하여 다른 장치와 연
결합니다. Utilities > Utilities Setup > Aux Output 에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WaveSurfer 3000 Getting Started Guide

WaveSurfer 3000 Getting Started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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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WaveSurfer 3000 accepts DHCP 네트워크 어드레싱. 백 패널의 
Ethernet 포트의 케이블을 네트워크 억세스 디바이스에 연결하세요. 네
트워크를 연결하고 IP address를 취하기 위해서는 Utilities > Utilities 
Setup > Remote로 가서 TCPIP를 선택하세요.
Static IP address를 설정하려면, Remote dialog위에 Net Connection을 
터치하고 address를 입력하세요. 
이메일 세팅을 설정하려면, Utilities > Preference Setup > Email로 가십시오.

외부모니터
WaveSurfer 3000은   1028x600 해상도의 External monitor를 지원합니
다. 장비 뒤쪽의 VGA 비디오 아웃풋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연결은 “Plug-and-play”로 오실로스코프에서 그 어떠한 설정도 추가
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모니터를 리시브 아웃풋에 연결하십시
오.

프린터
WaveSurfer 3000은 PictBridge compliant 프린터를 지원합니다. USB 
포트에 프린터를 연결하십시오. 연결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lug and Play)

Micro SD Card
Micro SD Card는 오실로스크프의 제거 가능한 하드 드라이브의 역할을 
합니다. 저장하거나 셋업 파일, 파형 트레이스 파일, LabNotebook의 노
트북과 그 외 관련된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WaveSurfer 3000 오실로스코프는 포함된 수동 프로브와 텔레다인르크
로이의 모든 ProBus 활성 프로브들과 함께 사용가능합니다. 프로브 사양
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eledynelecroy.com/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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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Digital Leadset
MS 프로브, 디지털 리드셋 

MS프로브를 구매하면, 디지털 리드셋이 최대 16라인의 디지털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인은 두개의 논리 그룹(logical group)으로 나뉘어
지며, 알맞게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드셋은 두개의 디지털 뱅크와 분리된 threshold controls기능이 
있으며, 이는 다른 로직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는 것이 가능케 합니다. 

각각의 flying 리드는 시그널과 접지(ground connection)를 갖고 있습
니다. 다양한 ground extenders와 flying 그라운드 리드는 다양한 프로
빙에 가능합니다. 최상의 신호 무결성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에 사용되
는 각각의 채널에 flying lead의 팁에 그라운드를 연결하십시오. 접지
를 하기위해서는 제공되는 ground extender를 사용하거나 또는 ground 
flying 리드를 사용하십시오. 

오실로스코프에 리드셋을 연결하기위해서는, 클릭 소리가 날때까지 프론
트 패널 아래에 위치한 혼합 신호 인터페이스쪽으로 커넥터를 누르십시오. 

리드셋을 제거하기위해서는, 커넥터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잡은 후 잡아 
당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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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urfer 3000 Getting Started Guide

소프트웨어 활성(Software Activation)
오실로스코프 작동 소프트웨어(펌웨어와 표준 애플리케이션)는 납품 시 
활성화 됩니다. 

옵션 구매를 위해서는, 각 지역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메일
을 통해 오실로스코프에 옵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라이선스 키를 받으
실 것입니다. 키 설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Utilities > Utilities Setup > Options으로 가십시오.
2.Add Key를 터치하세요.
3.새로운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하십시오.
4.오실로스코프를 재부팅 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무료 펌웨어 업데이트는 텔레다인르크로이 홈페이지 teledynelecroy.com/
support/softwaredownload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고객은 새
로운 업데이트가 출시되면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C에서 자사 다운로드 페이지를 열어 Oscilloscope Downloads > 

Firmware Upgraded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2.오실로스코프 시리즈와 모델 넘버를 선택하십시오.

3.등록 로긴 정보를 입력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십시오.

4.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고, USB 저장 장치에 저장을 위해 선택 하십시오.

5.오실로스코프 앞의 포트에 USB 장치를 넣으십시오.

6.Utilities > Utilities Setup으로 가십시오.

7.Utilities 대화상자에서 업데이트 펌웨어를 선택하십시오.

8.USB 디스크 폴더에서 설치 파일을 찾은 후,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십시오.

9.설치가 끝나면, power cycle the instrument.

주의. 설치하는데 몇 분 소요되며, 마지막 업그레이드 이후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설치 동안에는 오실로스코프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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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전체 디스플레이가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더블 터치, 터치 앤 드래그, 또는 선택 상자 끌어오기 등을 위해 손가락을 이용하십시오. 정보를 표시하
는 많은 컨트롤들은 “버튼”으로도 작동 가능합니다. 만약, 마우스를 설치하셨다면, 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아무곳이나 클릭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클릭과 터치를 번갈아 사용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메뉴 바

그리드 구역

트리거 레벨 지표

커서

채널 설명 박스

트리거 위치 지표

타임베이스 및 트리거 설명 박스

대화상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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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down 메뉴의 메뉴바는 설정 대화창과 다른 기능들에 접속을 가
능하게 합니다. 모든 기능은 메뉴바 또는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이 가
능합니다. 

그리드 구역은 파형 트레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리드 선의 밝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수직 축)과 트리거 포지션(수평 축) 지표가 그리드에 나타
납니다. 

커서는 측정 포인트가 어디에 설정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끌어놓기 터
치 앤 드래그 커서는 측정 포인트의 위치를 재빨리 바꿉니다. 
채널(C1-C4), 줌(Z1-Z4), 연산(F1-F2), 메모리(M1-M2), 디지털
(Digital1-Digital2와 MSO 옵션) 설명 박스는 즉시 그리드 밑에 나타나
며 각 오픈 트레이스의 현재 설정을 요약합니다. 해당 설정 정보 상자
를 열려면 정보 상자를 터치하세요.
 
타임베이스와 트리거 설명 상자는 디스플레이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타임베이스와 트리거 세팅은 채널 트레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설
정 대화상자를 열려면 정보 상자를 터치하세요. 

설정 데이터 입력을 위한 대화창은 디스플레이의 밑에 있습니다. 맨 
위의 대화가 선택된 기능의 주요 입력 포인트입니다. 
편의를 위해, 관련된 대화는 메인 대화 뒤에 탭 시리즈로 나타납니다. 
대화상자를 터치하여 탭을 여십시오.

메인 채널, 연산, 메모리 대화상자의 툴바는 바로가기를 제공해 
underlying dialog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동작은 항상 활성화 
(하이라이트) 트레이스에만 적용 됩니다.  

측정 파라미터를 트레이스에 적용하십시오.

트레이스의 줌을 표시합니다.

트레이스에 연산 기능을 적용하십시오.

시리얼 데이터 디코더 대화상자를 여십시오. 
(옵션이 설치 된 경우)

내장 메모리에 트레이스를 복사하십시오. 
(예, C2에서 M2로)

그리드에 맞게 트레이스를 측정하십시오.

트레이스에 지정 레이블을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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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변경
그리드 모드
터치스크린 그리드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메뉴바에서 Display > 
Display Setup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대화상자에서 선택하십시오. 
자동적으로, 오실로스코프는 자동 그리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 그리드는 더이상 필요하지않을때 그리드를 열거나 제거함으로써 
각 새로운 트레이스 타입에 (채널/메모리/연산/줌) 그리드를 추가합니
다. 

언어 선택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언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Utilities>Preference 
Setup > Preferences로 가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언어 선택을 하신 
후, 오실로스코프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하십시오.

Working With traces
트레이스를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론트 패널에 C1-C4, 연
산, 줌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드에 파형이 나타나고, 새로운 
descriptor box가 그리드 부분의 아래에 나타나 셋업 대화상자가 열립
니다. 이것이 “활성화”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를 끄기 위해서는, 프론트 패널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트레이스는 채널, 연산, 줌, 메모리 셋업 대화상자의 Trace On 체크박
스를 사용해 켜기/끄기가 가능합니다.

Trace Context Menu

활성 vs 비활성화 트레이스

화면에 보이는 파형을 터치하면 연산, 측정, 레이블 
변경 등 해당 파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
납니다.

노란색 descriptor 상자는 활성화 트레이스를 나타내며, 다른것을 선택할때
까지 모든 디스플레이와 프론트 패널 액션은 해당 트레이스에 적용될 것입
니다. 비록 몇 개의 트레이스가 디스플레이에서 열리고 나타날지라도, 한번
에 한 개만 활성화됩니다.

또한, 프론트 패널 버튼은 활성화 트레이스를 나타내기 위해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Active. 컨트롤이 해당 
트레이스에 작동할 것입니다.

Inactive. 컨트롤이 해당 트레
이스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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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Intensity
더많은 데이터가 제공되고 화면에 표시된다면, Trace Intensity가 자주 
발생하는 샘플을 밝게 표시하여 의미 있는 이벤트들을 더 잘 볼 수 있
게 해줄 것입니다. 

With Intensity 100% With Intensity 40%

프론트 패널에 Intensity button을 누르고, 
Adjust knob을 돌려 Trace Intesity를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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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 선택
터치 & 타입

한번 터치하면 컨트
롤을 활성화 합니다. 
경우데 따라, 선택 
항목이 있는 팝업 메
뉴가 나타납니다.

  다른경우, 디스플레
이에 데이터 입력 필

드가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데이터 
입력 영역이 위와 같이 하이라이트
되어 표시돼있으면, 현재 활성화 되
어있음을 의미하며 프런트패널의 
‘Adjust’ 노브를 사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활
성 필드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터치를 한번 더 하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나 가상 키패드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필드를 두 번 터치하면, 
팝업 키패드가 나타나며, 소프트키를 
터치해서 값을 입력합니다. OK를 터
치하면 계산된 값이 필드에 입력됩
니다.

일부 팝업 메뉴에서, 옵션들이 목록 또는 아이콘으로 표시
됩니다. 각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터치 & 드래그
파형, 커서, 트리거 표시를 터치-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직접 값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합
니다. 트레이스의 원하는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고 드래그하여 그리드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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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 패널
프런트 패널의 버튼 기능들은 대부분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역할과 중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본 작동법 섹션과 WaveSurfer3000 
오실로스코프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아래는 프런트 패널이 제공하는 
몇몇 유용한 제어 기능들 입니다.

바로가기 버튼은 프런트패널 상단에 위치하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버튼은 전체 스크린을 캡쳐하여 프린터로 보내고, 파일로 저장하거
나 LabNotebook에서 notebook Entry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버튼은 터치스크린 기능을 활성화 하거나 해제 합니다.

Adjust 노브를 돌리면 하이라이트 데이터의 값이 변합니다. 

기타 바로가기 버튼들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프런트 패널에서 모든 노브들은 돌리거나 버튼처럼 누를 수 있습니다. 노브 
위에 라벨은 노프의 “돌리는” 역할을 지칭하고, 하단 라벨은 “누르는” 
역할을 지칭합니다.

프런트 패널의 버튼들은 해당 기능이 활성화 되었을 때 점등하여 불이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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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S
수직축
Y 축에 관련되는 채널 트레이스를 조절하는 기능들 입니다.

프런트 패널에서

채널 Descriptor Box

디스플레이의 아날로그 트레이스에서

누르면 아날로그 트레이스가 활성화 
됩니다.

돌려서 옵셋(아날로그) 또는 수직축 
포지션 (디지털)을 조절합니다. 누르
면 0 값이 됩니다.

돌려서 수직축 스케일 (아날로그) 또
는 디지털 파형의 크기 (디지털)을 조
절합니다. 누르면 더 정확하게 조절합
니다.

누르면 디지털 드레이스를 활성화 합
니다. (MSO 옵션만 해당)

descriptor를 터치하여 트레이스를 활
성화하고, 채널 설정창을 엽니다.

활성화 하고 값을 변경하려면 터치하십시오.

Up/Down 버튼을 통해 수직축 스케일이나 오프셋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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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의 디지털 드레이스에서

디지털 Descriptor Box

디지털 descriptor를 터치하여 트레이
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설정창을 엽
니다.

탭에서 디지털 그룹 (1-2)을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형식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디지털 라인, 버스 트레이스, 
또는 둘 다 선택 가능합니다.

화살표를 터치하여 뱅크 0-7 과 8-15 중 선택합니다.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그룹의 라인을 선택합니다.

디비전의 수직축 포지션 (중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비트의 최고
값)과 그룹 높이 (그룹이 차지하는 수직축 공간)을 입력합니다.

Logic Setup 창을 터치하여 엽니다.

표준 Logic Family를 선
택하거나 사용자가 정의
한 임계값과 히스테리시
스 값을 직접 입력합니
다. 각 뱅크에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라인 트레이스가 각 라인에 대한 높은 지점, 낮은 지점, 변화 지점을 보여줍니다.

Hex 값으로 버스 트레이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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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타임베이스)
이 부분은 X 축에 따른 트레이스를 조절합니다.

프런트 패널에서
트리거 딜레이를 높이거나 낯출 수 
있습니다. 누르면 제로 딜레이값으로 
되돌아 갑니다.

수평축 스케일 (디비전 당 시간)을 높
이거나 낮춥니다. 누르면 연산, 메모
리, 확대 트레이스에서 더 정밀하게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타임베이스 descriptor를 터치하여 
타임베이스 설정창을 엽니다.

터치하여 샘플링 모드를 선택합니다.

Up/Down 버튼을 사용해서 Time/Division 값을 변경합니다.

딜레이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사용해서 Zero 값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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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트리거는 오실로스코프가 언제 파형을 포착하는지를 결정 합니다. 지
원되는 트리거 종류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WaveSurfer3000 오실
로스코프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프런트 패널에서

트리거 설정 창을 엽니다.

트리거 레벨을 올리거나 낮추기 위해 돌립니다. 버튼을 누르면 
레벨을 맞춥니다.

트리거가 준비되면 READY 램프가 켜집니다, 트리거가 일어나는 
순간에 TRIG’D 램프가 켜집니다. 

어큐지션을 진행하기 위해 조절버튼을 누릅니다:
Auto- 트리거 조건이 맞지않을 때에는 정해진 시간 이후에 트리거 합니다.
Nomal- 트리거 조건이 일치할 때마다 번복적으로 트리거 합니다.
Single-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였을 때 한번 트리거 합니다.
Stop- 어큐지션을 멈춥니다. 

트리거 descriptor를 터치하여 
트리거 설정창을 엽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터치하여 트리거 타입을 선택합니다.

트리거 소스 채널을 선택합니다.

트리거 레벨(V)을 설정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입력 신호를 바탕으로 자
동으로 레벨을 찾도록 합니다.

트리거 커플링을 선택하고 다른 조건을 입력하십시오.

트리거 표시

레벨 위치

트리거 위치가 화면 밖으로 설정된 
경우, 프리/포스트-트리거 표시는 
그리드의 코너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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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커서는 트레이스에서 측정 지점을 설정합니다. 미리 설정된 5개의 커서 
타입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WaveSurfer3000 오실로스코프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버튼을 눌러서 커서 타입을 선택합니다. 
누를 때마다 커서타입이 바뀝니다.

커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누르면 다른 커
서 라인을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패널에서

디스플레이에서   

Cursor > Cursor Setup을 선택하여 커서 설정창을 엽니다.

사용하려는 커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커서 라인을 터치-드래그하여 커서 위치를 변경합니다.

수평축 커서 정보가 타임베이스 하단에 표시됩니다.

Cursor > Cursor Setup을 선택하여 커서 설정창을 엽니다.

수직축 커서 정보가 정보 상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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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Zoom)
확대 트레이스는 채널 트레이스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Zoom 버튼을 누릅니다.

프런트 패널에서

각 채널 트레이스에 대한 확대 트레이스가 열립니다. 원 트레이스의 
확대되지 않은 부분은 회색으로 어둡게 나타나고, 확대된 부분은 밝
게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수평측 노브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채널 트레이스에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또 다른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면 새로
운 확대 트레이스가 생성됩니다.

채널 정보상자를 터치하여 트레이스를 활성화 합니다.

Zoom 버튼을 터치합니다.

Zoom 정보 상자를 터치하여 메뉴상자를 열고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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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통계
측정은 진폭 또는 주파수와 같은 수치로 표현되는 파형 파라미터 값입니다. 최대 6개의 측정을 동시에 하나 또는 그이상의 채널에서 측정 가능하고 테
이블 형식으로 정보를 판독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히스토그램의 축소 형태인 histicon으로 관측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게이트는 특정 부분에 대한 트
레이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Measure > Measure Setup을 선택하여 측정 창을 
여십시오.

만약 창이 닫혔다면, 측정 셀을 터치하여 측정 창을 
다시 여십시오.

측정 판독 정보 테이블

측정 테이블을 선택하십시오; 숨기기

터치하여 파라미터를 선택하십시오.

터치하여 소스 트레이스를 선택하십시오.

터치하여 측정 게이트를 설정하십시오.

디스플레이 histicons을 선택하십시오.

테이블에 추가할 통계를 선택하십시오.



31

BASICS
연산
연산 트레이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널에 연산 기능 (e.g.,FFT)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산과 측정 파라미터와 구별되는 점은, 측정 
결과가 숫자임에 반해 연산 결과는 항상 다른 파형으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Math > Math Setup 또는 프런트 패널의 
Math 버튼을 눌러 연산 설정창을 엽니다.

기존 기능(F1-F2)을 선택하십시오. 연산 
트레이스는 별도의 그리드에서 열립니다.

F<#> 탭을 터치하여 설정하거나 기능을 바
꾸십시오. (트레이스를 닫기위해 Trace On
을 해제하십시오.)

소스 채널과 연산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연산 정보 상자가 연산 값(math scaling)
을 보여줍니다. 만약 닫혔으면, F<#>탭을 
터치하여 다시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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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레퍼런스 파형)
메모리는 참고용으로 저장한 트레이스 입니다. 다른 트레이스와 비교 분석
을 위해 저장한 파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추가 분석을 위해 확
대 또는 재측정 가능합니다. 최대 2개의 내부 메모리 (M1-M2)를 저장 가능
합니다. 4개를 초과하면 이후 저장하는 메모리는 이전 데이터에 덮어쓰기 됩
니다.

내부 메모리는 오실로스코프가 재부팅 될 때까지만 보존 됩니다. 메모리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려면, File>Save Waveform 을 선택하여 외부 파일로 저장
하면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려면 File > Recall Waveform을 선택하면 되
고, 4개 중 1개의 내부 메모리로 불러냅니다. Trc 확장자로 저장된 파형만 메
모리 트레이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런트 패널의 Mem(ory)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설정창이 열립니다.

저장된 메모리를 활성화하려면 M1-M2에서 On을 체크합니다.

새로운 메모리를 저장하려면, M1-M2 버튼 또는 탭을 터치합니다.

Copy From Waveform에서 소스 트레이스를 선택합니다.

메모리 컨텐츠 설명 노트를 추가합니다.

터치하여 내부 메모리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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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ource
WaveSource 파형 발생기 옵션은 WaveSurfer3000에서 사인, 구형파, 
펄스, DC, 노이즈와 Arbitrary 파형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BNC 케이블을 오실로스코프 뒤편 WaveSource output에서 입력 디바
이스에 연결하십시오.

프런트 패널에서

디스플레이에서   

Press the WaveSource button.

Choose Utilities > WaveSource.

파형 타입을 선택하십시오.

설정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주파수 또는 기간, 진폭 또는 레벨)

파라미터를 조절하기 위해, 프런트 패널의 Adjust 노브를 돌리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하십시오.

Arbitrary 파형을 설정하기 위해, ARB 파형 타입을 선택하고 Arbitrary 대화창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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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프린트/스크린 캡쳐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이미지가 캡쳐되며, Hardcopy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Utilities > Utilities Setup> Hardcopy로 가서 캡쳐
를 저장합니다. Print가 새로운 Notebook 엔트리를 생성하게 하려면, 
File>Labnotebook>Preferences로 가서 Create Entry when Hardcopy 
Pressed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공유
오실로스코프는 TCP/IP를 통해 LAN에 추가되거나 USBTMC를 통해 
PC로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은 장비에서 바로 이메일
로 보내지거나 장비의 USB 포트가 지원하는 USB 드라이브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LabNotebook 
통합된 LabNotebook 툴은 오실로스코프의 파형 이미지와 사용자가 추
가한 주석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만드는 툴입니다. 작업에 따라 개별 
Notebook
엔트리를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합니다.
File > LabNotebook을 선택하면, LabNotebook 설정창이 열리고 노트
북 엔트리가 표시됩니다.

내보내고자 하는 엔트리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과 내보내는 위치
를 선택합니다. LabNotebook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하면 오실로스코
프를 노트북 엔트리가 저장될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LabNotebook 사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aveSurfer3000 오실
로스코프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온도 변화에 따른 캘리브레이션
WaveSurfer3000은 제조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 되어 출고됩니다. 이 캘
리브레이션은 23° C (± 2° C)에서 진행되고, 처음 캘리브레이션 온도
의 ± 5° C 오차내에서 유효합니다. 이 온도 범위 내에서 HDO6000은 
모든 규격을 만족합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이 온도 범위 밖에서 사용할 때
에는, 온도에 따른캘리브레이션을 권장합니다. 2 가지 캘리브레이션 옵션
이 있습니다: All 또는 Calibrate Current Setting 입니다.

Calibrate All - 수직축 및 수평축 설정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현재 온

도에서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현재 온도의 ± 5° C 
범위 내에서 유효 하며, 이 작업에는 약 50 분이 소요 됩니다.

Calibrate Current Setting - 오실로스코프가 현재의 수직축 및 수

평축 설정에서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현재 온도의 ± 
5° C 범위내에서 설정에 대해 유효 합니다. 이 작업에는 30초 미만이 소
요 됩니다.
HDO6000은 처음 캘리브레이션 온도의 ± 5°C 오차 범위 밖일 경우, 또
는 마지막 캘리브레이션 이후 1달 이상 소요된 경우에 캘리브레이션은 권
장합니다.
또한 HDO6000은 사용전 최소 20여분 동안 예열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
열하는 동안 오실로스코프는 HDO6000이 캘리브레이션 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점검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오실로스코프의 모든 입력 연
결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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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옵션
WaveSurfer3000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소프트웨어 옵션들이 제공됩니
다. 라이센트 키를 활성화 한 후, (p.14 참고), 다음 기능들이 오실로스
코프 메뉴 바에 추가될 것입니다.

멀티 장비 옵션
혼합 시그널 옵션 (WS3K-MSO)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인풋과 트리거
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리드셋은 추가 구매 옵션입니다. (p.13, 
p.25 참고)

WaveSource 파형 발생기 옵션 (WS3K-FG)는 사인, 구형파, 램프, 펄
스, DC, 노이즈와 Arbitrary 파형을 발생시킵니다. P.33 참고.

디지털 전압계 옵션 (WS#K-DVM)은 오실로스코프 채널에 연결된 프
로브를 통해 4자리 디지털 전압계와 5자리 주파수 카운터를 활성화
시킵니다.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항상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사용
자 전용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트리거링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측정값 업데이트를 지속합니다. 
WS3K-DVM 라이선스 키는 teledynelecroy.com/redeem/dvm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트리거 디코드 옵션
시리얼 트리거 디코드 옵션은 시리얼 데이터 표준을 디버깅할 때 추가적
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아래 표 참고) 가장 최신 업데이트 리스트는 
teledynelecroy.com/serialdat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리얼 트리거 디코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런트 패널의 Decode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바에서Analysis > Serial Decode를 선택하십시오. 

시리얼 트리거 디코더 설정은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용
법은 자사 홈페이지의 Trigger and Decode Instruction Manual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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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Trigger and Decode Options 
Serial trigger and decode options provide added insight when  
debugging serial data standards (see table below). For the most up-to-
date list, go to: teledynelecroy.com/serialdata.

To access serial trigger and decode functions, press the front panel 
Decode button or choose Analysis > Serial Decode from the menu bar.

Serial trigger and decoder setup differs depending on the protocol. For 
detailed instructions, see the Trigger and Decode Instruction Manual 
linked to each serial data standard on our website.

Software Options
Software options are available to enhance the operation of a WaveSurfer 
3000 oscilloscope. After activating your license key (see p.14), these 
functions are added to the oscilloscope’s menu bar.

Multi-Instrument Options
The Mixed Signal option (WS3K-MSO) enables mixed analog and digital 
input and triggering. The digital leadset is delivered with the purchase of 
this option. See p.13 and p.25.

The WaveSource Waveform Generator option (WS3K-FG) provides 
stimulus output of Sine, Square, Ramp, Pulse, DC, Noise, and Arbitrary 
waveforms. See p.33.

The Digital Voltmeter option (WS3K-DVM) activates an integrated 4-digit 
digital voltmeter and 5-digit frequency counter that operates through the 
same probes already attached to the oscilloscope channels. View real-
time and statistical (Min, Max, Avg, Range) measurements through a 
dedicated user interface display that continues even when your triggering 
system is stopped. The WS3K-DVM license key can be downloaded from 
teledynelecroy.com/redeem/dvm at no charge.

Part Number Description

WS3K-AUTO TD CAN Std. and LIN Trigger and Decoder

WS3K-EMB TD I2C, SPI, UART/RS-232 Trigger and Decoder

WS3K-CAN FDbus TD CAN Std. and CAN FD Trigger and Decoder

WS3K-FlexRaybus TD FlexRay Trigger and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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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40
서비스
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또는 기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텔레다인르크로이 
서비스 센터 T.02-508-7893으로 문의 하십시오.

장비 회수
제품을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센터는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RMA) 코드를 제공하고 제품의 회송처를 
안내합니다. 공장으로 회수되는 모든 제품은 RMA를 따릅니다.

제품의 회수비용은 미리 지불되어야 합니다. 텔레다인르크로이는 COD 
또는 Collect 수송을 금지하며, 항공 운송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반송하는 
아이템의 교체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제품 회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장치로부터 모든 액세서리를 제거합니다. 매뉴얼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2.  제품 배송을 받을 시의 포장재와 함께 제품을 케이스에 포장합니다.

3.  케이스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 RMA 

•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제품 모델과 시리얼 번호 

• 장애 및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4.  운송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와 함께 제품을 종이상자에 

포장합니다. 

5.  상자 외관에 텔레다인르크로이의 주소를 표시합니다; 다음을 반드시 

추가하십시오:

• ATTN: <텔레다인르크로이가 부여한 RMA 코드>

• FRAGILE 

6. 제품이 다른 나라로 회수되는 경우:

•  선적시 Return of US manufactured goods for warranty repair/

recalibration 이라고 표시합니다. 

•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해 가격 목록을 작성하고 

비용을 기재하십시오.

•  회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서비스 비용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매
보증기간 연장, 캘리브레이션, 업그레이드 항목은 구매 가능합니다. 
텔레다인르크로이 코리아 T.02-508-7893 또는 customersupport@
teledynelecroy.com로 연락하여 서비스 항목을 구매하십시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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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다인르크로이 서비스 센터

대한민국

텔레다인르크로이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동원빌딩 10층
Ph: 02-3452-0400
Fax: 02-3452-0490
teledynelecroy.co.kr

서비스:
Ph:02-508-7893

United States and Canada 
World Wide Corporate Office

Teledyne LeCroy
700 Chestnut Ridge Road
Chestnut Ridge, NY, 10977-6499
Ph: 800-553-2769 / 845-425-2000
Fax: 845-578-5985
teledynelecroy.com 
 
Support:  
contact.corp@teledynelecroy.com 

Sales:  
customersupport@teledynelecroy.
com

US Protocol Solutions Group

Teledyne LeCroy
3385 Scott Boulevard
Santa Clara, CA, 95054
teledynelecroy.com 

Sales and Service: 
Ph: 800-909-7211 / 408-727-6600 
Fax: 408-727-0800
contact.corp@teledynelecroy.com  

Support: 
Ph: 800-909-7112/408-653-1260 
psgsupport@teledynelecroy.com

Europe

Teledyne LeCroy SA
4, Rue Moïse Marcinhes
Case postale 341
1217 Meyrin 1
Geneva, Switzerland
Ph: +41 22 719 2228 / 2323 / 2277 
Fax: +41 22 719 2233
contact.sales@teledynelecroy.com
applications.indirect@teledynelec-
roy.com
teledynelecroy.com/europe  

Protocol Analyzers: 
Ph: +44 12 765 0397 1

Singapore
Oscilloscopes:
Teledyne LeCroy Singapore Pte Ltd.
Blk 750C Chai Chee Road #02-08
Singapore 469003
Ph: ++ 65 64424880
Fax: ++ 65 64427811 
Protocol Analyzers:
Genetron Singapore Pte Ltd.
37 Kallang Pudding Road, #08-08
Tong Lee Building Block B
Singapore 349315
Ph: ++ 65 9760-4682  

Taiwan

LeColn Technology Co Ltd. 
Far East Century Park, C3, 9F
No. 2, Chien-8th Road
Chung-Ho Dist., New Taipei City, 
Taiwan
Ph: ++ 886 2 8226 1366
Fax: ++ 886 2 8226 1368
sales_twn@teledynelecroy.com 

China

Teledyne LeCroy Beijing 
Rm. 2001 Unit A, Horizon Plaza
No. 6 Zhichun Rd., Haidian Dist.
Beijing 100088, China
Ph: ++86 10 8280 0318 / 0319 / 0320
Fax: ++86 10 8280 0316 
 
Service:  
Rm. 2002
Ph: ++86 10 8280 0245

Japan

Teledyne LeCroy Japan
Hobunsya Funchu Bldg, 3F
3-11-5, Midori-cho, Fuchu-Shi
Tokyo, 183-0006 Japan
Ph: ++ 81 4 2402 9400
Fax: ++ 81 4 2402 9586
teledynelecroy.com/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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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해 가격 목록을 작성하고 

비용을 기재하십시오.

•  회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서비스 비용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매
보증기간 연장, 캘리브레이션, 업그레이드 항목은 구매 가능합니다. 
텔레다인르크로이 코리아 T.02-508-7893 또는 customersupport@
teledynelecroy.com로 연락하여 서비스 항목을 구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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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 LOW VOLTAGE 
저전압오실로스코프는 제품 안전을 위해 EC 지침 2006/95/EC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실려 있는 다음 사양과 같습니다:  

EN 61010-1:201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EN 61010-2:030:201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2-03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esting and measuring circuits

The design of the instrument has been verified to conform to the 
following limits put forth by these standards: 
• Installation (Overvoltage) Categories: 
  CAT II (Mains Supply Connector) local distribution level, equipment 

connected to the mains supply (AC power source).

  CAT I (Measuring Terminals) signal level, equipment measuring 
terminals connected to source circuits where measures are taken to 
limit transient voltages to an appropriately low level.

•  Pollution Degree 2: operating environment where normally only dry, 
non-conductive pollution occurs. Conductivity caused by temporary 
condensation should be expected.

•  Protection Class I: grounded equipment, in which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is achieved by Basic Insulation and a connection to the 
protective ground conductor in the building wiring.

U.S. NATIONALLY RECOGNIZED AGENCY CERTIFICATION 
The oscilloscope has been certified by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to 
conform to the following safety standard and bears UL Listing Mark: 

UL 61010-1 Third Edition – Safety standard for electrical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CANADIAN CERTIFICATION 
The oscilloscope has been certified by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to 
conform to the following safety standard and bears cUL Listing Mark:

CAN/CSA-C22.2 No. 61010-1-12.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사용 규정

END-OF-LIFE HANDLING 

이 전자제품은 유럽 연합의 WEEE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불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배터리에 
대한 지침 2002/96/EC and 2006/66/EC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표시합니다. 

이 전자제품의 폐기와 재활용은 국가와 지역의 규정에 
따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 장비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 용기에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 제품에 
대한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teledynelecroy.com/recycle 을 
방문하십시오.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이 전자제품과 액세서리들은 2011/65/EU RoHS2 지침을 준수하며 이 
지침은 Industrial Monitoring 와 Control Equipment (per Article 3, 
Paragraph 2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17년 7월 22일까지 
RoHS 규정 (per Article 4, Paragraph 3)으로부터 면제됩니다.  
 
ISO 인증

ISO 9000의 등록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에 대한 
내용은 teledynelecroy.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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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이 섹션은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안전 및 환경 지침을 포함합니다.

EMC 규정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 EMC 
오실로스코프는 전자파 적합성을 위한 EC 지침 2004/108/EC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N 61326-1:2006, EN 61326-2-1:2006 EMC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1

Electromagnetic Emissions: 
CISPR 11:2003, Radiated and Conducted Emissions Group 1, Class A 2 3

EN 61000-3-2:2006 Harmonic Current Emissions, Class A

EN 61000-3-3/A2:2005 Voltage Fluctuations and Flickers, Pst = 1 

Electromagnetic Immunity: 
EN 61000-4-2:2001 Electrostatic Discharge, 4 kV contact, 8 kV air, 4 kV 
vertical/horizontal coupling planes 4

EN 61000-4-3:2006  RF Radiated Electromagnetic Field, 3 V/m, 80-1000 
MHz; 3 V/m, 1400 MHz - 2 GHz; 1 V/m, 2 GHz - 2.7 GHz 4

EN 61000-4-4:2004 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1 kV on power supply 
lines, 0.5 kV on I/O signal data and control lines 4

EN 61000-4-5:2006 Power line Surge, 1 kV AC Mains, L-N, L-PE, N-PE 4

EN 61000-4-6:2007 RF Conducted Electromagnetic Field, 3 Vrms, 0.15 
MHz - 80 MHz 4

EN 61000-4-11:2004 Mains Dips and Interruptions, 0%/1 cycle, 70%/25 
cycles, 0%/250 cycles 4 5

1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EMC standards, high quality shielded interface cables 
should be used.   

2  Emissions which exceed the levels required by this standard may occur when the oscilloscope is 
connected to a test object.

3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use in nonresidential areas only. Use in residential areas may caus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4  Meets Performance Criteria “B” limits of the respective standard: during the disturbance, product 
undergoes a temporary degradation or loss of function or performance which is self-recoverable.

5  Performance Criteria “C” applied for 70%/25 cycle voltage dips and for 0%/250 cycle voltage 
interruption test levels per EN61000-4-11.

European Contact: 
Teledyne LeCroy Europe GmbH 
Waldhofer Str 104   
D-69123 Heidelberg 
Germany 
Tel: (49) 6221 82700

AUSTALIA & NEW ZEAL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 EMC 
Oscilloscope complies with the EMC provision of the Radio Communications 
Act per the following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ACMA):

CISPR 11:2003  Radiated and Conducted Emissions, Group 1, Class A, in 
accordance with EN61326-1:2006 and EN61326-2-1:2006.

Australia / New Zealand Contacts:

Vicom Australia Ltd. Vicom New Zealand Ltd.
1064 Centre Road      60 Grafton Road
Oakleigh, South Victoria 3167 Auckland
Australia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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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 LOW VOLTAGE 
저전압오실로스코프는 제품 안전을 위해 EC 지침 2006/95/EC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실려 있는 다음 사양과 같습니다:  

EN 61010-1:201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EN 61010-2:030:201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2-03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esting and measuring circuits

The design of the instrument has been verified to conform to the 
following limits put forth by these standards: 
• Installation (Overvoltage) Categories: 
  CAT II (Mains Supply Connector) local distribution level, equipment 

connected to the mains supply (AC power source).

  CAT I (Measuring Terminals) signal level, equipment measuring 
terminals connected to source circuits where measures are taken to 
limit transient voltages to an appropriately low level.

•  Pollution Degree 2: operating environment where normally only dry, 
non-conductive pollution occurs. Conductivity caused by temporary 
condensation should be expected.

•  Protection Class I: grounded equipment, in which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is achieved by Basic Insulation and a connection to the 
protective ground conductor in the building wiring.

U.S. NATIONALLY RECOGNIZED AGENCY CERTIFICATION 
The oscilloscope has been certified by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to 
conform to the following safety standard and bears UL Listing Mark: 

UL 61010-1 Third Edition – Safety standard for electrical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CANADIAN CERTIFICATION 
The oscilloscope has been certified by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to 
conform to the following safety standard and bears cUL Listing Mark:

CAN/CSA-C22.2 No. 61010-1-12.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사용 규정

END-OF-LIFE HANDLING 

이 전자제품은 유럽 연합의 WEEE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불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배터리에 
대한 지침 2002/96/EC and 2006/66/EC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표시합니다. 

이 전자제품의 폐기와 재활용은 국가와 지역의 규정에 
따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 장비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 용기에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 제품에 
대한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teledynelecroy.com/recycle 을 
방문하십시오.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이 전자제품과 액세서리들은 2011/65/EU RoHS2 지침을 준수하며 이 
지침은 Industrial Monitoring 와 Control Equipment (per Article 3, 
Paragraph 2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17년 7월 22일까지 
RoHS 규정 (per Article 4, Paragraph 3)으로부터 면제됩니다.  
 
ISO 인증

ISO 9000의 등록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에 대한 
내용은 teledynelecroy.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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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이 섹션은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안전 및 환경 지침을 포함합니다.

EMC 규정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 EMC 
오실로스코프는 전자파 적합성을 위한 EC 지침 2004/108/EC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N 61326-1:2006, EN 61326-2-1:2006 EMC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1

Electromagnetic Emissions: 
CISPR 11:2003, Radiated and Conducted Emissions Group 1, Class A 2 3

EN 61000-3-2:2006 Harmonic Current Emissions, Class A

EN 61000-3-3/A2:2005 Voltage Fluctuations and Flickers, Pst = 1 

Electromagnetic Immunity: 
EN 61000-4-2:2001 Electrostatic Discharge, 4 kV contact, 8 kV air, 4 kV 
vertical/horizontal coupling planes 4

EN 61000-4-3:2006  RF Radiated Electromagnetic Field, 3 V/m, 80-1000 
MHz; 3 V/m, 1400 MHz - 2 GHz; 1 V/m, 2 GHz - 2.7 GHz 4

EN 61000-4-4:2004 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1 kV on power supply 
lines, 0.5 kV on I/O signal data and control lines 4

EN 61000-4-5:2006 Power line Surge, 1 kV AC Mains, L-N, L-PE, N-PE 4

EN 61000-4-6:2007 RF Conducted Electromagnetic Field, 3 Vrms, 0.15 
MHz - 80 MHz 4

EN 61000-4-11:2004 Mains Dips and Interruptions, 0%/1 cycle, 70%/25 
cycles, 0%/250 cycles 4 5

1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EMC standards, high quality shielded interface cables 
should be used.   

2  Emissions which exceed the levels required by this standard may occur when the oscilloscope is 
connected to a test object.

3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use in nonresidential areas only. Use in residential areas may caus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4  Meets Performance Criteria “B” limits of the respective standard: during the disturbance, product 
undergoes a temporary degradation or loss of function or performance which is self-recoverable.

5  Performance Criteria “C” applied for 70%/25 cycle voltage dips and for 0%/250 cycle voltage 
interruption test levels per EN61000-4-11.

European Contact: 
Teledyne LeCroy Europe GmbH 
Waldhofer Str 104   
D-69123 Heidelberg 
Germany 
Tel: (49) 6221 82700

AUSTALIA & NEW ZEAL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 EMC 
Oscilloscope complies with the EMC provision of the Radio Communications 
Act per the following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ACMA):

CISPR 11:2003  Radiated and Conducted Emissions, Group 1, Class A, in 
accordance with EN61326-1:2006 and EN61326-2-1:2006.

Australia / New Zealand Contacts:

Vicom Australia Ltd. Vicom New Zealand Ltd.
1064 Centre Road      60 Grafton Road
Oakleigh, South Victoria 3167 Auckland
Australia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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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THE WARRANTY BELOW REPLACES ALL OTHER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FITNESS, OR 
ADEQUACY FOR ANY PARTICULAR PURPOSE OR USE. TELEDYNE 
LECRO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WHETHER IN CONTRACT 
OR OTHERWISE. THE CUSTOMER IS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HARGES FOR THE RETURN 
OF PRODUCTS TO THE SERVICE FACILITY. TELEDYNE LECROY WILL 
RETURN ALL PRODUCTS UNDER WARRANTY WITH TRANSPORT 
PREPAID.

The oscilloscope is warranted for normal use and operation, within 
specifications,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shipment. Teledyne 
LeCroy will either repair or, at our option, replace any product returned 
to one of our authorized service centers within this period. However, 
in order to do this we must first examine the product and find that it 
is defective due to workmanship or materials and not due to misuse, 
neglect, accident, or abnormal conditions or operation. 

Teledyne LeCroy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efect, damage, 
or failure caused by any of the following: a) attempted repairs or 
installations by personnel other than Teledyne LeCroy representatives 
or b) improper connection to incompatible equipment, or c) for any 
damage or malfunction caused by the use of non-Teledyne LeCroy 
supplies. Furthermore, Teledyne LeCroy shall not be obligated to service 

a product that has been modified or integrated where the modification 
or integration increases the task duration or difficulty of servicing the 
oscilloscope. Spare and replacement parts, and repairs, all have a  
90-day warranty.

The oscilloscope’s firmware has been thoroughly tested and is 
presumed to be functional. Nevertheless, it is supplied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covering detailed performance. Products not made by 
Teledyne LeCroy are covered solely by the warranty of th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Windows License Agreement
WaveSurfer3000

WaveSurfer3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소프트웨어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실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텔레다인르크로이의 계약에 따라  

오실로스코프에서 파형의 측정, 분석, 또는 문서화 용도 외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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