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COSCOPE 4225A 및 4425A 진단오실로스코프의 기술 사양

PicoScope 4225A PicoScope 4425A
채널 2 4

수직 분해능 12비트(향상된 분해능 모드에서 16비트)
DC 정확도 ± 전체 크기의 1%(50mV 범위에서 2%

감도 10mV/div ~ 40V/div
입력 범위(전체 크기) 12개 범위에서 ±50mV ~ ±200V 

입력 임피던스 24pF 병렬 1MΩ
입력 유형 부동 단일 종단 PicoBNC+ 커넥터

입력 커플링 소프트웨어 선택 가능 AC/DC
입력 과전압 보호 ±250V(DC + AC 피크)

버퍼 메모리 250M 샘플 활성 채널 간 공유
파형 버퍼 최대 10,000개 파형

시간축 범위 5ns/div ~ 5000s/div
대역폭 20MHz(±50mV 범위에서 10MHz)

최대 샘플링 속도(단일 쇼트)
1개 채널 사용 중
2개 채널 사용 중

3개 또는 4개 채널 사용 중

400MS/s
200MS/s
100MS/s

트리거
소스 모든 입력 채널

기본 트리거 자동, 반복, 단일, 없음

고급 트리거 상승 에지, 하강 에지,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에지, 
펄스 폭, 런트 펄스, 드롭아웃, 창, 논리

최대 사전 트리거 지연 최대 100% 캡처 길이
최대 사후 트리거 지연 최대 40억 개 샘플

스펙트럼 분석기
주파수 범위 DC ~ 20MHz

표시 모드 등급, 피크 홀드, 평균

환경
작동 온도 범위 0°C ~ 40°C(인용 정밀도 15°C ~ 30°C)
작동 습도 범위 5% ~ 80% RH 비응결
보관 온도 범위 -20 ~ +60°C
보관 습도 범위 5% ~ 95% RH 비응결

물리적 특성
치수 190 x 160 x 40mm(약 7.5 x 6.3 x 1.6인치)
무게 <900g(약 2lb)

일반
제공되는 추가 액세서리 USB 케이블 및 안전 지침

PC 인터페이스 USB 3.0(USB 2.0 호환)
전원 요구 사항 USB 포트에서 전원 공급

규정 준수 FCC(EMC), CE(EMC 및 LVD), RoHS 준수
보증 2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 사양에서 설명합니다.

수직 분해능

파형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의 점 개수.  "12비트"는 
4,096개의 점을 의미하며, 화면에서 한 번에 보이는 
것보다 세밀합니다.  PicoScope는 화면 확대 시 
표현을 위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저장합니다.

버퍼 메모리

파형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점 개수.  메모리가 
부족하면 파형이 신호의 모든 세부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PicoScope는 충분한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천 배 확대해도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보고 간헐적인 결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파형 버퍼

가장 최근의 파형을 수집하는 메모리. 화면에서 
파형이 사라지면 파형 버퍼를 통해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

따라서 스코프는 정확한 시점에 파형을 캡처하고 
화면상의 안정적인 위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PicoScope는 자동 트리거되도록 설정할 수 있지만, 
특수 트리거 모드를 선택하면 놓칠 수 있는 비정상적 
파형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빠른 신호의 경우에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면 
화면상에 신호 모양을 보다 신뢰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PicoScope는 CAN 버스 및 FlexRay 
신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데 충분한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샘플링 속도

대역폭과 마찬가지로 빠른 신호에서 중요합니다.  
샘플링 속도가 높으면 빠른 신호에서 고주파 세부 
묘사가 더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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