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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Scope PC 오실로스코프는 
기본 제공되는 신호 발생기,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 파형 뷰, 직렬 
프로토콜 분석기를 비롯하여 
기타 전기 엔지니어링 학생들이 
오실로스코프 숙련도를 높이고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 연구 분야로 
진출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측정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거의 모든 학습용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할당된 실험을 테스트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기기는 바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PicoScope 6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PicoScope PC 기반 오실로스코프는 
학생들이 기기를 셋업하고 측정된 
파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각 학생이 PicoScope 6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실행, 무료, 자체 PC에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연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와 학생들의 
부전공(B.Eng.) 및 전공
(M. Eng.) 교육을 위해 자주 
PicoScope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 정말 
만족합니다. 이 기기는 매우 
직관적이며 수많은 버튼이 있는 
기존 스포크에 비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줄여줍니다.”

실험실에서 PicoScope로 캡처한 
파형은 실시간에 표시되고 
처리되므로 프로젝트와 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즉석에서 제공할 수 있어,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강화하고 학습 
과정에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코블렌츠 응용 과학 대학교의 
Johannes Stolz 교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빠르게 
PicoScope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링, 측정, 
스펙트럼 모드에서의 고조파 
분석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는 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및 측정

PicoScope 2000 시리즈 장치는 
하나의 작은 저가형 USB 구동 장치로 
제공되는 완벽한 일렉트로닉스 
실험실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면 
곧바로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 함수 생성기, 임의 파형 
생성기 및 프로토콜 디코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합 신호 모델에는 16-
채널 로직 분석기가 추가됩니다.

2000 시리즈는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 수업 시간과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당 하나씩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에서도 
오실로스코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Covid-19 락다운 기간 중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경우 특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Pico PC 
기반 기기로 PicoScopes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선 주파수 기술과 
수많은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Pico RF 및 Data 
Acquisition이 이상적입니다. 



PicoVNA 6 GHz 및 8.5 GHz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네트워크
계측 교육 키트 포함)는 네트워크 
계측 교육을
지원합니다.

PicoVNA와 함께 사용되는 네트워크 
계측 교육 키트는 다양한 수동 및 
능동 테스트 네트워크와 저가형 
캘리브레이션 표준 및 테스트 리드를 
제공합니다. 이 키트에는 반사 및 전송 
측정, S-파라미트, 표준 측정 수량 
등과 관련하여 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교육 
안내서가 포함됩니다. 포함된 능동 

대역폭 앰프를 사용하면 P1dB 및 
AM-PM과 같은 비선형 압축 측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PicoVNA는 또한 Cadence AWR 
설계 환경 내에서 Microwave Office
와의 소프트웨어 연결을 지원하며 
Optenni Lab 안테나 및 전파 CAD 
소프트웨어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는 언제든 
설계-시뮬레이션-구현-평가 
사이클을 시작하여 측정된 결과와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RF 제품

데이터 로거

Pico 데이터 로거는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폭넓은 
전압, 전류 및 온도 측정과 기록에 
적합합니다.
TC-08은 모든 유형의 열전대 센서와 
동작하는 8-채널 열전대 데이터 
로거로, −270°C ~ +1820°C의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온도 측정 외에 선택 품목인 터미널 
보드를 장착해서 TC-08을 20-비트 
고분해능 전압 데이터 로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 보드를 
이용하면 수많은 STEM 분야에 대한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Pico 데이터 로거는 Windows, 
macOS, Linux 및 Raspberry Pi 
플랫폼에서 PicoLog 6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동작하며 
최대 20개의 로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엔지니어링 학생의 핵심적인 
역량은 산업 표준 언어를 사용해서 
기기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Pico 제품에는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가 
제공됩니다. SDK는 Windows
와 macOS, Linux 및 Raspberry 
Pi(ARM7)를 포함하여 다양한 운영 
체제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기기 
하드웨어와 연결하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SDK를 사용하여 학생들은 
C, C#, C++, Python 등 인기 언어로 
기기 제어를 위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예제는 
Pico Technology GitHub 페이지에 

호스팅되며 다양한 라이브 포럼에서 
장치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thWorks MATLAB, NI 
LabVIEW, Microsoft Excel 등 인기 
분석 및 테스트 자동화 패키지와 
Pico 기기를 인터페이스하는 데도 
SDK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PicoScope와 다른 Pico 기기는 
동일한 PC에서 실행되는 
Instrument Control Toolbox™
를 사용해서 MATLAB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MATLAB를 사용하면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테스트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측정된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통해 
하드웨어 설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Hardware in the loop”).

Pico 기기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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