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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오실로스코프: 파형 분석, 시간 및 주파수의 측정 

 

1. 준비물 

(1) 파형발생기 

(2) 오실로스코프 

(3) 초시계 

 

2. 실험절차 

(1) TRIG SOURCE 를 EXT 에 맞추고, TRIG MODE 를 AUTO 에 설정한다. TIME/DIV 을 0.25 

s/cm 로 한다. SLOPE 는 양(+, rising edge)으로 한다. CH1 의 POSITION 을 조정하여 이

동하는 점의 궤적이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점이 화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10 번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라. 

 

(2) 오실로스코프의 TIME/DIV 을 조정하여 화면에 수평선이 출력되도록 하라. CH1 의 입력

을 GND coupling 으로 하고 수평선이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POSITION 을 조정하

라. 

 

(3) 파형발생기를 이용하여 100 Hz, 5 Vp-p 의 정현파를 발생시킨다. CH1 의 입력을 DC 

coupling 으로 하고 파형발생기의 출력을 CH1 에 연결한다. 오실로스코프의 TIME/DIV

을 조정하여 최소한 2 주기의 정현파가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라. 파형발

생기의 dc OFFSET 을 조정하여, 정현파의 평균치가 0 V 가 되게 하라. 화면에 출력되는 

파형을 기술하라. TIME/DIV 을 현재의 절반으로 바꾸고 반복하라. 

 

(4) TRIG SOURCE 를 CH1 으로 바꾸고, 화면에 출력되는 파형을 그려라. 정현파의 크기, 주

기 및 주파수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하라. 이때, 가능하다면 CURSOR 를 이용

하라. 



Dept. of Biomed. Eng. BME208: Basic Biomedical Experiments Kyung Hee Univ. 
 

 #2-2 

 

(5) 삼각파와 구형파를 이용하여 실험절차 (4)를 반복하라. 

 

(6) 파형발생기를 이용하여 1000 Hz, 5 Vp-p 의 정현파를 발생시킨다. CH1 의 입력을 DC 

coupling 으로 하고 파형발생기의 출력을 CH1 에 연결한다. 오실로스코프의 TIME/DIV

을 조정하여 최소한 1 주기의 정현파가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라. SLOPE

을 음(-, falling edge)로 바꾸었을 때, 파형의 변화를 기록하라. 

 

(7) TRIG MODE 를 NORM 에 설정한다. TRIG LEVEL 을 천천히 바꾸면서 화면에 출력되는 파

형의 변화를 관찰하라. 

 

(8) 삼각파와 구형파를 이용하여 실험절차 (6)과 (7)을 반복하라. 

 

(9) 파형발생기를 이용하여 10 kHz, 2 Vp-p 의 정현파를 발생시킨다. CH1 의 입력을 DC 

coupling 으로 하고 파형발생기의 출력을 CH1 에 연결한다. 오실로스코프의 TIME/DIV

을 조정하여 최소한 2 주기의 정현파가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라. 파형발

생기의 dc OFFSET 을 조정하여, 정현파의 평균치가 2 V 가 되게 하고, 파형을 그려라. 

이제, CH1 의 입력을 AC 로 바꾸고 화면에 출력되는 파형을 비교하라. 

 

 

3. 연습문제 

 

(1) 
5( ) 10sin(10 ) 5 v t t  [V] 의 전압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시하라. 또, 크기, 주

기 및 주파수를 구하라. 

 

(2) 문제(1)의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관찰할 때, TIME/DIV 이 50 ms/cm 이라면, 화

면에 몇 주기가 출력되는가? 

 

(3) 문제(1)의 파형에 대하여, 다음의 각 경우에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을 도

시하라. 

(a) DC coupling, 5 V/cm 

(b) AC coupling, 5 V/cm 

(c) GND coupling, 10 V/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