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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x Digital Serial I/O Option

Next generation multichannel chip-level interface for audio

APx585 shown with Digital Serial I/O and HDMI options

Ideal For Testing:
HDMI RECEIVERS

HDMI TRANSMITTERS

A-to-D CONVERTERS

D-to-A CONVERTERS

SAMPLE RATE CNVTRS

DIGITAL PROCESSORS

Digital Serial and HDMI
디지털 시리얼 옵션 자체에 많은 어플리
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Px
의 HDMI옵션과 함께 사용할 때 정말로
독특한 오디오 테스트 솔루션이 가능해
집니다.
두 옵션 사이의 연동은 회로기판 레벨상
의 문제해결을 필요로하는 HDMI 칩 개발
자를 위해 빠르고 간편한 솔루션을 만들
어 냅니다.
이것은 HDMI로 수신기와 송신기 칩을 직
접 연결할 수 있는 전세계의 유일한 분석
기이며, 멀티채널 시리얼 인터페이스상의
DTS-HD와 같은 높은 비트 레이트의 오
디오 신호를 스트림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석기입니다.

Digital Serial Key Features
• 	8 channels of simultaneous audio data
on TDM or multiple data lines
• 	Dedicated, buffered oscilloscope
monitors
• 	Built-in support for left or right justified,
I2S and DSP formats
• 	Automatic rate calculators and active
timing diagrams
• 	Independent input and output c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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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erial I/O 옵션은 APx500 시리즈 오디오 분석기에 멀티채널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I2S와 같은 칩 레벨 인터페이스나 좌우 정렬이
포함된 일반적인 시리얼 인터페이스 포멧 그리고 DSP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게다가 TDM 또는 최대 8채널 오디오 데이터로 멀티 데이터 라인 구성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시리얼 능력은 R&D에서 회로기판의 레벨상의 설계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CODEC과 DSP, ADC, DAC, SRC 그리고 모든 종류의
프로세싱과 인터페이스 칩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기판의 입력과
HDMI의 출력(APx HDMI옵션 사용 시), SPDIF 그리고 다른 디지털 인터페이스
입출력으로 접근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펄스 전압, 샘플 레이트, 워드 길이, 데이터 길이 그리고 클럭과 데이터 사이의
시간 관계는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넓은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 가변적입니다.

Hardware connectivity
송신기와 수신기는 HD-15커넥터를 통해 연결됩니다. 각각의 커넥터는 마스터,
프레임, 채널 그리고 비트 클락이 4개의 데이터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8채널 오디오
데이터는 4개의 데이터 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하거나 시스템은 TDM(시분할 다중)
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8채널은 단일 전선에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송신기와 수신기 신호 모두 전용의 버퍼링된 모니터 포트를 통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송신기나 수신기의 이러한 한 쌍의 신호는 외부의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APx 디지털 시리얼 I/O 옵션은 수신기와 송신기 모두 독립적이고 프로그램밍이
가능한 마스터 클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두 개의 다른 클럭을
사용할수 있게 하며, SRC 테스트에서 단일 클럭 시리얼 인터페이스와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장점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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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x500 Measurement Software

Digital Serial I/O Timing Diagram

Useful presets & simplified setup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모든 APx500 측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능은 Walking Ones, Walking Zeros
그리고 상수값과 디지털 출력만 가능한
기능, 그리고 어떤 기기라도 디지털 출력이
bit-for-bit로 정확한지 APx가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비트테스트와 같은 분석기능을
추가했습니다.

Digital Serial Specifications

디지털 시리얼 옵션은 사용자 편의의
APx의 의한 높은 표준 설정을 만족합니다.
설정 패널은 오토레이트 계산과 액티브
타이밍 다이어그램 그리고 좌우 정렬, I2S
와DSP 포맷 지원 내장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기기 테스트를
위한 기본설정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시리얼 구성은 프로젝트 파일
저장이나 재사용을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위해 독립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이보다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Pro Audio Review’s
Hot Gear Award 2008

and

Test & Measurement World’s
Best in Test 2007

APx500 Series Audio Analyzer Key Specifications

Winner of

Pulse voltage

Data length

Formats

Dither

Master Clock rates		

Master Clock Direction

Sample rates		

Bit/Frame Clock Direction

Master Clock inversion

Multichannel configurations

8 to 24 bits

1.8 V, 2.5 V, 3.3 V
Left Justified, Right Justified, I2S, DSP

Selectable ON or OFF
Selectable IN, OUT or OFF

22 kHz to 49.152 MHz

Selectable IN or OUT

22 kHz to 192 kHz
Yes

TDM: 2, 4 or 8 channels
Multiple datalines: 4 or 8 channels

Bit clock edge synchronization
Rising or Falling

Word length

Compatible with any APx instrument that has
the 192K Digital I/O (APx525,526,585,586)

SYSTEM PERFORMANCE

ANALYZER PERFORMANCE

Residual THD+N (20 kHz BW)

Maximum Rated Input Voltage

GENERATOR PERFORMANCE

Maximum Bandwidth

Sine Frequency Range

IMD Measurement Capability

8 to 32 bits

–105 dB + 1.3 µV [APx520-26]
–103 dB + 1.4 µV [APx585/6]

0.1 Hz to 80.1 kHz [APx520-26]
5 Hz to 80.1 kHz [APx585/6]

Frequency Accuracy

300 Vrms (bal) / 160 Vrms
(unbal) [APx520-26]
110 Vrms (bal/unbal) [APx585/6]
>90 kHz

SMPTE, MOD, DFD

Amplitude Accuracy (1 kHz)
±0.05 dB

2 ppm [APx520-26]
3 ppm [APx585/6]

Amplitude Flatness (20 Hz–20 kHz)
±0.008 dB

IMD Test Signals
SMPTE, MOD, DFD

Maximum Amplitude (balanced)

 esidual Input Noise (20 kHz BW)
R
1.3 µV

21.21 Vrms [APx520-26]
14.4 Vrms [APx585/6]

Individual Harmonic Analyzer

Amplitude Accuracy

Max FFT Length

Flatness (20 Hz–20 kHz)

DC Voltage Measurement

d2–d10

1024K points

±0.05 dB

Yes

±0.008 dB

Analog Output Configurations
unbalanced & balanced

Digital Output Sampling Rate
22 kHz–192 kHz

Dolby / dts Generato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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