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gsi-protek.com 19

오실로스코프

5000E 시리즈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

 특 징

- 60MHz, 100MHz, 200MHz 의 3개 라인업 구성 

- 1GSa/s 의 실시간 샘플링

- 32Mpts 의 대용량 딥 메모리 

- 150,000wfm/s 의 빠른 파형포착 속도 

- 7” 인치 고선명 TFT LCD 디스플레이

- 각종 통신 인터페이스 지원 ( LAN(LXI), USB, RS-232C, P/F 등 ) 

- 16채널 250MSa/s Logic Analyzer 지원 

DEEP MEMORY (ZOOM) SAMPLING MODE TRIGGER MODE

사양

 Protek 5000E 시리즈는 출시 이후 오랜 기간, Protek 오실로스코프 라인업 중 가장 인기있는 기본 모델로 그간 많은 고객들로

부터 사랑 받은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 된, THE NEW Protek 5000E 시리즈는 기존제품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사용

자로 하여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추가 하였습니다. 단순한 상품화 개선을 뛰어넘는 동급 라인업 대비 강력한 

32Mpts 메모리 탑재 그리고, 150,000wfm/s 라는 빠른 파형포착 속도, 교육기관 에서부터 산업체 그리고 개인 DIY, 취미생활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곳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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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사양
모델명 Protek 5062E Protek 5102E Protek 5202E

대역 폭 60 MHz 100 MHz 200 MHz

채널 수 2CH + EXT

실시간 샘플링 1 GS/s

상승 시간 ≤5.8 ns ≤3.5 ns ≤1.8 ns

메모리 크기 32 Mpts 16Mpts

파형 캡쳐 속도 ≥150,000 wfms/s

수직 축 분해능 8 bits 2mV/div~5V/div

수직 축 감도 (V/div) 2mV/div~10V/div (1, 2, 5 step)

시간 축 범위 (s/div) 2ns/div~50s/div (1, 2, 5 step)

데이터 저장 타입 Setup, Wave, Bitmap, CSV, REF

트리거 종류 Edge, Pulse, Runt, Video, Slope, Alternate

트리거  레벨 범위 Internal : Center of the Screen±div  / EXT : ±1.2V   /EXT/5 ±6V

Suppression Range 100ns~1.5s

Edge 트리거 Edge Mode Rising, Falling, Rising &Falling

Pulse 트리거

Trigger Mode
Positive pulse width(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Negative pulse width(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Pulse Width 

Range
20ns~10s

Video 트리거
Signal Mode

& Line/Field
TV트리거 NTSC, PAL & SECAM signal mode 기본 제공,
lines range is 1-525(NTSC) and 1-625(PAL/SECAM)

Slope 트리거
Trigger Mode

Positive slope(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Negative slope(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Time Setting 20ns~10s

커서 기능 수동 모드 / 트레킹 모드  /  자동 모드

자동 측정 기능 소개 
Vpp, Vamp, Vmax, Vmin, Vtop, Vbase, Vavg, Vrms, Overshoot, Preshoot, 
Frequency, Period, Rise Time, Fall Time, +Width, -Width, +Duty, -Duty, 

Delay 1->2, Delay 2->1, Phase 1->2, Phase2 ->1

연산 기능 +, -, x,  / , FFT, Digital Filter

파형 및 설정 내부 저장 10 개 파형 및 10개 설정 값 내부 저장 가능 

FFT
Window Hanning、Hamming、Blackman、Rectangular

Sample Point 1024 points

Lissajous 
Figures

Phase 
Difference

±3 degrees

인터페이스
기본제공 인터페이스 : USB Host, USB Device, Pass/Fail;

별도 구매 인터페이스 : LAN(LXI) 모듈, 16CH Logic Analyzer 모듈

입력 전원 100～240VACrms，50Hz/60Hz , 소비전력 40VA

디스플레이 7 인치 TFT LCD, 64k color WVGA(800×480)

동작 환경 동작 온도 : 0~ 40℃, 습도 : 35℃ ≤80RH, +35~+40℃ ≤60% RH

기본 제공 품 본체, 프로브 KIT 1SET, CD, 전원선

제품 크기 (W×H×D) 및 무게 332mm×147mm×170mm  /  2.9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