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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품 소개 

 

1. 개요 

Protek 6500A 시리즈는 지에스인스텍의 표준 측정 기술을 채택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증착 요소 접착 기술을 적용하여, 신호 스캐닝 및 감쇠에 

사용되는 코드 스위치에 적합합니다. 본 오실로스코프는 입력 단자를 통한 안정적인 

신호측정으로 최대 감도는 1mV/div 으로 미세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빠른 시간 

스캐닝을 적용 최대 스캔 속도는 0.1us / div 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일부는 0.2us / 

div 에 도달하며 스캔 속도가 20ns / div 에 도달하도록 10 배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오실로스코프는 10ns / div 에 도달 함). 

 

2. 특징  

2.1 이 제품은 고품질의 CRT 적용으로 로 탁월한 시안 성을 자랑합니다. 

2.2 트리거 레벨의 잠금 기능. 

트리거 레벨이 고정 값으로 고정되면 입력 신호의 범위와 주파수가 변경 되더라도 

트리거 레벨을 다시 조정하지 않고 안정된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 교대 트리거 기능은 동시에 다른 주파수의 두 신호 파형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2.4 텔레비전 신호와 동기 기능. 

2.5 외부 주파수 신호 출력: 

입력 신호 주파수와 동일한 후면 패널의 펄스 신호는 주파수 측정기를 직접 구동 

할 수 있습니다. 

2.6. Z-axis 입력  

강화를 조정하는 기능은 오실로스코프에 주파수와 시간의 지정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양의 신호 트레이스는 블랭킹되고 TTL 이 일치합니다. 

2.7. X-Y 동작 

X-Y 위치를 설정 기능을 사용하면 오실로스코프상 X-Y 를 볼 수 있습니다. CH1 은 

가로축이고 CH2 는 세로축 입니다. 

2.8. 6 자리 주파수 카운터 내장 (오실로스코프의 일부에만 주파수 측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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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품 기술 규격 

제품 사양 

대역 폭 최대 주파수 범위 20MHz (6502A) / 40MHz (6504A) / 60MHz (6506A) 

CRT 

종류  6"인치 직사각형, 내부 계수 선, 0%, 10%, 90% 및 100% 표시 

디스플레이 구역 8×10DIV (DIV=10mm) 

가속 전압 2kV(6502A), 12kV(6504A / 6506A) 

감도 및 초점  전면 패널상 지속적으로 조정 가능 

트레이스 회전 전면 패널상 조정 가능 

수직 축 시스템 

감도 및 정확도 1mV/DIV～5V/DIV ±3% 12 교정 단계 1-2-5 순서 

트리밍 비율 ≥2.5:1 

밴드 대역(-3dB) 

DC(AC  10Hz)～20MHz(20MHz, 6502A) 

DC(AC  10Hz)～40MHz(40MHz, 6504A) 

DC(AC  10Hz)～60MHz(60MHz, 6506A) 

상승 시간 ≤17.5ns(20MHz), ≤9.5ns(40MHz), ≤5.83ns(60MHz) 

입력 임피던스 1MΩ ±3%  25pF±5pF 

입력 커플 링(결합)  DC,GND,AC 

최대 입력 보호 전압  400V ( DC+AC peak )  

수직 축 모드 CH1,CH2,DUAL(CHOP,ALT),ADD,CH2 inverse  

수평축 시스템 

Sweep 시간 
0.2μs～0.5s/DIV (20MHz) 

0.1μs～0.1s/DIV (40MHz/60MHz) 

Sweep 정확도 ±3% ,±5% at ×10MAG(20ns～50ns/DIV 보정 안됨) 

트리밍 비율 ≥2.5:1 

Sweep 확대 비 ×10MAG 

최대 Sweep 시간 10ns/DIV(40MHz/60MHz) 

트리거 시스템 

모드 SIGNAL,AUTO,NORM,TV-V,TH-H 

소스 ALT,CH1,CH2,EXT,LINE 

극성  "+" 또는 "-" 

트리거 감도 

          10Hz～10MHz   10MHz～20MHz   20MHz～30MHz 

CH1,CH2     0.5DIV           1.5DIV            2DIV 

ALT          2DIV            3DIV              3DIV 

EXT          0.2DIV          0.8DIV            0.2DIV 

TV 동기 펄스＞1 DIV또는 1V (EXT) 

외부 트리거 입력 
입력 임피던스 : 1MΩ±3%,25pF±5pF 

최대 입력 보호 전압 : 300V(DC+AC peak) at 1kHz 



Protek 6500A 시리즈 아날로그오실로스코프 사용설명서 

5 

주파수 카운터 

디스플레이 6 자리 수 LED 표시 

정확도  1Hz(0～1MHz), 10Hz(1MHz～10MHz), 100Hz (10MHz～60MHz) 

감도 트리거시스템 감도와 동일 

X-Y 동작  

감도 및 정확도  5mV～5V/DIV ±5% 10 교정 단계 1-2-5 순서  

밴드 대역 (-3dB) DC（AC 10Hz）～500kHz 

위상 차 DC~ 50kH에서 ≤3° 이하 

Axis Z 

감도 5Vp-p 

극성  음의 입력 밝기 증가 

입력 임피던스 47kΩ 

사용가능 주파수 범위 DC～2MHz 

최대 입력 보호 전압 30V(DC+AC peak) at 1kHz 

교정  전압 : 2Vp-p±2%, 주파수 : 1KHz±2%, 구형 파   

입력 전원  110～127VAC ±10%, 220～240VAC±10%, 50Hz±2Hz/60Hz±2Hz 

제품 크기  316mm×132mm×410mm(W×H×D) 

무게  7.8kg 

액세서리 사용설명서 1부, 전원케이블, 페시브프로브 2개 

 

 

Ⅲ. 사용 전 확인 사항 
 

3.1. 제품 확인 

본 오실로스코프는 공장 출하 전 엄격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 수령 

후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되었는지 반드시 포장 외관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매처 혹은 ㈜지에스인스텍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십시오.  

 

3.2. 전압 및 전원 확인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된 전압이 전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 사용 규격의 올바른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Warning: 접지 보호 단자는 감전 방지를 위해 꼭 접지에 연결 해야 합니다. 
 
퓨즈 교체 시 다음 아래 규격의 퓨즈를 사용해주세요. 

전원 전압 범위 퓨즈 전류 

AC220V 198~242V 1A 

 

！！！Warning: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퓨즈 교체 시 반드시 전원을 제거한 후 교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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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환경 

사용 환경 온도는 0 ~ 40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기 내부의 회로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3.4. 설치 및 운영 

오실로스코프에 방열을 위한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기기는 특정 조건에서 

벗어나 사용되면, 자동 보호 기능이 약화됩니다.  

 

3.5. CRT 용 자기 광학 코팅 

CRT 형광 코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CRT 밝기를 가장 밝게 설정하거나 점을 한 위치에 

오랫동안 두지 마십시오.  

 

3.6. 입력단자 최대 보호 전압 

다음 표에는 입력 단자와 프로브의 최대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브가 1 : 1 로 설정되면 

최대 유효 판독 전압은 160Vp-p (사인파에서 56Vrms)입니다. 프로브가 10 : 1 로 설정된 경우 

최대 유효 판독 전압은 400Vp-p (사인파에서 140Vrms)입니다. 

 

입력 단자 최대 입력 보호 전압 

CH1, CH2 300Vp-p 

외부 트리거 입력 300Vp-p 

프로브 600Vp-p 

Z-Axis 30V Peak 

 

！！！ Warning: 계측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값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최대 입력 전압의 

주파수는 1kHz 미만이어야합니다. 

 

DC 전압에 AC 전압을 더하면 CHI 와 CH2 의 최대 피크 입력 전압은 ±  300V 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평균 전압이 0 인 전압의 경우 최대 값은 600Vp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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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품 사용 방법 

 

Fig. 4-1A (기본 타입 전면) 

 

 

 

 

Fig. 4-1B (주파수 카운터 옵션 추가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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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제품 후면) 

ENSURE THE POWER IS 

REMOVE FROM THE INSTRUMENT 

BEFORE REPLACING THE FUSE

AC

220V

LINE VOLTAGE

SELECTION

110V

SERIAL NO.

1A

       250V

2A

       125V

     RANGE

(50/60Hz)

198-242V

99-121V

    FUSE

39

WARNING

TO AVOID ELECTRIC SHOCK,PROTECTIVE GROUNDING 

CONDUCTOR IN THE POWER CORD MUST BE CONNECTED TO 

GROUND.

THIS INSTRUMENT CONTAINS NO OPERATOR SERVICEABLE 

PARTS.SERVICE BY QUALIFIED PERSONS ONLY.

DISCONNECT INPUT POWER BEFORE REPLACING FUSE.

FOR CONTINUED FIRE PROTECTION,USE MANUAL SPECIFIED 

TYPE/RATING FUSE ONLY.

Z-AXIS INPUT

CAT ?  30Vpk MAX

 

SIGNAL OUTPUT

37

38

4.1. 전면 패널 소개 (그림 Fig. 4-1A 또는 Fig. 4-1B, CRT 참조):  

7  —Power: 주 전원 스위치. 전원이 켜지면 6 번 LED 가 점등 됩니다. 

1  —Intensity: 추적 또는 도트의 감도를 조정.  

3  —Focus: 추적 또는 화면 도트의 선명도를 조정. 

4  —Trace Rotation: 반 고정 포텐쇼미터는 수평 위치을 크기와 평행하게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0 – Color Filter: 화면 디스플레이 선명도를 조정 합니다.   

 

수직 Axis:  

17 —CH1 (X) Input: 채널 1 입력 단자. X-Y 모드에서 X 축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18 —CH2 (Y) Input: 채널 2 입력 단자. X-Y 모드에서 Y 축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28  33 -- ×5 MAG 의 CH1 & CH2: 수직 감도를 1mV / DIV 로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15  16 —AC-GND-DC: 수직 축의 입력 신호에 대한 입력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AC: AC 커플 링 (결합) 

GND: 수직 확대 입력은 접지되고 입력은 차단됩니다..  

DC: DC 커플 링 (결합) 

11  12 —수직감쇄: 수직 편향 감도를 5mV 에서 20V / DIV 까지 12 단계로 조정하십시오 

13  14 – 수직 변수: 가변비는 2.5 : 1 보다 작고, 감도 교정은 교정 된 위치의 레벨 값.  

8   9  --▲▼Vertical Position: 화면에서 트레이스의 수직 위치 조정.  

10 —Vertical Mode: CH1 및 CH2 확대 작동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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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또는 CH2 : 채널 1 또는 채널 2 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Dual: 동시에 2 개의 채널이 표시됩니다. 

32 —Dual-trace Display:  

ADD: 듀얼 트레이스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두 채널 CH1 + CH2 의 대수 합계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CH2 INV 35 를 누르면 디스플레이는 대수차 CH1-CH2 가됩니다.  

ALT: 듀얼 트레이스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CH1 과 CH2 의 트레이스를 번갈아 디스플레이 

하십시오. (보편적으로 빠른 속도의 SWEEP).  

CHOP: Chop 모드에서 CH1 및 CH2 의 트레이스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35—CH2 INV: CH2 의 신호는 반전됩니다. 키를 누르면 CH2 의 신호와 CH2 의 내부 트리거 

신호가 동시에 반전됩니다.  

40  41 감쇠 스위치 표시 

42  43  감쇠 스위치 극성 표시 

 

Trigger:  

20 —EXT trigger input: 외부 트리거 신호용. 트리거 소스 선택기는 기능 할 때 EXT 로 

설정해야합니다. (특정 모델 한정) 

21 —Trigger Source Selection:  

INT: CH1 또는 CH2 의 신호를 트리거 소스로 선택하십시오.  

LINE: AC 전원 트리거 신호를 선택하십시오. 

EXT: 20 번 의 외부 신호가 트리거 신호로 선택됩니다. 

CH1: 채널 1 을 내부 트리거 신호 소스로 선택하십시오. 

CH2: 내부 트리거 신호 소스로 채널 2 를 선택하십시오. 

22 —TRIG ALT: 수직 모드가 DUAL 또는 ADD 로 설정되고 21 스위치가 CH1 또는 

CH2 에서 선택되면이 버튼을 누르면 CH1 또는 CH2 를 내부 트리거 신호 소스로 번갈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 —Polarity: 트리거 신호의 극성을 선택하십시오. "+"는 상승 에지 트리거를 의미하고 "-"는 

후행 에지 트리거를 의미합니다..  

24 —Trigger Level: 동기화 된 안정된 파형을 표시하고 파형의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레벨이 증가하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레벨이 감소합니다. 

27 —Trigger mode: 트리거 모드를 선택합니다. 

AUTO (TV-H): 스윕 모드는 트리거 신호 입력이 없을 때 자동 모드입니다. 

TV-H 신호를 관찰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기화 된 신호가 음의 펄스 인 경우에만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 

NORM: 트리거 신호가 없으면 트레이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TV-V: TV-V 신호를 관찰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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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된 신호가 음의 펄스 인 경우에만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24 LOCK: 트리거 잠금 장치는 고정 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Sweep 속도 또는 신호 

진폭이 변경 될 때 동기화 된 신호를 얻으려면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8 27 번 스위치를 켜면이 때 신호 트리거가 49 번 버튼으로 단일 트리거와 오른쪽 지시등을 

누를 수 있습니다. 

49  27 번 신호 스위치를 켜면이 버튼을 누르면 내부 트리거가 상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Time base: 

26 —Horizontal Sweep 속도 스위치: 스윕 속도는 0.2us / DIV 에서 0.5s / DIV 까지 20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특정 모델 한정) 

25 —Horizontal Variable: 수평 축 Sweep 시간을 조정하여 패널의 TIME / DIV 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조정하십시오. TIME / DIV 는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보정 된 위치에있게됩니다. 전체 시간 지연은 최대 2.5 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9 --    Horizontal Position: 화면상 트레이스의 수평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31 —×10 MAG: Sweep Mode: 버튼을 아래로 누르면 스윕 속도를 10 배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44  Sweep 스위치 단계가 표시됩니다.. 

45  Sweep 시간 표시 지시 LED. 

46  X-Y 모드 표시 LED 

 

기타:  

5 – CAL: 진폭 2Vp-p 및 주파수 1kHz 의 구형파 신호를 공급하여 10 : 1 프로브의 보정치를 

보정하고 오실로스코프의 수평 및 수직 시스템의 편향 요소를 감지합니다.  

19 —GND: 오실로스코프의 접지 단자 입니다.  

47 —Frequency 표시 : 트리거 모드에서 CH1 또는 CH2 트리거 신호의 주파수를 표시하여 

수신 웨이브를 다시 생성 할 수 있는 트리거 레벨을 조정합니다.이 때 판독 할 수 있습니다 

( "AUTO"또는 "NORM"모드의 일부 오실로스코프만 지원 합니다. 별도 선택 사항 ) 

 

4.2. 후면 패널 소개 (그림 Fig. 4-2 참조) 

38 —Signal output: 외부 주파수 - 측정 출력. 주파수가 측정 된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주파수 측정기를 외부에서 연결하는데 적합합니다.（선택 사양） 

39 —Z-Axis 입력: 외부 강도 변조 신호용 입력 단자.（선택 사양） 

37 —AC: AC 전원 소스. AC 전원 입력 용 소켓.  AC 전원 선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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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본 동작 및 단일 채널 동작 

전원 연결 전 장비 상 기본 초기 설정 상태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기능 번호 설정  

POWER 7 OFF 

INTEN 1 MIDDLE 

FOCUS 3 MIDDLE 

VERT MODE 10 CH1 

DUAL-TRACE DISPLAY  32 ALT 

CH2 INV 35 Release  

VERT POSITION 8,9 MIDDLE 

VOLTS/DIV 11,12 50mV/DIV 

VAR 13,14 CAL 

AC-GND-DC 15,16 GND 

TRIGGER SOURCE 21 INT 

SLOPE 23 + 

INT TRIGGIER SELECTOR 22 CH1 

TRIGGER MODE 27 AUTO 

TIME/DIV 26 0.5ms/DIV 

SWP.VAR 25 CAL 

HOR. POSITION 29 MIDDLE 

SWEEP MODE 31 ×1 

 

다음 위 설정이 완료 된 후 전원 케이블을 연결 한 후 :  

(1) 전원을 켭니다. 약 20 초 후에 추적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60 초 후에도 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스위치와 조절 노브의 설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2) INTEN 및 FOCUS 노브를 조정하여 명확하고 찾기 편한 트레이스를 확인 합니다.  

(3) 트레이스가 수평 스케일과 평행이되도록 CH1 위치와 전위차계를 조정하여 트레이스를 

회전시킵니다. (전위 차 계를 돌리려면 ④번의 나사를 조정하세요. ). 

(4) 10:1 프로브를 사용하여 교정 신호를 CH1 입력에 입력하십시오. 

(5) AC-GND-DC 키를 AC 로 설정하십시오. 그림 4-3 과 같은 구형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6) 트레이스를 명확하게 만들려면 FOCUS 를 조정하십시오. 

(7) 다른 종류의 파형과 마찬가지로 수직 감쇠기, Sweep 시간 스위치, 수직 및 수평 위치 

노브를 적절한 설정으로 조정하십시오. 진폭과 시간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CH2 의 동작은 CH1 의 동작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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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 Fig.4-4

 

4.4. 듀얼 채널 동작 

 수직 모드를 DUAL 모드로 설정하고 DUAL 디스플레이 모드를 ALT 로 설정하십시오. CH2 의 

트레이스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CH1 은 교정 신호로부터의 구형파를 표시하고 CH2 는 직선을 

표시합니다 (신호가 채널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교정 신호를 CH2 입력에 연결하고 

AC-GND-DC 를 AC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수직 위치 ⑧ & ⑨를 조정하여 그림 4-4 와 같은 

파형을 얻습니다. CH1 과 CH2 의 신호는 화면에 번갈아 표시되며 짧은 시간 스위핑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관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UAL 디스플레이가 CHOP 로 

설정되면 CH1 과 CH2 의 신호는 250kHz 의 속도로 화면에 별도로 표시되며 오랜 시간 동안 

두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관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채널의 작동에서는 DUAL 

모드의 트리거 소스 선택기로 트리거 신호로 CH1 또는 CH2의 신호를 선택하십시오. CH1과 * 

CH2 의 신호가 동기화되면 두 파형을 안정적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채널은 

하나의 안정된 파도를위한 것입니다. 내부 트리거 소스 선택기 (22)가 VERT 로 설정되면, 2 

개의 파가 안정적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4.5. +,- 동작 

수직 모드 10 을 DUAL 로 설정하여 32 번 DUAL 트레이스 표시 를 ADD 로 설정하고 CH1 과 

CH2 의 대수 합계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CH2 INV 를 누르면 대수차가 표시됩니다. 그리고이 

순간에 두 채널의 감쇄기를 동일하게 설정해야합니다. 수직 위치는 ▲ ▼ 수직 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직 확대에 선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노브를 가운데로 설정하십시오. 

 

4.6. 트리거 소스 선택 

효과적인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리거 소스의 선택, 기능 및 작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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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gger 모드 선택 : 

AUTO (TV-H): Sweep 생성기는 자유 진동에 의해 Sweep 신호를 생성합니다. 트리거 신호가 

있으면 자동으로 트리거 모드로 변경됩니다. 

첫 번째 파형이 관찰되면 자동으로 설정한후, 안정된 파형이 관찰 되면, 적절한 위치에 

놓으십시오. 다른 노브를 지정한대로 설정 한 후 모드를 AUTO 로 재설정하십시오. DC 신호 

또는 작은 신호가 측정되면 AUTO 모드를 사용해야합니다. TV-H 신호를 관찰하려면 모드를 

AUTO (TV-H)로 설정하십시오. 

Sweep 시간은 10μs / DIV 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 라인의 파형을 보여 주며, 라인 수에 

필요로 하는 트레이스 시간을 버니어 조정 노브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오실로스코프의 

동기화 된 신호를 음극으로 전송합니다. 다음 그림 Fig. 4-5 와 같습니다. : 

Fig. 4-5  

NORM: Sweep 생성기가 통계 모드에있을 때 화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트리거 신호가 

트리거 레벨 스위치로 설정된 게이트 레벨을 통과하면 한 번 스위핑 한 다음 Sweep 생성기가 

통계 상태를 되돌립니다. 하번의 트리거는 한번의 Sweep 을 위한 것입니다. 이중 트레이스 

디스플레이가 ALT 또는 CHOP 로 설정되면 CH1 및 CH2 에서 충분한 트리거 레벨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표시 되지 않습니다. 

 

TV-V: TV-V 신호를 보기 위해 모드를 TV-V 로 설정하십시오. Sweep 시간은 TV 신호를 

동기화하기 위해 2ms / DIV (1 프레임 신호) 또는 5ms / DIV (2 프레임의 인터레이스 

Sweep 신호)로 설정해야합니다. 

안정된 파형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디스플레이 신호와 관련된 하나의 신호가 트리거 

회로에 공급되어야합니다. 트리거 소스 선택기는 트리거 신호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CH1: 대부분의 경우 내부 트리거 모드. 

 

CH2: 수직 입력에 대한 신호는 분할되어 하나의 부분이 미리 설정되기 전에 트리거 회로로 

전송됩니다. 트리거 신호는 측정이 필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안정된 파형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Protek 6500A 시리즈 아날로그오실로스코프 사용설명서 

14 

듀얼 (DUAL) 모드에서 트리거 신호는 트리거 소스 선택기에 의해 선택됩니다.  

 

LINE: 전기 망의 AC 전원 주파수를 트리거 신호로 사용하십시오. 전원 주파수와 관련하여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사운드 시스템의 AC 노이즈, SCR 회로 등.  

 

EXT: Sweep 트리거 회로를 생성하려면 외부 신호를 사용하십시오. 신호는 시간에 측정 된 

신호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합니다. 파형은 외부 신호에 의해 트리거되고 표시됩니다. 

 

(3) 트리거 레벨 및 Slope 스위치 

트리거 신호는 트리거 될 때 게이트 레벨을 통과합니다. 트리거 레벨 노브를 조정하여 레벨을 

변경하십시오. 레벨은 + 방향으로 증가하고 - 방향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있을 때는 

평균값이됩니다.  

트리거 레벨은 파형의 시작점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파의 경우 시작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이 음수 또는 양수 이상으로 조정되면 트리거 레벨이 동기화 

된 신호의 진폭을 초과하기 때문에 Sweep 신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승 에지 트리거를 얻으려면 기울기를 +로 설정하십시오. 기울기를 설정하여 트레일 링 에지 

트리거를 얻습니다. (그림 Fig. 4-6 참조).  

Trigger Level Lock:  

27번 트리거 모드가 LOCK로 설정되면, 트리거 레벨은 고정 된 값으로 고정됩니다. 이 순간에 

신호의 진폭과 주파수가 변경 되더라도 안정된 파를 얻기 위해 트리거 레벨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Fig.4-6

_

+

 

이 기능은 입력 신호 또는 외부 트리거 신호의 진폭이 다음 범위에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50Hz~5MHz≥1DIV(EXT:0.5V), 5MHz~20MHz≥2DIV(EXT:1V) 

LEVEL 

- 음의 영역 

+ 양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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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ERT 스위치 

수직 모드가 DUAL ALT 디스플레이로 설정되면 스위치가 다른 트리거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됩니다. 하나의 대체 트리거 신호는 ALT 모드에서 한 번의 Sweep 주기 동안 파형의 

진폭과 주기를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되며 주파수에서 두 개의 관련없는 신호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하나의 동기화 된 신호는 두 

개의 채널에 대한 트리거에 사용되어야합니다. 

 

4.7. Sweep 속도 제어 

Sweep 속도 노브를 조정하여 관찰 할 파형의 수를 선택하십시오. 화면에 너무 많은 파형이 

있을 경우 Sweep 속도를 훨씬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파형이 하나만 

있을 경우 Sweep 속도를 훨씬 느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신호 주기의 

한 부분 만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된 신호가 구형 파 인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직선 일 뿐입니다. 

 

4.8. Sweep 확대 

파형의 한 부분을 관찰하려면 매우 빠른 Sweep 속도가 필요합니다. 파형의 파트가 

시작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화면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weep 배율 

스위치가 유용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표시되는 범위가 기존 파형의 10 배가 됩니다. 속도는 

기존 파형의 1/10 이 됩니다. 예 : 1us / DIV ~ 0.1us / DIV.  

≠ 10 MAG

 Fig.4-7

Adjusts      position knob to be possible 

to observe the entire region the profile 

 

◄► 위치 노브를 조정하여 파형데이터 전체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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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X-Y 동작 

Sweep 모드 스위치를 X-Y 로 설정합니다..  

X-axis: CH1 입력 

Y-axis: CH2 입력 

Note: HF 신호가 X-Y 모드 일 때 X 축과 Y 축 사이의 주파수와 위상의 차이에 주의하십시오. 

오실로스코프는 일반 모드에서 작동하는 것과 비교하여 X-Y 모드에서 많은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CRT 는 벡터 오실로스코프로 표시되는 비디오 컬러 바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레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전기적 그림 또는 두 가지 과도 레벨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동적 요소가 전압 신호로 전환되면 XY 모드에서 그림을 쉽게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 : 진폭 및 주파수 (Y 축은 신호 진폭에 해당하고 X 축은 신호 주파수에 해당) 

(그림 Fig. 4-8 참조). 

때때로, 리 사쥬 수치는 X-Y 모드에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X-Y 입력으로부터 입력 된 

정현파 신호는 리 사쥬 도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에 따라 두 신호 간의 주파수 및 위상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 Fig. 4-9 참조). 

 X Axis

 （CH1)

Y Axis 

（CH2)

 Fig.4-8  Fig.4-9

Display Wave

2:11:1 3:1 3:2

 Phase Difference

0

45

90

f(y):f(x)

4.10 프로브 교정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는 위에서 언급 한 매우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상을 

보정해야합니다. 왜곡 된 파동은 오류 측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 전에 프로브를 

보정해야합니다. (프로브 보정은 5 장 1.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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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측정 

 

5.1 측정 전 점검 및 조정 

측정하기 전에 정확한 측정과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다음 항목을 다시 점검해야합니다. 

  

5.1.1 트레이스 회전 

화면에 표시된 수평 트레이스는 정상적인 경우 수평 눈금과 평행합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수평선에 약간의 경사가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기를 점검하고 점검해야합니다.:  

(1) 패널에 노브를 Preset 하여 수평 Sweep 라인을 만듭니다. 

(2) Sweep 기준선을 수직 중심의 수평 눈금에 유지하도록 수직 위치를 조정합니다. 

(3) Sweep 기준선이 수평 눈금과 평행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사를 사용하여 

전면 패널의 "회전"전위차계를 조정하십시오. 

 

5.1.2 프로브 보정 (교정) 

프로브 보정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입력 된 기능 차이로 인한 오류를 보완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Sweep 기준선을 얻으려면 패널(표 3 참조).에 노브를 설정합니다  

(2) V / DIV 를 50ms / DIV 로 설정합니다. 

(3) CH1 에 10 : 1 프로브를 연결하고 전면 패널 5 번 CAL 신호 단자 에 연결하십시오. 

(4) 4 장에서 설명한 조절 노브를 조작하여 그림 Fig 5-1 과 같은 파형을 얻습니다. 

(5) 보상이 적절한 지 관찰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림 Fig 5-2 와 같은 프로브 보정 구성 

요소를 조정하십시오. 

(6) 수직 모드를 CH2 로 설정하고 10 : 1 프로브를 CH2 에 연결합니다. 2 ~ 5 단계에 따라 CH2 

프로브를 확인하고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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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진폭 측정 

5.2.1 Vp-p 측정 

다음 단계에 따라 측정 된 신호의 Vp-p 값을 측정하십시오: 

(1) CH1 또는 CH2 에 신호를 입력하고 선택한 채널을 VERT 로 설정합니다. 

(2) 전압 감쇠기를 설정하고 파형을 관찰합니다. 표시된 파형을 약 5 DIV 로 유지하십시오. 

변수를 확인하고 시계 방향으로 CAL 로 돌립니다. 

(3) 레벨을 조정하여 파형을 안정되게 유지합니다 (레벨이 고정 된 경우 필요 없음) 

(4) 화면에 적어도 하나의 파형 주기가 표시되도록 Sweep 속도를 조정합니다. 

(5) 수직 위치를 조정하여 물결이 화면의 특정 수평 좌표에 오도록 유지합니다 (그림 Fig 

5-3 의 점 A 로 표시) 

(6) 화면 중앙의 특정 수평 좌표상 파형 상위에 위치하도록 수평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림 

5-3 의 점 B 로 표시) 

(7) 포인트 A 와 B 사이의 수직 번호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8)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측정 된 신호의 Vp-p 를 구하십시오. :  

Vp-p = DIV (수직 방향) × 수직 편향 계수 

예를 들어, 그림 Fig 5-3 에서 점 A 와 B 사이의 수직 분할 수는 4.2 DIV 이고 10 : 1 프로브의 

수직 편향 요소는 2V / DIV 이므로 Vp-p = 2 x 4.2 = 8.4V 

Fig. 5-4

Before 

Measurement

Fig. 5-3

After 

Measurement

5.2.2. DC 전압 측정 

DC 전압 측정 방법은 다음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  

(1) 스위프 기준선을 얻으려면 패널상 노브를 돌려 설정하십시오. 

(2) 선택된 채널의 결합(커플링) 모드를 GND 로 설정하십시오. 

(3) Sweep 기준선을 특정 수평 좌표 (그림 Fig 5-4 측정 전에 표시)로 유지하기 위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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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조정하고 점을 전압 제로(0) 값으로 정의합니다. 

(4) 측정 된 전압을 선택한 채널의 단자에 피드 합니다. 

(5) 입력 결합(커플링)을 DC 로 설정하십시오. Sweep 기준선이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전압 감쇄기를 조정합니다. 변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교정 된 위치로 돌립니다. 

(6) 측정 후 그림 Fig 5-4 에서와 같이 편향된 분할 수를 수직 방향으로 판독하십시오. 

(7)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DC 전압을 계산하십시오 : 

V = DIV (수직 방향) × 수직 방향 변형 계수 × 편향 방향 (+/-) 

예를 들어, 그림 5-4 에서 스윕 기준선은 원래 기준선보다 4 분할이고 수직 편향 계수는  

2V / DIV 이므로 V = 2 × 4 × (+) = + 8V 

 

5.2.3. 진폭 비교 

두 신호 간의 진폭 차이를 측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  

(1) 기준 신호를 CH1 또는 CH2 로 입력합니다. 선택한 채널을 VERT 로 설정하십시오. 

(2) 전압 감쇄기와 변수를 조정하여 표시된 진폭을 0 %에서 100 %까지 수직으로 5 구간으로 

조정합니다. 

(3) 전압 감쇄기와 변수의 원래 설정을 유지하고 프로브를 기준 신호에서 비교 된 신호로 

전환하십시오. 수직 위치를 조정하여 파형의 하단을 화면의 0 % 눈금에 직접 맞춥니다. 

(4) 수평 위치를 조정하여 화면의 중앙에 수직 눈금을 유지합니다. 

(5) 왼쪽 화면의 0 % & 100 % 비율 기준에 따라 화면 가운데의 수직 좌표에서 백분율 (1 

division = 4 %)을 읽습니다.  

 

예제: 그림 Fig 5-5 에서, 점선은 기준 신호를 나타내며, 실선은 비교 된 신호를 나타냅니다. 

수직 진폭은 2DIV 이므로 진폭은 기준 신호의 40 %가됩니다. 

 Fi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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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수 중첩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두 신호의 대수 합 또는 차이를 측정합니다. 

(1) 수직 모드를 DUAL 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ALT 또는 CHOP 를 선택하십시오. 

(2) 두 신호를 CH1 & CH2 로 입력합니다. 

(3) 전압 감쇠기를 조정하여 두 신호의 진폭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VOLS / DIV 가 동일하게 

조정하십시오. 수직 위치를 조정하여 두 신호의 파형이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하십시오. 

(4) DUAL 을 ADD 로 설정하여 대수 합계를 표시합니다. 대수학 차이를 관찰하려면 CH2 INV 의 

노브를 누르십시오. 그림 5-6 은 두 신호의 대수 합과 차이를 보여줍니다. 

 

5.3 시간 측정 

 

5.3.1 시간 간격 측정 

시간 간격은 다음 단계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1) 신호를 CH1 또는 CH2 로 보내고 선택한 채널을 VERT 로 설정합니다. 

(2) 레벨을 조정하여 파형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도록 합니다. (잠겨 있으면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변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교정된 위치로 돌립니다. Sweep 속도 스위치를 조정하여 

화면에 1-2 개의 신호 주기를 표시하십시오. 

(4) 수직및 수평 위치를 조정하여 물결 모양의 두 지점을 화면 가운데의 수평 눈금에 맞춥니다. 

(5) 두 점 사이의 수평 스케일을 측정하고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시간 간격을 구하십시오. 

시간간격 (T) =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DIV) × Sweep 시간계수(시간 / DIV)] / 가로확대 비율 

 

예제: 그림 Fig 5-7 에서 A 와 B 사이의 수평 거리는 8DIV 이고 Sweep 시간 계수는 2us / 

DIV 이고 수평 배율은 × 1 이므로 시간 간격 = (2us / DIV × 8DIV) / 1 = 16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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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7  

 

5.3.2 주기 및 주파수 측정 

그림 Fig 5-7 에서, 측정 된 시간 간격은 신호 T 의주기이고, 그러면 주파수는 1/T.  

예를 들어: T=16us 로 주파수는 : f=1/T-1/16×10-6=62.5kHz 

 

5.3.3 상승 및 하강 시간 측정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의 측정 방법은 신호 진폭의 한 부분에 대한 측정 만 제외하고 시간 

간격과 동일합니다: 간격은 10 % ~ 90 %로 아래 순서와 같이 나열됩니다. :  

(1) 수직 모드를 CH1 또는 CH2 로 설정하십시오. 선택한 채널로 신호를 입력합니다. 

(2) 신호 감쇠기와 변수를 조정하여 신호 수직 진폭을 5 Divisions 으로 표시합니다. 

(3) 신호의 상단과 하단이 각각 0 %와 100 %의 눈금에 위치하도록 수직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4) Sweep 속도 스위치를 조정하여 상승 에지 또는 하강 에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5) 상승 에지의 10 %가 일정 수직 스케일에 위치하도록 수평 위치를 조정합니다. 

(6) 두 점 사이의 수평 거리를 10 %에서 90 %까지 측정합니다. 상승 또는 하강 에지가 너무 

빠르면 수평 배율 × 10 을 사용하여 파형을 수평 방향으로 10 배로 확대 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파동의 상승 또는 하강 시간을 계산합니다. 

상승 (하강) 시간 = [수평 거리 (DIV) × Sweep 시간 계수 (시간 / Div)] / 수평 배율 

 

예제 : 그림 5-8 에서 웨이브의 상승 에지의 10 %에서 90 %까지의 거리가 2.4 분할이고 스윕 

시간 계수는 1us / DIV 이고 수평 배율은 10 배이고 공식을 사용하여 상승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시간=(1us/DIV×2.4DIV)/10=0.24us  

 



Protek 6500A 시리즈 아날로그오실로스코프 사용설명서 

22 

Fig.5-8
 

 

5.3.4 시간 차 측정 

다음 아래 순서와 같이 시간차 측정을 활용하여 두 개의 상대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합니다.:  

(1) 기준 신호와 비교 신호를 CH1 과 CH2 에 각각 입력하십시오. 

(2) 수직 모드를 주파수에 따라 ALT 또는 CHOP 로 설정합니다. 

(3) 트리거 소스를 기준 신호 채널로 설정합니다. 

(4) 전압 감쇄기와 변수를 조정하여 적절한 진폭을 표시합니다. 

(5) 안정된 파형이 표시되도록 레벨을 조정합니다. 

(6) TIME / DIV 를 조정하면 편리하게 파형의 두 측정 지점 사이에 수평 거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7) 수직 위치를 조정하여 측정 지점을 화면 중앙의 수평 눈금에 위치 시키십시오. 

시간 차 = [수평 거리 (DIV) ×  Sweep 시간 계수 (시간 / DIV)] / 수평 배율 

 

예제 : 그림 Fig 5-9 에서 Sweep 시간 계수는 10us / DIV 이고, 수평 배율은 1 이며, 두 점 

사이의 수평 거리는 1 division 이므로 Time Difference = (10us / DIV ×  1DIV) / 1 = 

10u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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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0

1DIV
1DIV

Fig.5-9

 

5.3.5 위상 차 측정  

다음 순서와 같이 시간 차 측정 참고 하여 위상 차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어 노브를 활용 하여 시간 차 측정법과 동일 하게 1 부터 4 의 순서로 설정하십시오. 

(2) 표시되는 진폭이 같아 지도록 전압 감쇄기와 변수를 조정합니다. 

(3) Sweep 시간 스위치와 변수를 조정하여 파형의 한 주기를 9 Division 으로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수평 눈금의 한 부분은 40 도 (360 ° ÷ 9)를 나타냅니다. 

(4) 두 파형 사이의 상대적인 수평 거리를 측정합니다. 

(5)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두 신호 간의 위상차를 계산합니다.  

위상 차 = 수평 거리 (DIV) × 40 ° / DIV 

 

예제: 그림 Fig 5-10 에서 두 파형 사이의 상대적인 수평 거리는 1 Division 이며,  

위상차 = 40 ° / DIV × 1DIV = 40 °입니다.. 

 

5.4 TV-V 신호 측정 

TV-V 신호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직 모드를 CH1 또는 CH2 로 설정하십시오. 선택한 채널에 TV-V 신호를 입력합니다. 

(2) 트리거 모드를 TV-V 로 설정하고 Sweep 속도 스위치를 2ms / DIV 로 설정합니다. 

(3) 음(-)의 동기화 신호가 화면에 표시되는지 관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CH1 을 CH2 로 

전환하고 CH2 INT 를 눌러 양(+)의 동기화 된 TV 신호를 음(-)의 동기화 된 TV 신호로 반전 

하십시오. 

(4) 전압 감쇠기와 변수를 조정하여 적절한 진폭을 표시합니다. 

(5) 수평 배율 × 10 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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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품 유지 보수  

 

！！！Warning : 본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는 반드시 제품에 대한 적정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수행 해야 합니다.  

 

6.1. 퓨즈 교체 

퓨즈가 끊어지면 전원 표시등이 꺼지고 오실로스코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로에 문제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퓨즈가 개방되지 않습니다. 퓨즈가 끊어 졌을 경우 

회로를 점검하고, 고장난 퓨즈를 새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Warning : 화재 및 제품의 손상과 신체적 피해를 피하려면 250V 및 해당 전류에 맞게 

퓨즈를 사용하십시오. 퓨즈를 교체하기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합니다. 

 

6.2 제품 청소 

오실로스코프를 청소할 때는 부드러운 천 혹은 전자제품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오염 물질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아울러, 기기 내부로 물이나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벤젠, 톨루엔 (-uol), 크실렌, 아세톤 등이 들어간 세제로 제품을 청소하지 마세요. 

연마제 등으로 기계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6.3 기본 제공 품 

(1) 사용설명서          1 copy 

(2) 전원 선             1 pc 

(3) Passive 프로브       2 pcs 

 

 

！！！Warning : 제품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품의 사용을 멈추고, 반드시 구매처 혹은  

 Protek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분해 혹은  

개조 할 경우, 신체적 피해 및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편법적 임의 사용 및 개조,분해 등으로 인한 고객 과실.피해 등은 제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는 당사 기술 기준으로 작성 되어 용어 및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Ⅶ. 제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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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인스텍이 생산한 제품은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규격을 준수 하며, 철저한 제품 검

사로, 제품 하자에 대한 품질을 다음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품 질 보 증 서 

먼저 당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및 작성 해주세요. 

 

1. 본 제품은 ISO9001 :2008 과 TL9000-(H,S) 의 표준 생산,품질 공인 인증을 받아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 입니다.   

2. 본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 (액세서리는 3개월) 

3.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 및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  

무상수리 혹은 제품을 교환을 해드립니다.  

4. 단, 소비자 과실 및 소모품교체 등 유상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 및 교체 해 드립니다.  

5. 보증 수리 및 유상 수리 시 반드시 작성된 보증서를 제시해 주세요,  

보증서 미 소지 시, 정상적인 수리 및 서비스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6. 정상적이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천재 지변, 전쟁, 등 불가 항력적인 상황 및  

사고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당 제품 보증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7. 본 보증서는 재 발행 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제품명 :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제조일자 : 20        .      . 

모델명 : Protek 6502A 구매처 :  

시리얼 번호 :  구매일자 :  20      .       .  

제조사 : ㈜지에스인스텍 (대한민국). 

㈜지에스인스텍 Protek 고객지원센터 

제품 서비스 문의 : 032-874-2902 / 032-870-5793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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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by 2016 GS Instech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in this Manual are not allowed to copy, extract and translate 

Before being allowed by GS Instech  

 

본 매뉴얼 에 표시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전부 ㈜지에스인스텍 의  

소유로 당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otek” 은 대한민국 대표 전기, 전자, 통신 계측기기 전문 제조사  

“지에스인스텍”의 계측기 브랜드입니다. 

 

  

 

㈜ 지에스인스텍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71번길 70 (주안동)  

TEL : 032-870-5570 

      032-870-5793 

FAX : 032-870-5640 

E-mail : protek@gsintech.com 

Web : www.gsi-protek.net 

mailto:protek@gsin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