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icotech.com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 지원
A3000 시리즈 액티브 프로브

1.3 GHz 및 750 MHz 프로브 대역폭
최대 1 GHz 시스템 대역폭

0.9 pF 입력 커패시턴스
1 MΩ 입력 저항

10:1 감쇠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
PicoScope 6000E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 직접 연결 

오실로스코프에 의해 구동되어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 및 인터페이스 상자 불필요
자동 프로브 감지 및 단위 크기 조정

편의성
슬림한 인체 공학적 설계

클릭에 적합한 프로브 액세서리
초경량의 유연한 케이블

프로브의 버튼을 사용하여 캡처 시작 및 중지
LED 상태 표시기



PicoScope® 6000E 시리즈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A3000 시리즈 액티브 프로브
Pico A3000 시리즈는 하이 임피던스 액티브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입니다. 이 장치는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를 통해 PicoScope 6000E 시리즈로 최대 신호를 전송하고 프로빙되는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icoScope 소프트웨어에서 캡처를 시작하고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설계의 누르기 버튼을 추가하여 편안하게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Ω의 입력 저항과 0.9 pF의 캐패시턴스를 사용하는 이 액티브 프로브는 최대 1 GHz의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프로브를 일상적 측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는 
스코프에서 프로브의 전원을 공급하고 
스코프의 스케일링 및 입력 임피던스를 
프로브와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로우-프로필 설계.

PicoScope 6000E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는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 4개가 
장착됩니다.

누르기 버튼

조글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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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구성품
A3136 1.3 GHz 액티브 프로브 키트
A3076 750 MHz 액티브 프로브 키트
각 프로브는 다음 액세서리가 포함되고 연결에 최적화된 종합 키트로 제공됩니다.

• 리지드 프로브 팁(10)
• 스프링 프로브 팁(10)
• 접지 블레이드(2개 팩 크기, 각 2개)
• 접지 리드(2)
• 솔더인 케이블 핀(10)
• 금도금 구리선 0.3 mm 30 SWG

• 마이크로 SMD 핀서, 검정색
• 마이크로 SMD 핀서, 빨간색
• 조글 어댑터(2)
• 채널 색상 마커(8색, 각 2개)
• 운반 케이스
• 빠른 시작 가이드

• 접지 리드(2)
• 솔더인 케이블 핀(10개 팩)
• 금도금 구리선(0.3 mm 30 SWG)
• 조글 어댑터

A3000 프로브 액세서리 키트
구성품:

C

H
D

B

F
G

A

A 접지 리드
B 접지 블레이드
C 와이드 접지 블레이드(최적의 고주파 성능 지원)
D 조글 어댑터 – 프로브를 2.54 mm(0.1 인치) 피치 헤더에 장착하거나 고정 또는 스프링 프로브 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글 어댑터가 없는 경우 접지 와이어, 블레이드, 케이블 핀 또는 마이크로 
핀서 SMD 클립 등 길이가 균등하지 않은 액세서리를 프로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 리지드 또는 스프링 프로브 팁 2개를 임의로 조합하여 조글 어댑터(D)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F 스프링 프로브 팁
G 리지드 프로브 팁
H 솔더인 케이블 핀 및 0.3 mm 금도금 구리선
I 마이크로 SMD 핀서(검정색, 빨간색)

액세서리 ID

I

E

I

H

기타 액세서리는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주문 정보(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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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00 액티브 프로브 사양
사양은 20분 예열 후 15 ~ 40 °C의 주변 온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A3076 A3136
프로브 성능 – 리지드 프로브 팁과 와이드 접지 블레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프로브 대역폭(−3 dB) 750 MHz 1.3 GHz
시스템 대역폭(−3 dB) 750 MHz 공칭(750 MHz PicoScope 6000E 모델) 1 GHz 공칭(1 GHz PicoScope 6000E 모델)
입력 저항 1 MΩ +3%, −0%
입력 커패시턴스 0.9 pF 공칭
감쇠 10:1
오실로스코프 입력 커플링 DC 50 Ω
입력 동적 범위 ±5 V(DC + AC 피크)

DC 게인 정확성
프로브만 해당 ±3% 신호
PicoScope 6000E 
시리즈 지원

±4% 신호(공칭)

DC 오프셋 정확도
프로브만 해당 ±3 mV
PicoScope 6000E 
시리즈 지원

±(최대 범위의 1% + 4 mV) 공칭 
오프셋 정확도는 PicoScope에서 영점 오프셋 함수를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DC 오프셋 제어 범위 ±10 V
DC 오프셋 제어 정확도 오프셋 설정의 ±1%, 위 DC 정확도에 추가
측정 가능 전압 창 ±15V(DC + AC 피크)
최대 비파괴 입력 전압 ±30 V(DC + AC 피크) 저감(A3000 시리즈 빠른 시작 가이드 참조)
PicoScope 6000E 오실로스코프 사용 시 시스템 동적 성능(일반)
고조파 왜곡 −40 dBc(1%), 250 MHz 1 V p-p 사인
노이즈 2.5 mV RMS 공칭 프로브 입력 기준
대역폭 평탄도 (+1dB, –3dB) DC에서 최대 대역폭까지
저주파수 평탄도 < ±6%(또는 ±0.5 dB), DC ~ 1 MHz
전파 지연 5.4 ns 공칭
일반
프로브 감지 PicoScope 6000E 시리즈와 같이 Pico 인텔리전트 프로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의 경우 자동
입력 연결부 0.635 ~ 0.940 mm(구형) 또는 0.64 mm(사각형)를 장착할 수 있는 소켓. 7.12 mm 피치, 12 mm 오프셋
프로브 버튼 PicoScope 소프트웨어에서 캡처 시작 또는 중지

상태 LED
노란색: 오실로스코프 플러그인
청록색: 사용 중/초기화
녹색: 준비/공회전

케이블 길이 1.2 m
프로브 치수 108 mm(L) × 16 mm(H) × 12 mm(W)
무게 7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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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76 A3136

온도

작동 0 ~ 50 °C

추정 정확도 20분 예열 후 15 ~ 40 °C.
시스템 성능 사양은 프로브와 오실로스코프가 모두 지정된 작동 온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보관 -20 ~ +60 °C

습도 작동 5% ~ 80% RH 비응결
보관 5% ~ 95% RH 비응결

고도 최대 2000 m

오염도 EN 61010 오염도 2 : 
"응결로 인한 일시적 전도성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전도성 오염만 발생합니다"

안전 규정 준수 EN 61010-031:2015
EMC 규제 준수 EN 61326-1:2013 및 FCC Part 15 Subpart B 기준 테스트됨
환경 규정 준수 RoHS, WEEE, REACH
포함된 액세서리 위 키트 구성품 참조
보증 2년

상태 LED

누르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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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0) 1480 396 395
 sales@picotech.com

북아메리카 지사

Pic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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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75702
United States

www.picotech.com
 +1 800 591 2796
 sales@picotech.com

아시아 태평양 지사

Pico Technology
Room 2252, 22/F, Centro
568 Hengfeng Road
Zhabei District
Shanghai 200070
PR China

www.picotech.com
 +86 21 2226-5152
 pico.asia-pacific@picotech.com

A3000 시리즈 액티브 프로브 주문 정보
주문 코드 설명
PQ265 A3076 액티브 프로브 750 MHz
PQ254 A3136 액티브 프로브 1.3 GHz

교체 액세서리
주문 코드 설명
PQ275 A3000 시리즈 액티브 프로브 교체 액세서리 키트(구성품: 접지 리드 2개, 케이블 핀 10개, 금도금 구리선, 조글 어댑터)
TA469 리지드 프로브 팁(10개 팩)
TA470 프로브 접지 블레이드(2개 팩 크기, 각 2개)
TA501 스프링 프로브 팁(10개 팩)
TA504/TA505 마이크로 SMD 핀서, 검정색/빨간색
TA494 컬러 케이블 타이(A ~ D 채널)
TA495 컬러 케이블 타이(E ~ H 채널)

PicoScope 6000E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사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