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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할인최
대

벤치탑 성능에 견고함까지 갖춘 
휴대용 오실로스코프 
R&S®RTH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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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통신일시정지가포함된프로토콜기반신호

싱글샷획득

세그먼트메모리를이용한획득

히스토리기능을이용하여각세그먼트분석

통신일시정지가포함된장기간측정

메모리제한으로캡처하지못하는획득기존싱글샷획득

비활성화구간이늘어날수록획득펄스가줄어듦

활성화된경우신호세그먼트획득

각신호요소표시및분석

R&S®RTH는 벤치탑 오실로스코프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작고, 견고한 휴대용 오실로스코프 기기입니다.  
이 오실로스코프는 전체 아날로그 입력 채널을 격리할 수 있어 CAT IV 환경에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200 MHz 대역폭 모델을 20 %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보십시오.  
프로모션 가격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미래 사양에 대비한 기기를 사용하여 히스토리를 완벽히 
분석하십시오

R&S®RTH 휴대용 오실로스코프는 별도 히스토리 버퍼에  
최대 5,000개의 파형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형은 R&S®RTH의 강력한 히스토리 분석 기능으로 
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세그먼트 메모리 모드를 
이용하여, 왼쪽 그림과 같이 관련 데이터만 캡처할 수 있습

니다.

히스토리 분석 기능까지 지원하는 R&S®RTH 
휴대용 오실로스코프 패키지 20 % 할인!

R&S®RTH의 뛰어난 기능

기능/파라미터 사양 장점

격리 채널 2 또는 4개 독립적 격리 채널
안전성, 저비용(고가의 고전압 디퍼런셜 
프로브가 필요하지 않음)

ADC 10 bit 측정 정확도 향상

메모리
500 ksample, 50 Msample 
(Segmented Memory Mode에서)

최대 분해능으로 장시간 신호 캡처

획득 속도
초당 50,000 파형, 기존 오실로스코프보다 10배 뛰
어난 성능

드문 이벤트와 에러 검출

첨단 트리거 기능
14개 디지털 트리거 유형(프로토콜 이벤트에서 트
리거링 포함)

관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캡처

자동 측정 기능 37개 자동 측정 신호 파라미터를 빠르게 분석

히스토리 분석 기능 최대 5,000개 파형을 저장하여 완벽한 분석 가능 저장된 캡처 파형 검토 후 자세히 분석

싱글 샷 - 세그먼트 획득 비교



제품 정보

R&S®RTH1002 + R&S®RTH-B222 
	► 200 MHz, 2 채널, R&S®RTH-K15
	► 히스토리 및 세그먼트 메모리

1317.5000P22

₩ 4,720,000

R&S®RTH1004 + R&S®RTH-B242
	► 200 MHz, 4 채널, R&S®RTH-K15 
	► 히스토리 및 세그먼트 메모리

1317.5000P24

₩ 5,680,000



가치를더하는서비스
►전세계적인서비스망 
 ►나라별지역별로특화된서비스제공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타협없는높은수준의서비스품질제공

►장기간유지할수있는서비스안전성 
 

R&S®는 Rohde & Schwarz GmbH & Co. KG의 등록상표입니다

상품명은 소유자의 등록상표입니다

PD 3609.7148.36 | Version 01.01 | April 2021 (sk) 
새로운 휴대형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 보십시오 – R&S®RTH 프로모션 
오차 한계가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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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슈바르즈 담당자

이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데슈바르즈 공식 
대리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 환경적인 제품 설계
	► 친 환경적, 생태 친화적인 설계

	► 에너지 효율적인 저공해 설계

	► 최적화된 소유/유지 비용으로 지속성 증대

Certified Quality Management

ISO 9001

Rohde & Schwarz customer support
www.rohde-schwarz.com/support 

Rohde & Schwarz
측정 및 계측 장비 분야, 방송 기기 및 미디어 분야, 보안 통
신 분야, 사이버 보안 및 모니터링, 네트웍 시험 분야에서 혁
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 통신 그룹입니다. 80년 이상

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Rohde & Schwarz는 독일 뮌헨에 위
치한 비상장 독립 법인 회사로써,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영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rohde-schwarz.com

Rohde & Schwarz training
www.training.rohde-schwarz.com

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ISO 14001

https://www.rohde-schwarz.com/support
https://www.rohde-schwarz.com/support
http://www.training.rohde-schwarz.com

